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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연출에 의한 3D 입체 애니메이션 표현 연구 

: <드래곤 길들이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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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애니메이션의 목적은 움직임을 통해 재미있는 스토리를 관객에게 전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은 

탄생 이후 지금까지 100여년 이상의 시간동안 수많은 기술들을 도입하면

서 다양한 내러티브 방법과 시각 표현 방법을 개발해 왔다. 또한 표현 기

술력이 발달하면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도 점점 체계화되

어 왔고, 동시에 현실 그 이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감독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스크린을 통

해 관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는 애니메

이션을 관람하는 관객이 마냥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에 의해 즐거

움을 느끼게 되는 시대를 넘어서도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애니메이션을 넘어 관객이 직접 느끼며, 체감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목적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 중

심에 3D 입체라는 기술이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도

록 해주고 있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극장용 3D 입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으나, 해외

의 3D 입체 애니메이션과 같은 완성도 높은 영상미를 기대했던 관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지 못해 흥행 면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

다. 이것은 국내의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인력 및 기술, 경험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체에 대

한 연구가 재현 기술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

게 되는 영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하거나 미흡한 실정인 것도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 속에서 2010년에 개봉되었고, 현재까지 최고의 3D 

입체 애니메이션 흥행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드림웍스 작품인 <드래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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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기>의 입체영상 화면은 연구될 가치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양질의 국내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및 전문 인력 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풍부한 입체감을 전달하기 위해 화면을 담아내는 

시각적 연출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3D 입체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분야가 아닌 기존 영상미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입체영상의 특성이 적용되어져 확장되고 변화된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재감 재현을 위한 3D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3D, 입체,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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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00여 년 전 찰스 휘스톤에 의해 시작된 입체영상은 이후 1950

년대, 80년대를 거치며, 몇 번의 붐이 일어났지만, 볼거리 위주

의 입체감 강조와 기술적 한계로 표현되는 미흡한 영상으로 인해 

관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해 매 번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단발성으

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21세기의 첨단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입

체영상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5년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이 ‘3D 입체영화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입체영화의 

붐을 예고했고, <폴라 익스프레스/The Polar Express>(2004), 

<베오울프/Beowulf>(2007)등을 거치면서 입체영화 시장의 가능성

을 열어 주었다. 그 후 2009년 12월 입체 영화 <아바타/ Avatar>

의 시작과 입체 애니메이션<드래곤 길들이기/How To Train Your 

Dragon>(2010), <슈퍼배드/Despicable Me>(2010)등의 연이은 흥

행으로 영상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영상 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의 호기심은 이후 등장하는 3D 입체

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성공으

로 2010년에는 전년대비 2배가 넘는 3D 입체영화가 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해외 못지않게 3D 입체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두 편의 입체 영화와 한 편의 극장용 입체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이슈를 모으긴 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표 1>1) 

표 1. 국내 최초의 3D 입체영화 와 애니메이션

1) 출처: http://mov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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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입체영상 제작을 위한 기초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갖춰

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부가가치인 입체산업의 수익성만을 바라보

고 제작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입체관련 연구,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대부분 3D 영상의 입체적 구현을 위한 기

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보다는 Camera Rig, 입체 디스플레이, 

컨버팅 등의 입체재현 방법의 기술적 내용으로 비중이 크다는 아

쉬움이 있다. 

물론, 입체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3D 제작시스템의 구축도 중

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짜임새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본으로 관객들의 시각적 재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체감이 표

현된 영상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 얘기한 것처럼 관객들이 “내가 저기에 있었어!(I was right 

there!)”라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

급한 시각적 재미를 위한 입체감 표현은 단순히 양안시차의 원리

에 기반을 둔 돌출효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입체영

상은 완벽히 현실세계와 같이 3차원공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2D 영상의 속임수로서 강한 돌출효과는 관객에게 시각 피로를 유

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효과의 과시보다는 시각 피로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효과적인 입체감을 표현한 3D 입체 애니메

