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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makeup(DM), depending upon computer graphic softwares, is applied to various fields, 
e.g. character works in movie and game industries and visual printouts in printing works. Focuse
d on makeup field, DM is extremely conducive to developing, scientizing and informationalizing 
makeup patterns. Despite of unlimited potential of DM of which market size has been growing d
ay by day, its practical use by domestic makeup experts and educators is much less active than e
xpected as far,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accum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
st some theoretical frameworks to generalize DM techniques and analyze two cases using the fram
es therefore support academicians' recent efforts to theorize DM techniques. The study 1) defines 
and categorizes the concepts of DM and DFX(digital special effect); 2) reviews the literature relev
ant to DM and generalizes the types and methods of DM techniques; 3) applies general frames t
o analyzing two movie cases, famous for their DM effects; 4) then suggests, based upon analytical 
results, some efficient ways for makeup experts to use DM techniques in practice. This study cont
ributes to providing the theoretical grounds to conceptualize DM thus broadening makeup artists' 
interests in DM and awakening the scholarly concerns in cultural technology including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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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이하

CG)를 이용한 특수효과의 쓰임새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하나는 CG의 사용을 감추는데 주력하는 디

지털 포토리얼리즘(Photorealism)이고 하나는 그 반

대로 디지털 SFX(Special Effects: 특수효과)를 전

면에 드러내는 경우이다. CG의 쓰임새가 어떤 방식

이던 간에 시각적인 효과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다양한

효과들을 목격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산업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각 산업의 시각적 효과 연출방식은

CG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시작했고, 더욱

새로운 방식과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도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를 보면 CG가 중요

하게 활용되는 분야의 비중이 전세계 시장에서 62%

(2008년 2177억 달러)에 달하고, 영화는 제작비의 평

균 20% 수준인 178억 달러, 게임분야는 50∼60%인

300억 달러, 애니메이션 분야도 총 93억 달러 규모

가운데 약 47억 달러 정도가 CG 제작비용으로 사용

되고 있다. 가상현실 시장은 2000년에 23억 3,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9.1%의 연평균 종합성

장률로 2010년에는 약 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1)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분장은 디지털 영화분장

과 게임 캐릭터, 영상 출력물 작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캐릭터 디자인과 창작 준

비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다자간의 시각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분장은 캐릭터 디자

인과 분장 패턴개발의 과학화 및 정보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 유용성에 비해 국내 분

장 전문가들과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활용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내 디지

털 분장에 관한 이론화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디지털 분장 및 디지털

FX 분장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제안하고 영역을 구

분한다. 둘째, 대표적 영화 두 편의 사례 분석을 통

해 영화에서 주로 이용되는 디지털 분장 기술의 종

류와 활용 방법을 분석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분장전문가들이 디지털 분장을 실제 분장 과정

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디지털 분장 기법에 관

한 연구 진행을 위해 이론적 고찰과 디지털 분장의

기법 및 실증적 사례 분석을 위해 영화 작품 내 사

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디지털 분

장에 관한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은 국내의 분장 실

무 환경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컬

처 테크놀로지(Cultural Technology, 이하 CT)기술

에 대한 분장사들의 이해와 학문적 관심의 폭을 넓

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컴퓨터 그래픽스와
디지털 분장의 개념 정의

1. 컴퓨터 그래픽스의 정의와 컴퓨터 그래픽스

공간의 이해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이하 CG)란

희랍어의 ‘to Write(기술하다)’에 해당하는 γραΨΦιν

(그라프핀)에서 유래2)된 용어로 협의적 의미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와 광의적 의미에서의 컴퓨터 그래

픽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협의적 의미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것은 키보드, 스캐너, 디지타이

저와 같은 입력장치를 통하여 도형을 형성하는 데이

터를 기억시킨 다음 매개변수를 바꾸어 가면서 이미

지를 그려내거나 입체적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

한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는 인간의

창의력, 구상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보다 나은 해답을 얻기 위한 폭넓은

행위 그 자체를 포함한다. 또한 CG란 ‘컴퓨터에 이미

지를 만들고 표현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에 관계되는 모든 장치나 프로그램들을 말한

다.3) 즉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려

진 이미지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들을 조작하

여 변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덧붙이기도 하여, 만

들어진 결과물을 여러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데 관련된 모든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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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소프트웨어는 크게 2차원 도형을 다루는 2D 그

래픽스 프로그램과 3차원 도형을 다루는 3D 그래픽스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3D에 시간적 요소를

추가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감각적인 지각까지

가능한 4D의 개념이 그래픽 요소로 가미되었다.

2D는 Two Dimension의 약자로 X(가로)와 Y(세

로)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면으로만 보일 뿐

공간이나 시간적인 값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

다. 다양한 페인트 브러시나 질감 및 색채의 표현이

가능하여 수채화와 유화 혹은 실험적인 여러 드로잉

과 페인팅 등이 가능하며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및 리터치(Retouch) 기술이 보편적으로 이용되

고 있다.

