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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확산은 디즈니의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을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복제나 변형, 혼합이 용이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이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이식되었고, 결과적으로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표현영역을 

확장시키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였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이 3D 컴퓨터 애니

메이션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디즈니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을 크

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현재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

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과도기적인 수용단계를 지나 드로잉 애니메이션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풍부한 표현력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확장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되, 테크놀로지 종속적인 관계

에서 벗어나 드로잉 애니메이션 특유의 미학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강화하

는 것이 오늘날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일 것

이다.

주제어 : 드로잉 애니메이션, 디즈니, 디지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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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37년 디즈니(Walt Disney) 스튜디오에서 역사적인 <백설 공

주와 일곱 난장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를 발표하

여 큰 성공을 거둔 이래로, 셀을 이용한 드로잉 애니메이션1)은 

가장 대표적인 상업적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이었다. 그러나 20세

기 후반 급속도로 발전한 컴퓨터 그래픽 테크놀로지는 드로잉 애

니메이션 제작방식을 셀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방식으로 변화시켰다.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이 컴퓨터

를 매개로한 디지털기법으로 전환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드로

잉 애니메이션에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혼합하려는 

시도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아날

로그 방식의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공정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애니메이션 이론가

인 폴 웰즈(Paul Wells)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형식으로든 실험에 

근거를 두어왔으며,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온 

아방가르드 한 매체라고 규정한다.2) 실제로 애니메이션은 근래 

몇 십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해온 컴퓨터 그래픽(이하 CG로 약칭하

여 혼용) 테크놀로지를 최전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표현 가능성을 실험해온 매체이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의 

영역 안에서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의는 영화의 특수효과

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비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1) 애니메이터가 그린 그림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투명지인 셀(cel)을 놓고, 그 

위에 등장인물의 모습을 선으로 그리고 채색하는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으로, 

그림이 완성된 셀은 배경위에 놓고 한 장 한 장 씩 카메라로 촬영하여 애니메

이션을 만들게 된다. 넬슨 신, 한창완,『애니메이션 용어사전』, 한울, 2002, 

p.47.

2) Wells, Paul, Animation: Genre and authorship, Wall Flower Press, 200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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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다. 이것은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대부분 가시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사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디즈니 장편 드로잉 애니

메이션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그 

미학적 스타일을  변화시켜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디즈

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며 셀을 이용

한 드로잉 애니메이션 형식을 정착, 발달시킨 주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초기개발단계의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자본력이 갖

추어진 연구소나 스튜디오에 의해 독점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서, 디즈니는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위한 CG 테크놀로지를 역사의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몇 안 되는 스튜디오 중 하

나이다. 그러므로 CG기술이 적용된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변화를 연구해 보는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전통적인 

드로잉 애니메이션 미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적절한 표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현재 처해있

는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처음 CG가 

도입된 초기실험 단계부터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이 잠정 중단

된 시점까지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적용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Ⅳ

장에서는 디즈니와 픽사(Pixar)의 합병 이후 재등장한 디즈니 장

편 드로잉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Princess and the Frog, 

2009)를 중심으로 전통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디즈니 드로잉 애니

메이션이 추구하는 미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현황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도입된 지 대략 30

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겪은 

변화는 지난 30년간 컴퓨터라는 기계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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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었다. 특히 1995년 픽사에서 만든 100% 컴퓨터 그래픽

으로 제작된 최초의 장편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토이스토

리>(Toy story)가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디지털화의 경향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 더욱이 이후 <토이스토리2>(Toy Story2, 

1999), <슈렉>(Shrek, 2001), <몬스터 주식회사>(Monster.Inc, 

2001), <니모를 찾아서>(Finding Nemo, 2003), <인크레더블>(The 

Incredibles, 2004)등과 같은 3D 컴퓨터 애니메이션들은 잇달아 

흥행에 성공을 한 반면 <아틀란티스>(Atlantis, 2001), <보물

성>(Tresure plenet, 2002), <브라더 베어>(Brother Bear,2003) 

같은 디즈니의 드로잉 애니메이션들은 저조한 흥행 성적을 기록

하면서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디즈니의 경영진은 <카우 삼총사>(Home On the 