이션을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3D 입체 애니메이션이 관객

에게 강한 임장감(臨場感)을 제공하는 기존 영상의 특징을 가지

면서 입체 영상으로서의 효과적인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여 향후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및 입체 전문가 육성 

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 및 범위로는 가상의 공간을 창조하거나 화

면의 입체감을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치인 카메라

를 중심으로 촬영대상과 카메라 연출에 따른 입체감 요소로 구분

하여 고찰하였으며, 이것을 통해 3D 입체 애니메이션인 드림웍스

의 <드래곤 길들이기> 작품에서 입체감 표현방식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드래곤 길

들이기>는 동명 동화를 스크린에 그려낸 3D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5

2009년 드림웍스가 제작한 최초의 3D 입체 애니메이션 <몬스터&

에일리언>의 흥행성적 부진을 딛고, 새롭게 선보인 야심작으로 

현재까지 개봉한 입체 애니메이션 중 <아바타>와 비교될 만큼 가

장 입체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개봉과 

동시에 전미 박스오피스 1위, 개봉 4주차에 박스오피스 1위 재탈

환, 북미수익 2억 달러 돌파,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달러라는 기

록을 달성하여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화제작임

을 입증했다.2) 그리고 흥행에 힘입어 2013년 속편이 개봉될 예정

이다.3) 

이렇듯 <드래곤 길들이기>는 3D 입체로서 상업적으로의 흥행과 

더불어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이기에 작품 내의 시각적 

연출을 통해 표현된 입체영상을 고려한 화면에 대한 연구는 차후 

국내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

에 분석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Ⅱ. 입체감 표현 요소

입체영상은 여전히 촬영되는 카메라를 통해 구성되는 프레임 

속 영상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입체 기술의 도입은 기존 

영상에 주어졌던 프레임의 영역을 확장시켜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게 하였다. 이로 인해 관객은 카메라의 위치와 동일화되어 

자신이 직접 눈을 돌리지 않아도 마치 직접 바라보고, 영상 속에 

존재하는 듯 인간의 시각성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오래전 

회화에서부터 원근법이 이차원적 평면에 공간성을 구현하였다면, 

3D 입체 애니메이션은 입체 카메라 기술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영상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듯 3D 입체 애니메이션은 전혀 다른 미디어 

영역이 아니라 기존 평면영상의 조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미디어 예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인간이 공간 혹은 물체를 바라볼 때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요

2)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

3) 진현철, “‘드래곤 길들이기2’ 만든다”, 뉴시스, 2010.6.1. http://news.n

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3&aid=00032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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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체

감

 

표

현

 

방

식

구                 분 비    고

촬영대상에 

따른 입체감 표현

색채 조명

형태

중첩(다층 이미지)
상대적 크기

화면상의 높이

원근법(투시) 텍스쳐 구배

연출에 따른 

입체감 표현

카메라 촬영 방식 앵글, 렌즈

카메라 움직임

(Z축 블로킹)

Z축으로의 

피사체 

액팅(Acting)

표 2. 입체감 표현 요소

소로는 색채, 중첩, 원근법, 공기 투시, 시점 이동에 따른 시차, 

물체 이동에 따른 시차 등의 요인4)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영상화면에 구성되어야 관객의 감각이 왜곡되어 가상의 공간감과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입체영상의 시각적 경험을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에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닌 

‘바로 거기 있는 듯 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상의 

공간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역할을 하는 카메라를 

통해 프레임 속 영상을 잘 담아내야 한다. 이러한 입체감을 시각

적 연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로는 <표 2>5)와 같다.

1. 촬영 대상에 따른 입체감 표현

1) 색채

색이란, 빛이 물체를 비추었을 때, 생기는 반사, 흡수, 투과, 

굴절 등의 과정으로 사람의 눈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물리적 현

상이다. 그리고 색채란,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이 감각기관인 

4) 버나드 멘디부르, 이승현 역,『 3D 입체영화 제작기술』, 진샘 미디어, 2010, 

pp.14∼19.