3D는 Three Dimension의 약자로 X(가로), Y(세

로), Z(깊이) 3차원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을

말한다. 즉, 물체나 이미지에 3차원적인 요소를 부가

하는 것으로 공간적인 3차원 요소로는 입체모델, 음

영, 재질과 같은 요소들이 추가되고 시간적인 요소로

는 카메라와 움직임의 시간계산이 포함된 데이터들

을 말한다. 2차원의 것과 달리, 컴퓨터에 저장된 모

델의 기하학적 데이터4)를 3차원 렌더링 과정을 통해

2차원적인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 영화에서는 3D

스캐너를 통해 인물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

해 가상의 인물에 적용하므로 서 현실보다 더욱 극

사실적인 가상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4D(Four Dimension)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4D는

X, Y, Z로 이루어진 3D에 W축이 더해진 것으로 초

입방체(超立方體=hypercube)라고 부른다. 물론 우리

가 살고 있는 세계는 3D로 이루어져 있고 4D는 이론

적으로만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화나 게임에서

말하는 4D는 3D기술에 시간성을 부가하여 이미지들

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타임라인(Timeline)을 통

하여 시간성에 의한 공간감을 연출하는 기술을 의미

하며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3D그

래픽에 시간의 흐름이나 촉각, 후각, 청각, 미각 등의

체감을 더해 4D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경우

3D를 한층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입체영상과 관람객

이 앉는 의자에 진동과 각도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다. 여기에 영화 내용에 알맞게 바람이나 습기, 냄새

를 뿌려주는 장비를 덧붙이면 4D영화가 완성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3D그래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 게임의 경

우 주인공이 집을 비우고 한 달 뒤에 돌아왔다고 가

정하면 그 동안 집안에 먼지가 쌓이거나 녹이 스는

등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모든 변화는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컴퓨터 그래픽이 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의 기법들로는 이미지의 반복, 변형, 왜곡, 과장,

축소, 합성, 편집, 질감, 효과, 색채변화, 완벽한 복제,

움직임, 시간성, 조명조절, 공간성 등의 표현기법들을

들 수 있다.5)

2. 디지털 분장의 개념
1) 분장과 디지털 분장의 개념

일반적으로 ‘분장’이라는 용어는 얼굴이나 신체에

칠을 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배우를 극중 인

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브리태니커 사전에서는 분장의 뜻을 “공연예술․영

화․텔레비전에서 배우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좋게

하거나 극중 인물에 어울리는 모습을 지니기 위해 사

용하는 모든 것 또는 그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6)

분장전문가 강 대영은 분장(扮裝)을 “나눌 扮(분),

갖출 裝(장) 나누어진 모든 것을 알맞게 챙겨 완전히

갖추도록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분장은 극중

인물로 변화시키는 얼굴분장뿐만 아니라 의상, 소품,

장신구 등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연기자의 전체적 변

화를 이루어내는 영역이라는 것이다.7)

이에 본연구자는 광의적 개념에서의 분장을 ‘공연

예술․영화․텔레비전에서 배우가 자신의 모습을 보

기 좋게 하거나 극중 인물에 어울리는 모습을 지니

기 위해 얼굴과 신체에 행하는 화장과 의상, 소품,

장신구 등을 이용해 표현하는 일련의 모든 것’이라

정의하고자 한다.8) 협의적 관점에서의 분장은 ‘영화,

연극, 방송, 광고 등에서 배우의 인물을 아름답게 하

거나 극중 인물에 어울리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화장품을 이용해 얼굴과 신체에 행하는 기술’이라 정

의할 수 있으며, 특수분장은 ‘영화, 연극, 방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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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배우의 특성을 강조해주거나 극의 분위기나

사건 등의 특수목적과 효과를 위해 인위적으로 행하

는 입체분장 또는 몰드제작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

을 얼굴이나 신체 등에 덧입혀 형상의 변화를 일으

키는 일련의 과정 및 그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분장에 관한 사전적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

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학자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과

명칭이 달라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을 이용한 분장에 관한

용어와 영역구분은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조차 생소해 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자

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참고하여 디지털 분

장의 개념과 영역을 구분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광의의 개념에서 디지털 분장은 ‘컴퓨터 그래픽스

를 활용하여 캐릭터를 생성하거나 변화시키고 수정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과정과 행위 모두를 포함하

는 것’으로 제안한다. 협의의 개념으로, 영어권에서는

포토샵 등의 이미지 수정 툴을 이용한 이미지수정

및 리터칭 기법 등에 관한 것을 ‘Digital Makeup’이

라 칭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포토샵

등과 같이 이미지수정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잡지, 영화, 광고 등에 사용

될 인물의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아름

답게 꾸미기 위해 수정 또는 리터치 하는 행위 및

작업과정’을 ‘디지털 메이크업(Digital Makeup)’혹은

‘디지털 분장’이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

픽스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예술적 감성과 디자

인 이미지 등을 일러스트나 얼굴과 신체에 시각화

하여 나타내는 행위 및 작품’을 ‘디지털 아트 메이크

업(Digital Art Makeup)’ 이라고 제안한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메이크업 아카데미(Makeup

Academy) 시네마(Cinema)는 컴퓨터를 이용한 FX

메이크업 과정을 ‘디지털 FX 메이크업 코스(Digital

FX Makeup Course)’라고 명칭하고 있다. FX Make-

Up의 FX는 SFX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화․TV의

특수 촬영 기술, 즉 괴수(怪獸) 영화, 공상 과학 영

화 등의 촬영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effects가 eféks

로 들리는 데서 FX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9) 이것을

참고로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

자인 및 모델링 과정을 통해 인물과 유기체를 형상

화하고 특정한 캐릭터로 창조하거나 변화시키는 행

위 및 작업과정’을 ‘디지털 FX 메이크업(Digital FX

Makeup) 또는 디지털 FX 분장’이라고 제안한다.

Ⅲ. 디지털 분장 기법과 사례 분석
1. 디지털 분장의 기술 영역
디지털 분장 기술과 그 영역은 표현 방법에 의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분장

디지털 분장은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인물의 외모를 수정하거나 변화를 주는 리터

치(Retouch)기법과 시각적 이미지 제작, 캐릭터디자

인 등 주로 2차원 평면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영상 광고, 디지털 아트 작품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

으며 영상분야 외에도 잡지, 광고, 화보 사진 등 이

미지관련 분야에서의 활용도 높다. 화보와 필름 등에

서 모델이나 배우의 주름진 얼굴을 젊게 만들고 피

부를 윤택하게 하며 몸매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그림 1>의 상단과 같이 A에서 A'로 바뀌는

형태 변형인 와핑(Warphing)과 <그림 1>하단의 모

습과 같이 전혀 다른 객체로의 변화 즉, A에서 B의

형태로 바뀌는 형상 변형인 모핑(Morphing)기법이

가능하다.