Range, 2004)를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

작을 전면 중단 하겠다고 선언하며 드로잉 애니메이션 부서의 인

원을 대거 해고하기에 이른다. 다행스럽게도 2006년 디즈니와 픽

사의 합병 이후 디즈니의 경영을 맡게 된 존 라세터(John 

Lasserter)와 에드 캣멀(Ed Catmull)은 디즈니사의 이러한 결정

을 번복하고 드로잉 애니메이션 부서를 부활시킨다.3) 그러나 디

즈니의‘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 중단결정’은 (장편 애니

메이션의 경우) 관객들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며, CG로 제작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만을 원한다고 생각하

는 당시 미국 애니메이션 산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명확히 드

러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 할리우드의 대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상업적인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제

작을 전면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존 라세터는 애니메이션 과 

CG 전문가로서,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런 회의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서 난쟁이들

의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스쿼시 앤 스트레치

(squash-and-stretch)4) 표현이나 우아한 움직임들처럼 드로잉 애

3) Kurtti, Jeff, The art of Princess and the Frog, Chronicle Books, 2009, 
pp.11-12. 

4) 물체가 찌그러지거나 늘어나게 그리는 기법으로, 스쿼시는 힘을 가해 눌러 납

작해지거나 눌러 뭉뚱그려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스트레치는 같은 부피

로 늘어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리처드 월리엄스, 한창완, 조영은,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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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 작업에서는 가능하지만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는 불가

능한 표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5)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탄생된 디즈니의 49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는 태생적으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의 대명사인 

디즈니와 최신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메카인 픽사의 영향 하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공주와 개구리>는 타임(Time)지가 뽑은 2009

년 최고의 영화에 선정6)되는 등 작품성에 있어서도 비평가들로부

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흥행 면에 있어서도(국내에서는 

관객 10만명 정도로 흥행이 저조했지만7)) 세계적으로는 제작비를 

2배 이상 상회하는 2억6천7백만불의 수익을 벌어들이며 안정적인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8)이렇듯 <공주와 개구리>의 고무적인 성공

에 힘입어, 디즈니는 적어도 2년에 한편씩은 장편 드로잉 애니메

이션을 제작, 발표하기로 결정했으며, 2011년 여름에는 디즈니 

클래식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곰돌이 푸>(Winnie the Pooh, 

2011)의 새로운 이야기가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개봉

되기에 이른다.

Ⅲ. 디지털 테크놀로지 도입에 따른 변화

1.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입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영화에 도입되기 시작한 80년대 초부터 

일 역,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킷』, 한울, 2003, p.14.

5) Desowitz, Bill , “Lasseter talks princess and the frog and 2D”, AWN 
News, Nov. 25, 2009. http://www.awn.com/news/films/lasseter-talks- 

princess-and-frog-and-2d

6) Richard, Corliss,  “The top 10 everything of 2009: Top 10 movies-1. The 

Princess and the Frog”, Time, Dec. 8, 2009.  http://www.time.com/time/ 
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945379_1943915_1943917,00.html

7)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in/ 

main.do

8) <The Princess and the Frog>: Summury, Box Office Mojo. http://boxofficem 

ojo.com/movies/?id=princessandthefro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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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사는 CG 테크놀로지를 작품에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 

결과 1982년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

가 되는 작품인 <트론>(Tron)을 발표하게 된다. <트론>은 주인공

인 게임디자이너가 자신의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 게임플레이

를 하게 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사영상에 3D 컴퓨터 애니메

이션을 합성한 장면이 20여분 가량 삽입된 장편영화다.9) 이 작품

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합성 장면은 전통적

인 애니메이션 작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는 계

기로 작용하게 된다. 

1984년 존 라세터는 자신이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Wild 

Things>에서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배경과 손으로 그린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합성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실

험한다. <Wild things>은 테스트용 작업 이긴 했지만 디즈니 최

초로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하여 실험해본 애니메이션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10)

이어서 1985년 발표된 장편애니메이션 <타란의 대모험>(The 

Black Cauldron)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나, 여주인공이 소유한 황금빛 마법의 구체를 시뮬레

이션 하기 위해서 3D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다. <타란의 대모

험>이 비록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디즈니에서 상업적

인 장편애니메이션에 CG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좀 더 본격적인 컴퓨터 그래픽의 도입은 1986년에 발표된 <위

대한 명탐정 바실>(The Great Mouse Detective)의 후반부 추격 

장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빅벤 시계탑 내

부의 기계태엽장치를 3D CG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하

여 1분가량 표현하였다. 마치 종이 위에 제도장치로 출력한 도면 

이미지처럼 깔끔하게 렌더링 된 배경의 기계장치들은 기존의 셀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제작된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자연스러운 매

9) Kerlow, Isaac V., The art of computer animation and effects, 4th ed, 
John Wiley & Sons, Inc, 2009, p.20.