5) 김경호,“3D 입체 애니메이션 영화에 있어서 시각적 연출의 특성에 관한 연

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2), pp.35∼43의 내용을 참고하

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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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통해 지각되어지는 시감각의 일종이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

은 눈을 통해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색을 제외한 인

지과정은 존재할 수가 없다. 

색에 대한 시각적 자극은 심리적인 면과 연관되어 있으며, 색

으로 인해 인간에게 있어서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감성을 색채 감성이라 한다. 이것은 괴테(Johann Wolfgang 

Geoethe)의 색채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테는 이전의 뉴튼

(Jssac Newton)의 기계적이고, 수학적, 과학적인 접근 방법과는 

달리, 그는 '힘 있는(Powerful)', '부드러운(Gentle)' 등과 같이 

인간의 심리적 감성에 따라 색채를 해석하였다. 색채 감성은 주

로 언어형태로 표현되며, 주관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문과 

스펜서의 색채조화의 기하학적 공식연구(1944)’, ‘코바야시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1990)’등의 연구를 통해 주관적 의미들을 

객관화하였다.

구분 색의 작용

객관적 요소
명시성, 유목성, 진출/후퇴, 팽창/수축, 온도감, 중

량감, 강약감, 경연감, 흥분/진정 등

주관적 요소 연상, 상징, 기억, 기호

표 3. 색채 감성의 객관적 / 주관적 요소

이러한 심리적 성질 중 유채색, 난색, 고명도, 고채도에 의한 

진출색과 무채색, 한색, 저명도, 저채도에 의한 후퇴색은 3D 입

체 애니메이션에서 각각의 오브젝트들 뿐 만 아니라 조명으로 표

현하는 색채 연출을 통해 관객에게 색에 의해 거리가 변화해 보

이는 시각적 반응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그림 1>6)

6) 출처:http://blog.naver.com/eden1101?Redirect=Log&logNo=15003066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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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출색과 후퇴색

2) 형태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지각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사물

의 색채와 형이다. 형은 물체의 윤곽을 따라 지각되며, 이를 지

각하기 위해 먼저, 대상의 요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한다. 왜냐면 우리의 눈은 주어진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간결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은 게슈탈트(Gestalt) 심리학 이론에서 우리의 시지각은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복잡한 현상에 대해 단순화시키는 특성이 있

음을 말해준다. 그렇기에 입체감을 쉽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태의 간결성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형태의 물체가 적합하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원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상이 가장 단순

한 것이며, 이 형태로부터 복잡한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대상으로 

갈수록 노의 피질이 형태를 지각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하지

만 곡선보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태의 물체가 구조적

인 요소가 부여되어 평면의 프레임 안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

게 된다.<표 4>7) 

7) 출처: http://blog.naver.com/designwook?Redirect=Log&logNo=40036110159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Rietveld_Schroder_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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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하학 형태

픽사(Pixar)의 입체기술을 담당한 스테레오 그래퍼 밥 화이트

힐(Bob Whitehill)은 그의 기조강연에서 3D 입체 애니메이션 <업

/UP>(2009)제작 시 주인공인 할아버지 캐릭터‘칼’에게는 네모

나고 각진 느낌을 주고, 꼬마캐릭터‘러셀’은 둥근 느낌을 주어 

도형이 가지는 의미를 캐릭터 형태에 활용하여 입체감 표현에 적

절히 반영했다고 언급했다.8)

그림 2.‘러셀’(좌)과‘칼’(우)

또한, 입체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에 있어 입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는 긴 형태로서 원근에 의한 깊이감 표현이 

유리한 것이 좋으며, 대표적인 예로 기차, 용, 칼, 총 등이 있

다. 또한 화면에 오브젝트가 잘리지 않게 표현되는 물방울, 돌, 

꽃잎, 눈 등의 부피감 있는 작은 물체도 공간감을 표현 시 많이 

8) http://mograph2009.blog.me/6011412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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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전   경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돌출효과가 가장 잘 표현