<그림 1>10)은 포토샵 CS3를 이용하여 페인팅과

이미지 합성 등의 방법을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또한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 1994)에서와 같

이 과거의 실제 영상에 배우의 이미지를 합성함으로

써 역사적 사실감을 더해줄 수도 있다. 영화에 처음

으로 CG가 도입된 것은 1976년 ‘미래세계’라는 영화

이나 이후 조지 루카스(George Walton Lucas Jr.)

감독이 1975년 설립한 ILM(Industrial Light and

Magic) 특수효과 전문회사를 통해 블루 스크린, 매

트페인팅, 영상합성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영화 스

타워즈(1977)에서 광선검, 데스 스타 구조 브리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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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와핑, 하)모핑

- http://www.cinemamakeup.com

<그림 2> ‘Conquest of the Pole’의 얼음

괴물, - http://blog.naver.com/htk0518

면 등에 적용하여 선보임으로써 본격적인 CG 연출

시대의 도래와 개막을 알렸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

난 시점인 2009년 개봉되었던 영화 ‘아바타’에서는

가상의 캐릭터와 배경이 실시간으로 합성되는 방식

으로 촬영과 동시에 결과화면 확인이 가능하게 될

만큼 영화에서의 CG를 통한 특수효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고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2) 애니메트로닉스

애니메트로닉스(Animatronics)는 애니메이션(Ani-

mation)과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가 합성된 용어

로써 전자회로를 통해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뼈대로

하고 그 위에 실물과 흡사한 특수재질의 스킨을 덧붙

여 만든 모형캐릭터의 제작과 운용기술을 뜻한다. 애

니메트로닉스는 실물과 흡사하면서도 무선 원격조정

을 통한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갖고 있어 영화나 CF,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

서 장면의 사실감을 높이기 위한 특수효과로 사용된

다. 오늘날 영화에서는 특수분장과 결합된 애니메트

로닉스를 CG와 연계해 활용하는데 주로 배우가 연기

하기 힘든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거나 식물이나 동물

또는 가상의 캐릭터의 움직임과 감정의 표현을 섬세

하게 구현하여 실감나는 영상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되

며 컴퓨터그래픽과 달리 배우가 같은 공간에서 대상

과 함께 연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애니메트로닉스라는 용어는 60년대에 간혹 사용되

던 기술이 70년대 말에 ‘스타워즈’가 만들어지면서

이 영화에 참여한 특수효과 종사자들이 만들어낸 신

종어이다.11) 최초의 애니메트로닉스 개념의 기술을

채용한 영화는 1912년 프랑스에서 제작 발표된

‘Conquest of the Pole’로 영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얼

음괴물 <그림 2>12)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표정을 짓

고 움직인다.

이후 1924년 러시아 영화 ‘앨리타: 로봇들의 반란

(Aelita: The Revolt of the Robots)’ 역시 애니메트

로닉스 기술이 적용된 초기 영화중 하나이며13) 1933

년에 만들어진 킹콩은 애니메트로닉스를 고전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좀 더 향

상된 애니메트로닉스 기법이 사용된 예로는 ‘에어리

언’, ‘터미네이터’, ‘드레곤하트’의 용 드라코, ‘스타워

즈’, ‘맨인블랙’의 외계생명체,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등에 이르기까지 유명 영화들의 대표캐릭터들이 모

두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로 구현되었다.

애니메트로닉스는 기계적인 뼈대와 전자회로를 이

용해 만든 움직이는 기계적 모형장치에 폼 라텍스

(Form Latex)나 실리콘(Silicon) 등과 같은 특수재

질의 스킨(Skin)과 헤어(Hair)를 활용하여 분장함으

로써 실물과 똑같은 재질과 느낌을 표현한다. 애니메

트로닉스 기술은 국내에서도 2006년도 2차 문화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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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점토모델 3D스캔

- http://blog.daum.net/it-jjang

<그림 4> 디지털 액터 4

- http://sffilm.co.kr

츠기술(CT)개발 지원사업의 하나로 선발되어 ‘애니

메트로닉스 기법을 활용한 사실적 모형제작 기술 개

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2007년

에는 대형 국가연구 개발 실용화사업으로 ‘디지털 액

터(Digital Actor)’제작사업이 진행된바 있는데14) 이

또한 특수분장이 가미된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이 가

장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애니메트로닉스

는 주로 영화에서 특수효과나 분장을 위해 쓰이지만

일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아이를 입양하는 불

임부부를 위한 임산부의 복부모형,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일부가 없는 경우, 경호와 변장을 위한 특수분

장 등에 이용된다.

3) 디지털 FX 분장

세 번째 영역은 디지털 FX 분장으로 디지털 FX

분장은 특수한 인물과 유기체를 형상화하여 특정한 캐

릭터로 창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3D스캔 또는 3D

CG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모델링 등을 이용해 특수한

시각적 효과를 내는 분장 기술이다. 대표적인 3D CG

소프트웨어로는 지브러시(ZBrush), 마야(Maya), 3Ds

맥스(3Ds Max)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

들은 캐릭터 디자인과 제작과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

다. 특히 지브러시의 경우는 특수분장사에게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프로그램의

이용방법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분장과정 중

이루어지는 점토 조형작업에서 조각도 대신 태블릿

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 작업 방법이 매우 유사

하며, 대체 또한 가능해 캐릭터 디자인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CG 영화에서 특수분

장사들은 캐릭터를 디자인하거나 형상화하기 위해

수많은 조형작업을 반복한 끝에 <그림 3>15)과 같이

점토로 모델을 만들고 3D 스캔작업을 거쳐 데이터화

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브러시는 점토모델을 스

캔하는 작업 대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캐릭터

를 디자인하고 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

VFX 전문가 4인 강종익(인사이트 비주얼 대표), 박

관우(로봇 태권브이 실장), 김정훈(매크로그래프 실

장), 정성진(EON 디지털 필름스 대표)은 대표적인

디지털 액터 4 <그림 4>16)에 ‘반지의 제왕(2002)’의

골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2008)’의

벤자민, ‘킹콩(2005)’의 킹콩, ‘베오울프(2007)’의 모든

캐릭터를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3D CG 소프트

웨어를 통해 만들어졌다.