10) Wells, Paul, 앞의 책,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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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ild things>, <타란의 대모험>, 

<위대한 명탐정 바실>의 CG이 사용된 장면 

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칼라와 아웃라인을 따로 렌

더링 하여 합성하는 방식으로 툰쉐이딩(Toon Shading)이라고 불

리기도 한다.11) 

이어서 1988년에 발표된 <올리버와 친구들> (Oliver and 

Company)에서는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툰쉐이딩 

기법으로 렌더링 된 자동차와 일부건물들이 드로잉 애니메이션과 

합성되어 작품 전체에 사용되기 시작한다.12) 그런데 테스트용으

11) Craig, Reynolds, "Stylized depiction in computer graphics:  Non- 

photorealistic, painterly and toon rendering. http://www.red3d.com/ 

cwr/npr/#books.

12) Kerlow, Isaac V., 앞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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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진 <Wild Things> 에서는 CG 배경과 드로잉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확실히 구별되는데 반해, <타란의 대모험>, <위대한 명

탐정 바실>, <올리버와 친구들>과 같은 상업적 장편 애니메이션

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와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가시적으

로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디즈니가 컴퓨터 그래픽 기

술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디즈니는 실험을 거듭하며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있어서 컴퓨터 그래픽의 사용영역을 점진적

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2. CAPS : 디지털 제작 시스템으로의 전환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CAPS(Computer Animation 

Production System) 의 도입이었다. 디즈니와 픽사에 의해 공동 

개발된 CAPS는 기존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셀 애니메이션 제작방

식을 디지털로 대체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애니

메이션 제작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카메라 시스템, 

컴퓨터, 스캐너, 서버, 네트워크 등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애니

메이션 제작 시스템을 일컫는다.13) CAPS에서는 연필로 그린 이미

지들이 셀 위로 옮겨지는 대신에 컴퓨터로 입력되며, 디지털화된 

이미지는 컴퓨터상에서 복사, 채색, 편집, 합성, 수정 되고 카메

라의 움직임 또한 컴퓨터 안에서 생성되고 제어된다.

디즈니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1989)를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 제작을 중단하고 CAPS를 도입하여 디지

털 제작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시스템을 전환한다. CAPS는 

<인어공주>에서 인어공주가 가족들과 이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이 장면의 결과에 크게 만족한 디즈니는, 

이후 <코디와 생쥐구조대>(The Rescuers Down Under, 1990)를 시

작으로 모든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시스템을 완전히 CAPS로 전환하

게 된다. 

13) Jones, Angie  & Jamie Oliff, Thinking animation: Bridging the gap 
between 2D and CG,  Course Technology, 2006,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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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디즈니가 CAPS를 도입하면서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는 점인데, 이는 관객들이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을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예술성 약화로 받아들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고 한다. 그러나 CAPS의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제작 프로세스로

의 변화는 제작과정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질을 크게 향상시켰으며,14) 결과적으로 <인어공주>, 

<미녀와야수>(The Beauty and the Beast, 1991), <알라

딘>(Aladdin, 1992), <라이온 킹>(Lion King, 1994)으로 이어지

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내게 된다. 

특히 채색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제작방식이 가져오는 편의성은 

컸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셀이 100% 완벽하게 투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색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카메

라 아래에 셀이 몇 장 겹쳐지는가에 따라 색의 농담을 달리하여 

채색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디지털 

방식에서는 작업자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은 레이어를 겹쳐놓고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채색도 겹쳐진 레이어의 수와는 상관없

이 일관된 색채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멀티플레인 카메라(multiplane camera)15)로 연출

하던 입체감이 느껴지는 장면들 또한 물리적 제한이 없는 컴퓨터

상의 가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용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용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인어공주>

에서는 단 3번만 사용되었던 멀티플레인 카메라 장면이 5년 뒤인 

<라이온 킹>(1994)에서는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여 수백 개의 장

면에서 사용된다.16)

 

3. 컴퓨터 그래픽 배경 

14) 데이비드 A. 프라이스, 이경식 역, 『픽사이야기』, 흐름출판, 2010, 

pp.162-164.