된다. 하지만 실내든, 실외든 구도를 잡을 때는 전경에 위

치해 있는 피사체가 카메라에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일반적으로 6.35cm 안구 간격에서는 가장 가까운 

물체라도 카메라와 2m 내외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중   경

전경과 배경사이의 공간을 말하며, 가까운 피사체와 먼 피

사체의 원근감과 직결된다. 입체영상에서 대부분의 돌출은 

중경에서 시작해서 전경으로 이동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 

사용되고 있다.

그림 3. 폴라 익스프레스(2004)

3) 중첩(다층 이미지)

중첩(overlay)은 화면 안에서 캐릭터 또는 물체들이 Z축에 서

로 겹치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첩을 통해 후퇴하는 공

간체계를 성립함으로써 전, 후면의 배열 순서에 따라 공간적 차

이, 즉 깊이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상

을 촬영하는 화면은 카메라에 근접한 부분을 전경, 그 뒤가 중

경, 원경, 화면에서 가장 먼 배경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간구

획에 의해 규정된 각 층의 특성은 <표 5>9)와 같다.

9) 장 풀로, 이섬민 역,『3D 포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들』, 다빈치, 2005,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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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인물이나 피사체가 배치되는 공간이다.

원   경

화면 안으로의 후퇴효과가 나타나는 곳으로 시각적 깊이감

을 줄 때 가장 좋으며, 시각적 불편이 작다. 중경보다 멀리 

위치하지만 중경의 대상과 관계를 잘 조절해야 보다 좋은 

깊이감을 얻을 수 있다.

배   경

카메라에서 가장 멀게 위치해 있으며, 입체영상의 공간감을 

높일 수 있는 층이다. 하지만 전경의 피사체와 큰 차이가 

있으면 몰입감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참고로 물체가 200m 이상 멀어지게 되면 원근의 

가늠이 불가능해진다.

표 5. 층별 공간 특성

피사체만 존재 피사체 + 배경

피사체 + 중경(원경) + 배경 피사체 + 전경 + 중경(원경) + 배경

표 6. 공간별 유무에 따른 입체감

<표 6>은 본 연구자가 층별 유무에 따른 입체감 변화를 위해 제

작한 입체 이미지이다.

입체 애니메이션에서는 단순한 공간 구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사체에 의한 깊이감을 표현하기 보다는 각 공간별 특성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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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장면을 구성한다면 깊이에 대한 공간감의 증대로 인해 

극적인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 관객은 스토리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다 피사체에 대한 각각의 크기 차이를 주거나 피사

체간의 상대적인 수직위치를 조절한다면 더욱더 증대된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다.<그림 410), 5>

그림 4. 중첩과 크기

   

그림 5. 중첩과 상대적 위치

4) 원근법(투시)

원근법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본 물체 및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내도록 평면위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2차원

의 평면위에 표현하려는 3차원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

써 인간적인 시각의 확립을 의미한다. 원근법은 보통 투시 원근

법으로 불리며, 고정된 시점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각현

상에 근거한 복잡한 공간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때 투시에 의

해 생성되는 가상의 소실점(Vnaishing Point)에 의해 인간은 입

체 지각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3D 입체 영상은 기존 평면

영상이 지니는 화면 안쪽만이 아닌 관객 쪽으로도 Z축 공간 확장

시켜 인식시킴으로써 관객들에게 더욱 강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한다. <표 7>은 본 연구자가 제작한 투시원근법을 고려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입체 이미지이다.