디지털 액터17)는 3D CG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들

어진 캐릭터의 외형에 실제 배우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들을 모션 캡처하여 데이터화 한 뒤 디지털 액

터에게 정교하게 입히는 방식을 이용한다. 영화 ‘킹

콩’의 경우 모션캡처와 애니메이션기법, 축소기술 등

이 총동원됐는데 배우 앤디 서키스(Andy Serkis)가

킹콩의 움직임을 연기했고, 동물특유의 움직임을 위

해서 고릴라의 움직임도 포착했다. 킹콩에는 특히 고

난도 기술 중 하나인 동물동작의 특성과 피부질감,

털 한 올 한 올을 세밀하게 잘 살렸으며 킹콩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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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여인 앤의 경우 얼굴 클로즈업 장면을 제외

하고 킹콩과 함께 있는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액터

가 사용됐다. ‘베오울프’의 경우에도 레이 윈스톤과

앤젤리나 졸리 등 출연하는 모든 배우가 디지털 복

제품으로 등장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으며 얼굴의 솜

털까지 보일정도로 정교하게 복제되었다.

2. 디지털 분장 기법과 사례 분석
최초의 디지털 영화는 1976년 존 길러만(John

Guilermin)감독의 ‘킹콩(King Kong)’이며, 본격적으

로 컴퓨터를 활용한 것으로는 1982년 스티븐 리스버

거(Steven Lisberger) 감독의 ‘트론(Tron)’, ‘브레인

스톰(Brainstorm, 1983)’, ‘최후의 우주전사(The Last

Starfighter, 1984)’ 등이 있다.18) 초기의 CG효과들은

단순히 합성에 머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

는 ‘파이널 판타지(2001년)’, ‘반지의 제왕’의 ‘골룸’

캐릭터 등과 같이 100% CG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액

터(Digital Actor)를 만들어내고 있고 애니메이션 영

화뿐만 아니라 극영화까지도 4D로 제작을 시도하고

있다.

3D로 제작된 영화는 베오 울프(2007), 앨빈과 슈

퍼밴드(2009), 슈렉(2010), 토이스토리(2010), 파이널

판타지(2010)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

기 힘들만큼 많은 영화가 3D로 제작되었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The Final Destination, 2009)’와 같

이 영화의 특성에 따라 4D로 상영되는 경우도 있다.

CGV측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에 문을 연

CGV 상암 4D플렉스(4D Flex)는 한 관에서만 1월부

터 2009년 10월까지 약 5만 명 이상의 관객이 4D영

화를 체험했다고 하며 최근 덴마크의 Alterface社는

3D, 4D를 넘어 5차원적 인터랙티브 시네마 솔루션인

5D기술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3D영화가 영상

을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4D

는 입체적인 영화화면에 좌석의 움직임, 냄새, 진동

등 시각 외에도 촉각, 후각적인 자극을 주게 되며,

5D는 3D의 이미지와 4D의 오감자극효과를 넘어서

관객의 의자나 극장의 바닥이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

을 주는 5차원적 인터액티브 시네마 솔루션으로

Interactive의 첫 자 i를 써서 5Di라고도 한다. 아직은

5D산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 이를 실

현할 수 있는 시설은 30군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업

계 종사자들은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한 시네마 수

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디지털 분장기법과 효과는 더욱 다양화되고 발

전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술한 바 있는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2002)’의 등장인물 골룸은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디지털캐릭터로 극사실적이다. 골룸은 지브

러시를 통해 캐릭터를 만든 뒤 실제 배우 앤디 서키

스에게 적외선 카메라가 감지할 수 있는 33개의 구

슬센서를 몸에 단 채 연기하게하고 그 모습을 적외

선 카메라로 찍은 뒤 이를 데이터로 만들어 골룸 캐

릭터에 정교하게 입히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배우의

연기를 캡처하는 기술을 모션 캡처(Motion Capture)

라 하는데 이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

체의 움직임을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데이

터로 추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움직임이 데이터

로 기록되어, 애니메이션프로그램에서 수정 및 조합

의 과정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CG는 실사보다 더 실

제 같은 극사실적인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고 실사

촬영과는 달리 표현의 한계가 없다는 점 외에도 여

러 가지 효과와 장점들로 인해 영화에서는 이미 오

래전부터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1) 사례분석 1-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디지털

FX 분장

‘캐리비안의 해적-블랙펄의 저주(2003)’에 등장하

는 해적들은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달빛을 받

으면 그 부위가 해골로 변하게 되어 썩은 살점들이

여기저기 말라붙은 흉측한 모습의 산송장으로 변하

는 존재이다. <그림 5>19)는 달빛을 받아 해골의 모습

으로 변하고 있는 캡틴 바보사(Barbossa)의 모습으

로 해골의 모델링은 각종 스케치와 애니메트로닉스

표본 등을 토대로 모든 해골의 기준이 될 해골표본

을 구상하는데서 시작한다.