10) 출처: 데이비드 라우어, 이대일 역,『조형의 원리』, 미진사, 1985,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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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원근법 유무에 따른 입체감

이렇듯 관객에서 깊이감 있는 공간에 대한 시각적 체험을 경험

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안에 담아내는 화면 구도 및 피사체

의 형태, 질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투시원근 효과에 물

체의 공간적 배열에 따른 정밀도인 텍스쳐 구배 현상을 어우러지

게 표현한다면 관객에게 깊이감을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그림 6>

그림 6. 메가마인드(2011)

2. 연출에 따른 입체감 표현

1) 카메라 촬영 방식

3D 입체 애니메이션에서 관객에게 화면 안의 대한 입체감을 극

대화시키는 카메라 촬영방식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투시원근법을 강조하기 위해 앙

각과 부감촬영을 많이 사용한다.11) 앙각촬영은 로우앵글

11) 현승훈,「디지털 3차원입체 애니메이션의 촬영과 연출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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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Angle)이라고도 하며, 피사체를 올려다보는 위치에서 촬영

하는 각도를 말한다. 로우 앵글로 촬영한 화면과 피사체는 촬영 

각도로 인해 생기는 물리적인 높이 증대로 인해 웅대, 웅장한 느

낌을 가지는 강한 심리적 효과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에 3D 입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극단적인 앙각의 형태로 깊이감

을 극대화시킨다.<그림 7>

이와 반대로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촬

영하는 각도인 하이앵글(High-Angle)이라고도 불리는 부감촬영도 

마찬가지로 강한 원근감적 표현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깊이감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하이앵글 촬영은 화면 안에 전체적인 배경

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3D 입체 애니메이션에서는 넓은 공간

감을 관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그림 8>

그림 7.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2009)

   

그림 8. 메가 마인드(2011)

둘째, 촬영 렌즈의 선택으로 표준렌즈 또는 광각렌즈 사용으로 

시야각을 확보함으로써 입체감 있는 화면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

하다.12) 입체영상의 경우 표준렌즈는 우리 눈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 초점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객에게 자연스러운 원근

감이 전달되어 편안하게 3D 입체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각렌즈는 화면의 원근감을 과장함으로써 Z축상의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15호(2009), p.245. 

12) 현승훈, 위의 논문,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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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카드보드 효과 개념도

거리에 대한 깊이감과 함께 표준렌즈보다 화면에 넓은 공간을 담

아낼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입체감을 전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망원렌즈의 경우에는 기존 평면영상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프레임

에 담아내고 적절하게 조작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만, 입체 

영상에서는 실제로 Z축을 압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현상

을 카드보드 효과라 하며, 등장하는 인물을 영화<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0)에 나오는 카드병사처럼 얇은 종이처럼 표현되어 

실제세계의 분위기를 괴리시켜 관객의 몰입을 유도할 수 없게 된

다.13)<그림 9>14)

이렇듯 3D 입체 애니메이션에서는 시각적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렌즈선택에 의한 쇼트 구성과 함께 카메라 앵글을 조합하

여 화면에 표현한다면 효과적인 입체감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

다.

2) 카메라 움직임(Z축 블로킹)

카메라 움직임에 있어서 화면안의 깊이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는 패닝(Panning)에 의한 수평적 이동보다는 Z축으로의 이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트래킹 또는 핸드헬드 기법의 촬영을 한다

면 이동의 유동감 강조 및 역동성과 함께 관객은 더욱더 실감 있

는 깊이에 대한 입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13) 최양현, 권영재, 조방현, 소현수 저,『3D 입체영상 제작 워크북』, 한국콘텐

츠진흥원, 2010, p.79.

14) 출처: 이용규,“3D 입체영상의 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2),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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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3D 입체 애니메이션에서 깊이감 있는 

장면에 담으려 한다면 좁고 긴 형태를 보이는 촬영공간을 고려하

여 전경, 중경, 원경 등 층별 특성에 맞게 캐릭터, 피사체들을 

배치해야 한다.<그림 1015), 11>

그림 10. 피사체의 Z축 배치

    

그림 11. Z축 배치 예(Avatar)

또한, Z축으로의 피사체 배치 연출뿐만 아니라, 카메라 혹은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연기에 대한 연출도 Z축 상으로 일어나게 

한다면 3차원적 공간감을 표현하여 입체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 화면에 보여 지는 피사체를 프레임 안에 오래 동안 보이도

록 하여 관객에게 입체감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한

다.<그림 12>16)

15) 출처: 허버트 제틀, 박덕춘, 정우근 역,『영상제작의 미학적 원리와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246.

16) 출처: 김경호, “3D 입체 애니메이션 영화에 있어서 시각적 연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2),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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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간의 흐름과 피사체 이동관계

그림 13. Z축 방향으로의 피사체 움직임(몬스터vs에일리언)

Ⅲ. <드래곤 길들이기> 사례 분석

1. 촬영 대상에 따른 입체감 표현

1) 색채 

그림 14. 색채에 의한 입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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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색채에 의한 입체감

그림 16. 조명에 의한 입체감

   

그림 17. 조명에 의한 입체감

<드래곤 길들이기>는 섬, 숲 그리고 바다라는 배경공간과 바이

킹족 캐릭터의 소재로 인해 전반적으로 아주 밝지 않거나, 어둡

지 않은 중간 톤을 유지하는 내츄럴한 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색상은 주로 IRI 색체계의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서 Natural, 

Clear 등의 정적인(Static), 부드러운(Soft) 영역에 있는 색상으

로 동적인 색상보다 색 에너지가 약해 관객들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지 않아 편안한 입체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14, 15>에서 보듯이 밝은 색인 유채색으로 표현

된 캐릭터와 어두운 색으로 표현된 배경을 화면에 담아내어 진출

색과 후퇴색에 의한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쇼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그림 16, 17>과 같이 전경에 붉은 계열의 따

뜻한 조명과 배경의 푸른 계열의 차가운 조명이 진출색과 후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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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색채 원근감을 이루게 하였다.

2) 형태 

그림 18. 형태를 고려한 입체감

   

그림 19. 형태를 고려한 입체감

 

그림 20. 원근감을 강조하는 형태

   

그림 21. 원근감을 강조하는 형태

<드래곤 길들이기>에서는 돌출감, 깊이감이 강조되는 피사체의 

형태를 잘 활용하여 특정장면에서 입체감이 잘 표현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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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8, 19>는 입체감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해 

다소 입체효과가 약해질 수 있는 평면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지

만 캐릭터의 유기적인 형태와 망치, 목조구조물 등의 사물이 비

교되도록 배치하여 입체감을 표현했다. 이것은 선으로 구성되어 

구조적인 요소가 부각되는 사각의 형태성을 잘 활용한 것으로 관

객에게 좀 더 나은 돌출효과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는 <그림 

20, 21>에서 보듯이 인위적으로 점점 좁아져 원근감을 표현하는 

바이킹 배의 형태와 드래곤의 형태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화면의 

깊이감이 잘 표현되도록 쇼트를 구성하였다.

3) 중첩(다층 이미지)

그림 22. 중첩을 고려한 입체감

   

그림 23. 중첩을 고려한 입체감 

그림 24. 중첩과 크기에 의한 입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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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중첩과 위치에 의한 입체감

<드래곤 길들이기>는 화면에서 공간감이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 대상들을 효율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위치시키고 

있다. <그림 22>에서 만약 화면에 캐릭터가 혼자 등장하는 경우

에는 공간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경에 무기들을 배

치함으로써 캐릭터가 중경으로 공간구분이 이루어져 아주 효과적

인 입체감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23>의 경우에는 맑은 하

늘로 인해 구름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전경의 캐릭터와 중경의 

경기장 사슬 피사체만으로 공간감이 표현되어 다소 약한 입체감

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배경에 구름을 표현하여 겹쳐지

게 만들어 관객에게 더욱더 강한 화면안의 공간감이 전달되도록 

쇼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그림 24>에서는 등장 캐릭터들의 크기

를 고려하여 중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원근감이 강조되는 화면을 

구성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그림 25>에서는 바이킹 집들의 위

치를 잘 고려하여 화면에 담아내어 관객에게 깊이감이 잘 전달되

도록 쇼트를 구성하였다.