<그림 6>과 같이 2차원적 이미지를 통해 배우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표현할 경우 2D CG 소프트웨

어를 이용해 원하는 이미지를 그려 넣거나 합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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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캡틴 바보사(Barbossa)

- http://disney.go.com

<그림 6> 해골로 변화해 가는 과정의 2D 이미지

- http://www.cinemamakeup.com

<그림 7> 완성된 해골

- http://blog.naver.com/

rlarudghkt

<그림 8> 좌)데비존스 선장, 중간)해적선원,

우)지브러시 모델링 - http://media.cgland.com/

사용하는 스톱 모션(Stop Motion: 동작의 변화를 일

일이 찍은 사진의 애니메이션) 포토그래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사는 포토그래피나 애니메트로

닉스를 사용하는 대신 CG캐릭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경우 캐릭터 구상이 끝나면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차려 입은 각 배우들을 찍어 그 사진

과 해골 표본을 토대로 각 등장인물들에 맞는 해골

들을 그리게 되고,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감독의 승

인이 떨어지면 배우의 몸 전체와 얼굴을 직접 3D 스

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CG 모델링은 배우를 스캔

한 정보를 토대로 해골 표본을 각 캐릭터에 맞게 변

형 및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며 작업이 끝나면

뼈대 위에 피부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움

직이는 표정에 따른 근육의 방향과 주름 등의 사실

적인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그림 7>의 완성된 해골

캐릭터는 실제 배우들의 얼굴을 3D 스캔한 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여러 겹의 피부 층으로 구성된 디

지털 피부조직이 해골 구조에 붙여져 산송장의 모습

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그림 7>20).

해적들의 썩어 말라비틀어진 피부묘사를 위해 칠

면조육포를 스캔하여 텍스처맵으로 입히고 부분적으

로 텍스처 및 투명도를 조정하거나 직접 그려 넣는

방법을 이용해 캐릭터들의 미묘한 차이와 변화를 묘

사해 내는 과정을 밞았다. 이렇게 뼈대와 피부가 만

들어지면 그 위에 의상 및 장신구 등을 더하는 작업

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머리칼에 촘촘히 달린 장신구,

귀걸이와 목걸이, 칼 등을 포함하여 의상들이 만들어

내는 구겨짐과 겹쳐짐 등이 해골과 자연스럽게 시뮬

레이션 되도록 의상과 몸에 지닌 소품들이 서로 연

관성 있게 반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된다.21)

‘캐리비안의 해적-망자의 함(2006)’영화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캐릭터는 선장 데비 존스(Davy Jones)

와 갑각류로 덮여진 해적선원들로 이들은 반인반수

(半人半獸)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100% CG로 작업

되었다. 실제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 위에 CG 캐릭터

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캐릭터들은

지브러시를 이용해 만들어냈다. 옷이나 조개들, 어패

류, 피부촉수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디테일을 하나에

가진 복잡한 덩어리모델을 사용했다 <그림 8>22).

ILM의 선임연구원이며 개발엔지니어인 크리스토

퍼 해리(Christophe Hery)의 말을 빌면 “해적들은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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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미지 스캔과 컬러 조정

(순서대로) 이미지 스캔, 컬러 조정, 이미지 맵핑, 최종 이미지

- http://advect.egloos.com

작진은 디테일을 낮추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한

다.23) 기존의 지오메트리 셰이더(Geometry Shader)24)

나, 텍스처맵(Texture Map)25), 디스플레이스먼트맵

(Displacement Map)26) 등을 사용하게 되면 디테일

을 살려 표현이 가능하지만, 데이터가 무거워지게 되

므로 렌더링이 어렵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화면상에 보이는 픽셀보다 더 많은

점과,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결과물을 렌더맨(Ren-

derMan)27)과 어버셰이더(Ubershader)28)를 이용해

렌더링하여 사실적인 질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8>의

데비존스선장의 사실적인 피부의 질감표현을 가능하

게 했던 피부의 투명성은 2001년 시그라프(SIGG-

RAPH)29) 에서 헨릭 젠슨(Henrik Jensen)이 발표한

‘서브서피스 스캐터링(Sub Surface Scattering, 이하

SSS)’ 시뮬레이션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은 반

지의 제왕 ‘골룸’의 피부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 방법

은 단순히 색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피부에 빛이

비취면 표면에서 빛을 반사할 때 모두 반사하지 않

고 일부분은 흡수되어 피를 통한 빛 분사로 빛이 산

란되어 피부 투명성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을 활용한

것이다. <그림 9>30)는 피부 텍스처에 사용한 이미지

를 얻어내는 과정이며 좌측 상단에 보이는 스티로폼

표면의 커피얼룩을 스캔하여 활용하였다. 스캔한 이

미지의 컬러를 조정하고 모델에게 이미지를 맵핑시

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결과물로 창출해 낸 예이다.

2) 사례분석 2-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

로 간다.’의 디지털 분장, 애니메트로닉스, 디

지털 FX 분장 사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2008, 이하 벤자민의 시

간)’ 이 작품은 인생을 거슬러 점점 젊어지는 ‘역노

화’라는 전대미문의 현상을 표현해야하므로 컴퓨터

그래픽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화중 하나이

다. 제 1차 세계 대전 말인 1918년 여름, 벤자민(이

하 벤)은 80세의 노인의 모습을 가진 흉측한 모습으

로 태어난다. 어머니는 벤을 낳다가 죽게 되고 아버

지는 양로원 문 앞에 아기를 버린다. 온몸이 쭈글쭈

글한 주름으로 가득한 갓난아기는 실제가 아닌 애니

메트로닉스를 통해 탄생한 배우이다. 피부의 질감이

나 형상이 사람과 똑같지만 내부는 기계로 되어 있

어 무선으로 조종을 받게 되는 인형인 것이다 <그림

10>31).

브래드 피트(William Bradley Pitt)의 노인 분장은

‘드라큘라’, ‘미세스 다웃파이어’로 이미 아카데미에서

두 번이나 상을 수상한 ‘그렉 캐놈(Greg Cannom)’이

담당하였다. 76세 노인의 형상으로 분장한 브래드 피

트는 친부(親父)가 보기에도 자신보다 훨씬 늙어 보

이는 모습이었다지만 고화질 영상에서도 전혀 티 나

지 않는 완벽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림

11>. 짙은 주름이 가득해 영화 내내 놀라움을 선사하

는 브래드 피트의 특수분장은 약 1밀리미터(16/1인

치) 두께의 ‘티슈페이퍼(Tissue Paper)’와 실리콘을

이용하였고 나이대별로 주름의 정도를 다르게 표현

한 부분 마스크를 얼굴에 붙이는 방식의 세밀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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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애니메트로닉스로

탄생한 아기 벤자민

- http://www.benjami

nbuttonfx.com

<그림 11>

극중 40대의

벤자민의 모습

- http://www.benjamin

buttonfx.com

<그림 12> 모션 캡처 데이터를 입힌 벤의 모형

씌우기 - http://www.benjaminbuttonfx.com

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러나 성장 속도에 따라 달

라지는 벤의 신체사이즈는 분장으로도 해결할 수 없

었기에 유년기와 노년기를 연기할 두 명의 배우를

더 캐스팅했다. 이들은 벤의 바디 액터(Body Actor)

라고 지칭했는데 센서가 달린 블루후드(Blue Hood)

라는 것을 머리에 쓰고 연기를 했다. 이것은 포지셔

닝 마커(Positioning Marker)를 설치하기 위해서인데

매치무빙(Match Moving)32)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중요한 지점마다 설치하게 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디액터의 머리를 필름에서

지워내기 쉽다는 것이고 하나는 지워진 바디액터의

머리위에 트래킹 마커(Tracking Maker)들을 올려놓

기 쉽다는 것이다 <그림 12>.

<표 1>은 매치 무빙의 과정을 표로 옮겨 놓은 것

으로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영화 촬영

시작 전부터 철저하게 삽입될 장면과 시점 등을 잘

계획하고 촬영에 임해야 한다.

필름에서 바디 액터의 머리를 지우고 대신 올려놓

을 벤의 흉상 축소모형(Maquette) 제작을 위해 감독

은 두 명의 전문가를 고용했다. 분장사이면서 사실주

의적인 조각가로 칭함 받는 카주 쓰지(Kazu Tsuji)는

나이든 벤의 모습을 실제와 같이 조각해 냈고, 여섯

차례나 오스카상을 거머쥔 SFX 분장 전문가인 릭

베이커(Rick Baker)는 그 조각상에 실제 사람과 똑

같은 피부와 머리카락 등을 만들어 냈다. 이 축소 모

형은 해부학에 의거(依據)하여 눈과 턱, 치아 등 모

<표 1> 매치 무빙 과정

든 것을 실제 사람의 것과 똑같이 제작하였다. 벤자

민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60세, 70세, 80세의 연령

대별로 세 개의 축소모형을 만들었고 이모형을 컴퓨

터를 이용하여 거대한 폴리곤 수를 지닌 고해상도

(high-resolution)로 스캔하였다 <그림 13>.

3D스캔한 벤의 모형에 표정을 입력해 주기위해 브

래드는 얼굴에 인광체의 물질을 바르고(Phosphorus

Makeup) 카메라가 배치된 컴퓨터 앞에 서서 조명을

끈 상태로 표정을 지어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게 하

였다. 카메라는 순간순간 매 프레임마다 브래드가 하

는 모든 행동을 극도로 사실적인 표현을 해 냈고,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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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좌) 60대, 중간) 70대, 우)80대 벤자민

- http://www.benjaminbuttonfx.com

<그림 14> 브래드의 FACS 데이터

- www.benjaminbuttonfx.com

<그림 15> 3D 데이터베이스

- www.benjaminbuttonfx.com

퓨터는 실시간으로 실제 브래드 두상의 3D 데이터를

얻어냈다. <그림 14>는 인광체 메이크업을 하고 스캔

한 결과이고 <그림 15>는 에크만이 제시한 FACS

(Facial Action Coding System) 44개 형상 중 일부

에 해당하는 브래드의 데이터이다. 인광체 메이크업

은 용적측정(Volumetric)을 제공하며 얼굴의 구성요

소와 아주 작은 부분까지 보여준다. 이 과정을 통해

그의 얼굴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전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했다.

모든 현장 촬영을 마치고 6개월 후 브래드는 LA

의 한 방음 스튜디오(Sound Stage)에서 4개의 HD카

메라가 설치된 스크린을 앞에 두고 서서 바디 액터가

촬영한 영상을 보며 표정과 목소리로 벤을 연기 했는

데 이것은 FACS 시스템을 이용하여 얼굴의 움직임

과 표정을 캡처 한 후 실제 피트의 표정과 모형의 움

직임을 매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는 1970년대 초 폴 에크만

(Paul Ekman) 박사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사람은 44

개의 AU(Action Units)로 얼굴표정을 묘사하며 이

중 30개의 AU들은 해부학적으로 특정 얼굴근육들의

수축작용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 이론이다.