4) 원근법(투시)

그림 26. 원근을 고려한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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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원근을 고려한 구도

그림 28. 원근법과 텍스쳐 구배

   

그림 29. 원근법과 텍스쳐 구배

<드래곤 길들이기>는 강한 투시감을 표현하기 위해 피사체의 

질감,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화면 안쪽의 소실점으로 모아지는 선

상을 그리는 화면의 구도를 만들어 내어 공간에 대한 깊이감을 

잘 표현하였다. <그림 26, 27>은 바닥나무의 틈새와 무기의 형태

가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촬영하여 관객의 시선을 화

면 안쪽으로 연장시킴으로써 강한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연출했

다. 또한 <그림 28, 29>에서는 원근법과 더불어 바닥나무와 나무

숲에 의한 텍스쳐 구배 효과로 인해 더욱더 강한 화면 안의 공간

감이 느껴지도록 쇼트를 구성하였다.

2. 연출에 따른 입체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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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 촬영 방식

그림 30. 로우앵글

   

그림 31. 하이앵글 

그림 32. 광각렌즈

   

그림 33. 광각렌즈

<드래곤 길들이기>는 강한 입체감 전달로 극의 몰입효과를 높

이고자 로우앵글 및 하이앵글로 촬영하여 화면을 표현하였다. 

<그림 30>은 약하게만 느껴졌던‘히컵’을 로우앵글 촬영을 통해 

캐릭터에 대한 웅장하고 위대한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으



24

며, 동시에 두 캐릭터간의 입체감이 강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였

다. <그림 31>은 바이킹 훈련장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하이앵글로 

촬영하여 넓은 시야확보로 인해 공간에 대한 임장감을 잘 전달하

여 스펙터클한 입체감이 전달되도록 표현했다.

또한 <드래곤 길들이기>는 애니메이션 전반적으로 광각렌즈보

다는 표준렌즈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그림 32, 33>과 같이 하늘

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카메라 앵글과 더불어 광각렌즈를 사용함

으로써 깊이감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담아내어 관객을 압도하는 

영상미를 표현하였다.

2) 카메라 움직임(Z축 블로킹)

그림 34. Z축으로의 카메라 움직임

   

그림 35. Z축으로의 카메라 움직임

그림 36. Z축으로의 피사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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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Z축으로의 피사체 움직임 

<드래곤 길들이기>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Z축 방향으로의 이동

과 더불어 롱테이크(Long-Take) 쇼트로 구성해 관객이 마치 롤러

코스터를 타고 가상 현실 공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입체감을 느

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극의 몰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림 

34, 35>는‘히컵’과‘투슬리스’가 첫 비행하는 장면과 드래곤 

동굴로 이동하는 장면으로 관객들에게 발끝까지 전해오는 짜릿한 

박진감을 느껴지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36, 37>과 같이 등장하

는 캐릭터들의 움직임 또한 Z축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관객에게 

보다 나은 공간에 대한 입체감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3. 분석결과

3D 입체 애니메이션인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풍부한 입체감을 

담아내기 위해 시각적 연출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보았으

며,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 번째, 피사체의 색상과 조명을 통해 입체감이 강조되는 심

도 있는 공간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난색과 한색 또는 

유채색과 무채색에서 전달되는 진출색, 후퇴색의 색채감성을 활

용해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 관객에게 좀 더 

나은 돌출감과 깊이감을 전달하기 위해 형태의 특성을 잘 표현하

였다. 세 번째, 관객에게 화면의 공간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함으로써 관객들을 3D 입체 애니메이션의 가상공간

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냈다. 네 번째, 전반적으로 관찰자 시점

으로 자극적인 연출은 피하면서 관객에게 편안한 입체감을 제공

하고 있으나, 전투 및 비행장면 등 특정장면에서는 카메라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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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렌즈를 사용하고 더불어 카메라 움직임을 이용하여 관객에게 