30개의 AU중 12개는 얼굴 상단부위에 위치하고 18개

는 얼굴 하단부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AU는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AU가

발생하였을 때는 부가적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33)

영화의 특수효과를 담당한 디지털 도메인(Digital

Domain, 이하 DD)은 애니메이터들이 수년간 키프레

임 이모션(Keyframe Emotion)을 위한 참조형태로만

사용해온 이 이론을 이용해 약 120가지로 표현이 가

능한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캡처해냈으며 미묘하게

다른 수천가지 표정과 확실하게 다른 표정 등 다양한

종류의 표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했다. FACS

는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더욱 현실적이고 자연스러

운 표정변화를 위해서 버추얼 캐릭터에도 필히 적용

되어야 할 시스템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벤이 죽음을 거의 눈앞에 둔 나이에 양로원에서

기거하게 되면서 실제 다른 노인들과 벤의 모형이

한 화면에 놓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피부색은

이전의 샷(Shot)과 잇거나 주변 인물들과 병치(竝

置)되는 상황에서 튀지 않아야 하고 최대한 자연스

럽게 보여야 하는데 특히 벤자민의 모형 대머리는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피부색을 표현해 주어야만 현

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모델링이나 맵핑만으

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렌더러나 셰이더를 통

해 조정하게 되는데 DD는 색온도에 의해 갈라지는

피부 톤을 수차례 조정하고 수정하면서 벤자민의 머

리 부분이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는 라이팅

시스템(Lighting System)을 개발해 냈다. 아울러 아

이 시스템(Eye System)도 직접 개발했는데 아이시

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채웠

다. 이러한 시스템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브래

드의 표정 데이터를 입힌 모형 벤을 어떤 신(Scen

e)34)에 갖다 두어도 다른 배우들의 실제 촬영분의

조명과 매치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제작진이 벤

의 눈동자에 따뜻함과 인간미를 담아내고자 의도했

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브래드의 치아 몰드를 바탕으

로 <그림 16>과 같이 벤의 발음 구조에 맞는 치아와

혀를 만들었는데 그 혀를 만들기 위해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한사람의 헌신이 동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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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디지털 FX분장을 위한 3D 캐릭터 골격 생성

이미지 수정 및 합성 애니메트로닉스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 모델링

3D 스캐너 또는

디지타이저

적용

사례

캡틴 바보사,

데비존스선장과

해적, 디지털 벤자민

캡틴 바보사,

벤자민 축소모형,

브래드의 FACS 데이터

캡틴 바보사 피부,

완성된 해골 피부,

데비존스와 해적피부,

젊은시절의 브래드와 케이트

벤자민버튼의 아기 벤자민

방법

3D CG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3D 캐릭터

생성 또는 보완.

실제 배우나 모형을 3D 스캔

장비로 스캔하여 3D모델의

형상을 만들거나 스캔 받은

실제 인물의 피부나 표정

데이터 등을 데이터화하여 사용

배경과 인물을 합성하거나

원본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여러 가지 느낌과 질감의

텍스처맵을 생성하여 이용

기계적인 뼈대와 전자

회로를 이용한 움직이는

기계적 모형장치에

특수분장을 통해 실물과

똑같은 재질과 느낌을 표현

장점

개성 있고 일부

원하는 특징을

부각시킨 인물

제작이 가능.

불가능한

상황연기가 가능

매우 사실적이며 제작 과정의

단순화가 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면

연출이 가능.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캐릭터 디자인에 이용시 빠르고

간편하며 수정과 보완 등이

자유롭고 용이함. 텍스처 맵의

소스가 되는 소재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

다른 배우들과 같은

공간에서 연기가 가능.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연기가 가능

단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

고가의 장비 필요,

입력된 점의 수가 많아 추가

보정작업 필수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디테일한 작업이 요구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

제작비용이 높고 제작

기간이 많이 소요

<표 2> 디지털 분장 기법 적용사례에 따른 특징분석

<그림 16> 연령에 따른 치아의 변화

- www.benjaminbuttonfx.com

<그림 17> 원본 이미지와 주름 수정된 이미지

- www.benjaminbuttonfx.com

<그림 17>의 상단의 이미지는 실제 촬영된 배우의

현재 모습들로 이미 중년의 나이에 있는 브래드(47

세)와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 42세)이 젊은

청춘남녀의 모습으로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래

픽 툴을 이용하여 주름을 제거한 상태이다.

Ⅳ. 디지털 분장 특징분석과 활용방안
1. 디지털 분장 기법 적용사례에 따른 특징분석
사례연구 1과 2를 통해 디지털 분장 기술을 분석

해 본 결과 디지털 분장은 연구자가 영역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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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자료수집과 적용이 편리함
도구 의존도가 높음

작업 과정의 단순화가 가능

아이디어 수정작업이 용이함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발생

보존 시간의 무한정 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함

과학적 방법 이용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기술력 습득이 필요재사용과 모델링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짐

설계 및 디자인의 정확성 다른 디지털 기술 분야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실제로 표현 불가능한 부분도 표현 가능하여 표현 가능성이 증대됨

<표 3> 디지털 분장의 장단점

고 제안한 바와 같이 표현 기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이미지 합성 및 수정 기

법의 디지털 분장, 두 번째 특수분장과 기계의 결합

인 애니메트로닉스, 세 번째 3D CG 소프트웨어를 활

용한 디지털 캐릭터의 개발과 표현 기법인 디지털

SFX분장이다. 이 기술들은 극의 전개 상황과 역할,

위험성, 현실에서의 표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각 요소마다 독립적인 기술의 사용뿐만 하니라

특수분장과 결합된 애니메트로닉스에 2D 및 3D 컴퓨

터 그래픽스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특수효과가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특징들을 요약하면 <표 2>

와 같다.

2. 디지털 분장의 장단점
위의 사례들을 통해 디지털 분장의 장점을 분석해

보면 아이디어 수정작업이 용이하고 설계 및 디자인

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작업 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학적인 방법

의 이용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뿐만 아니라 재사

용과 무한복제성, 무한보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

며 재사용과 구조변경 등을 통한 작업공정 및 제작

시간 단축, 인력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실제보다 더 현실감 있는 표현의 가

능성과 수작업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까지 표

현 가능한 성질을 통해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분장은 CG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분장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기능

을 하나로 묶어 놓은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으므

로 여러 가지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구입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별 기술력 습

득 등의 문제가 단점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분장을

실제 분장에 비교하였을 때 디지털 분장이 가지는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3. 디지털 분장의 활용방안
1) 캐릭터 설계 및 디자인에 적용

극중 인물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표현하기 위한 디

자인 과정에서 드로잉을 통한 일러스트보다 CG소프

트웨어를 이용하면, 캐릭터디자인뿐만 아니라 수정이

용이하고 수정 후에도 원본과 수정본의 손상이 일어

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제하여 다양한 캐릭터

의 디자인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다양한 디지털 이미

지들을 수집, 조합함으로써 작품의 콘셉트에 맞도록

디자인을 구체화하며 색상 및 질감 등을 포함한 보

다 현실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2) 3D 입체 모형 제작과정의 단순화

실제 분장과정에서는 디자인된 캐릭터의 도안을

바탕으로 샘플 모형을 제작했지만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로운 모형을 다시 제작해야한다. 하지만 CG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형상화하며 3

차원 작업공간에서 디자인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할 경우 디자인의 오류를 미리 발견하고 수정이 가

능해 일련의 과정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3차원

에서 디자인과 시뮬레이션 된 작품의 색채, 형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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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은 현실적이어서 디자이너와 연출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보다 정확한 디자인을 창출해 낼 수 있으

며 시뮬레이션 된 프레젠테이션은 다자간의 시각정

보의 실시간 공유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배우의 움직임이나 표정까지도 미리

재연해 볼 수 있어 분장을 한 상태에서의 효과와 움

직임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시간적 요소가 반

영된 결과물의 제작 및 변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행 취소와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작업시도를 용

이하게 할 수 있다.

3) 과학적 방법 이용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분장예술의 경우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배우가 무

대에서 내려오거나 촬영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거나

제거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일회적인 성질로 인해서

자료 영상이나 이미지로 작품을 남기는 것 외에는

작품 보관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디지털을 통해 완성

된 분장은 보관기간이 무한대에 가깝게 되었고 유일

무이 했던 특성은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대량의 캐릭터 제작이 가능해졌다. 또한 완성된

작품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화된 많

은 양의 자료와 정보들은 폴더(Folder)별로 정리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언제나 적용가능하며 자료의 이

동도 용이하다. 작품 보관 장소도 따로 필요하지 않

아 방대한 분량의 수집된 자료나 작품의 보관이 용

이하며 인체, 인종, 연령 등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

수치의 적용으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의 접근과 이용

이 가능하다. 디지털 자료는 아무리 복제하고 가공을

거듭해도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과거 필름형태

로 제작되었던 영화의 자료들을 영구보존을 위해 복

원과 디지털 전환 작업을 수년간에 걸쳐 마쳤을 만

큼 보관이 용이하다.

4) 인터넷 쇼핑몰 및 디지털 캐릭터 스타일링

실제 분장과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뷰티메

이크업과 분장 패턴개발 및 디지털 캐릭터창조와 디

자인은 게임, 영화, 가상현실 등에서의 활용도 매우

높다. 게임, 영화, 가상현실에서의 디지털 캐릭터들의

패션 & 뷰티 스타일등에 적용은 상당부분 진행되었

으나 더욱 폭넓고 활성화된 시장진출이 가능하고 인

터넷 쇼핑몰에서의 적극적인 활용도 가능하다. 현재

는 H&M의 Fashion Studio의 사례와 같이 각 쇼핑

몰에서 제시하는 캐릭터모델에게 패션, 액세서리 등

을 착용해보도록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Face Gen, LOOXIS Faceworx와 같이 2D얼굴이미지

를 업로드해주면 자동으로 3D얼굴모델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들과 같이 고객이 자신의 얼굴과 신체에 맞

게 디지털상의 캐릭터를 생성한 뒤 각각의 아이템을

골라 디지털 캐릭터에게 착용해봄으로서 실제 자신

과 잘 어울리는지, 어떠한 스타일이 더 좋은지 직접

시범적용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패션뿐만 아니

라 미용실, 메이크업샵 등에서도 헤어, 메이크업, 네

일아트 등의 스타일을 고객이 사전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발전된 CG기술력에 비해 CG소프트웨

어를 이용한 분장에 관한 개념과 분장 전문가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디지털 분장의 개념을 정의

하고 무대와 작품의 성격, 표현기법에 따라 네 가지

로 영역을 구분하며 영화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분

장 기술의 활용을 분석하고 실제 분장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제안하였다. 예술적 성격이 강한

디지털 아트 메이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기

법을 영화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디지털분

장, 애니메트로닉스, 디지털 SFX분장 이 기술들은

극의 전개상황과 역할, 위험성, 현실에서의 표현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사용하고 있으며 각 요소마다 독립적인 기술의

사용뿐만 하니라 특수분장과 결합된 애니메트로닉스

에 2D 및 3D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특수효과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디지털 분장 기술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과

영역 외에도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의 적용

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의 전송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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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적인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쇼핑부문에서

의 버추얼 캐릭터의 사용은 일부 패션에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패션, 뷰티, 게임,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 등에서 3D기술과 보급되어진 단말

기의 성능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

으며 그에 따른 디지털 분장의 영역 또한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분장 관련 종사자들의 디지털

분장에 관한 이해와 관심도는 매우 미약하며 CG소프

트웨어의 활용법이 까다롭고 캐릭터 디자인과 적용,

이미지 합성과 수정 등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CG 소

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하며 이 소프트웨어들의 구

입비용이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형태로 활동하는 분장사들이 이용하기

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접

근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캐릭터 모델링과 디자인, 헤어 스타일링

과 뷰티 메이크업 및 분장 패턴 디자인 등에 관련된

전문적 기능들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저

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통합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뷰티 메이크업

및 분장 캐릭터 패턴개발의 과학화와 정보화 및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제 분장과 CG 소프트

웨어 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영역

의 확대는 작품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합되어

디지털 분장의 학문적 관심과 발전을 이루고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확립해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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