짜릿한 전율이 전달되도록 했다. 이렇듯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는 입체감을 Z축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시각적 

연출을 하였으며, 이것은 기존의 영상미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입

체영상의 특성이 결합되어 또 다른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큰 기대를 모았던 국내 최초의 3D 입체 영화<7광구>와 입체 애

니메이션<홍길동 2084>의 흥행실패 이후 국내 3D 입체영화 시장

은 3D 입체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제작인력 

양성과 제작 역량 강화 등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국내 상황

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많은 경험과 연구이

다. 하지만 입체영상 제작관련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는 꾸준히 

시행되어 왔지만, 이에 비해 입체감 표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

진한 상태로 사료된다. 그래서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의 활성

화를 도모하는 국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필요한 시점이라

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3D 입체 애니메이션의 카메라를 통해 입체감을 형

성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흥행작인 동시에 최고의 3D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드래곤 길들이기> 작품에서 담아내고 

있는 입체감을 시각적 중심의 연출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

해 관객에게 3D 입체 애니메이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양안시

차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표현한 돌출효과만이 입체영

상의 전부가 아니라 고전적 영상미학요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

상의 공간을 확장하여 입체감을 잘 드러냄으로써 양질의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명, 3D 입체 애니메이션은 21세기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있

어서 가장 기대되어지는 영상매체 중 하나이며, 최고의 현실감을 

부여한다면 보다 나은 즐거움과 감동을 관객에게 가져다 줄 것이

다. 따라서 향후 3D 입체 콘텐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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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드래곤 길들이기>와 같이 입체영상으

로서 인정받은 다양한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작품에 적용

된 입체감 표현에 대한 미학을 체계화시키고, 나아가 입체감을 

극대화시킬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국내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

현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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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ressing 3D Animation by Visual Direction : focused 

on <How to train your dragon>

Kim, Jung-Hyun

The purpose of animation is to give interesting stories to an 

audience through motion. To achieve the purpose, over the 

past century since its inception, animation has adopted many 

kinds of technologies, and thus developed diverse narrative 

methods and visual expression techniques. In addition, with 

the advancement of expression techniques, all elements 

making up animation have gradually been systemized, and at 

the same time, have helped express the worlds beyond the 

reality. As a result, people have faced the era when an 

audience can watch everything imaginated by an animation 

director on a big screen. These days, more efforts have been 

made in order for the audience to feel much more than enjoy 

pictures moving in a frame.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animation is changing from the passive viewing of 

animation to feeling and sensing stuffs through the animation. 

In the center of the changing process is 3D technology which 

gives new interesting to an audience. 

Sometime ago, a 3D animation movie was produced in 

Korea. But it did not bring out box-office profits, for it failed 

to give satisfaction to an audience who expected high 

perfection and beauty being able to be rivalled to those of 

international 3D animation movies. The failure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domestic 3D animation production industry is 

merely in the early stage, and has not sufficient human 

resources, technology, and experiences in producing 3D 

animation films. Moreover, the problem is that most studies 

on 3D focus on the technologies related to reenactment, but 

that few studies on the images, which an audience directly 

faces, have been conducted. 

Under the domestic circumstance, the study on 

stereoscopic image screen of <How to Train Your Drag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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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tereoscopic animation film which was released in 2010 

and has been seen as the best successful 3D stereoscopic 

animation, is worthwhile. Thus this thesis conducted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case analysis focusing on the 

visual direction that creates the pictures to deliver abundant 

three dimensional effect so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when producing high quality-domestic 3D animation and 

training professional labor forces. In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3D animation was not a new area, but the area which 

has been expanded and changed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3D image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existing media aesthetics. This study might be helpful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theoretical studies necessary 

for producing 3D animation contents for realizing the sense of 

reality. 

Key Word : 3D, Stereoscopic,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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