15) 디즈니에서 개발한 매우 정교한 특수 애니메이션 스탠드로서 배경과 여러 레

벨의 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레벨은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카메라는 상하 또는 회전하면서 이동할 수 있어서 멀티플랜으로 카메

라를 움직이면서 촬영하면 보다 입체적인 깊이와 원근감 얻을 수 있다. 넬슨 

신, 한창완, 앞의 책, p.133.

16) 데이비드 A. 프라이스, 앞의 책,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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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애니메이션 제작공정이 디지털화 된 이후, 특히 배경부

분에 있어서 컴퓨터 그래픽의 사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배경

은 그 특성상 캐릭터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움직임이 많지 않고, 

일단 만들어 배치해 놓으면 가상의 3D 카메라를 사용하여 여러 

각도에서의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리성이 배경파트에 가장 

먼저 컴퓨터 그래픽이 편입 될 수 있었던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

이다.

CAPS 도입 후 초기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CG장면은 <미녀와 

야수>의 무도회장 장면이 아닐까 싶다. 무도회장 공간을 3D 컴퓨

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드로잉 애니메이션에서는 연출하기 까다로

운 입체적인 카메라 움직임 을 보여주었다. 다음 작품인 <알라

딘>에서는 호랑이 머리모양의 동굴입구가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으로 만들어졌으며, 알라딘이 용암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에서도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배경이 3D 컴퓨터 애니메

이션으로 제작되었다. <노틀담의 꼽추>(The Hunchback of Notre 

Dame, 1996)에서는 영화에 후반부에 주인공이 에스메랄다를 구출

해서 도망가는 장면에서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노틀담 

성당이 배경으로 등장한다.17) <뮬란>(Mulan, 1998)에서는 2.5D 

테크놀로지라고도 불리는 포 플레인(faux Plane) 기법이 사용된

다. 여기서의 Faux는 ‘위조’라는 뜻으로 3D공간 안에 Z축의 깊

이를 달리하여  2D 이미지들을 마치 종이모형을 세운 것처럼 배

치해놓고 카메라를 움직여 3D 이미지처럼 심도 있게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시작부분에 만리장성을 보여주는 장면과 후반부의 황

성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사용되었다.18)

1999년에 제작된<타잔>(Tarzan)에서는 드로잉 이미지와 3D 컴

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매끄럽게 혼합하려는 실험이 한층 심화된

다. 디즈니는 3D로 모델링 된 정글을 붓의 질감을 살려 채색하기 

위해 딥 캠퍼스(deep canvas)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배경 아티스트들이 3D 컴퓨터 그래픽 모델 위에 그

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CG 프로그램이다. 3D 공간 안에서 

17) Kerlow, Isaac V., 앞의 책, p.26, p.30.

18) 김준양,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연금술』, 한나래, 2001, p.260-261; 

<Mulan: Special editi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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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뮬란>, <타잔>의 CG 배경 장면

3D CG 모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한 획씩 그릴 때마다 

그 위로 레이어가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획들이 조명의 변화

에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디즈니는 타잔이 정글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

는 장면을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입체적

으로 연출할 수 있었다. 이후 딥 캔버스 프로그램은 <보물

섬>(Treasure Planet, 2002)과 <브라더 베어>(Brother Bear, 

2003)같은 작품에서도 꾸준히 사용되었다.19) CG 배경은 위에 언

급된 장면 이외에도 많은 장면에서 참조되고 사용되며 디즈니 애

니메이션을 더욱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4.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 

디즈니 최초의 3D CG 캐릭터는 <알라딘>에 등장하는 마법의 양

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마법의 양탄자는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19) O'Hailey, Tina, Hybrid animation integrating 2D and 3D assets, Focal 
Press, 2010,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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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후, 이것을 밑그림 삼아 3D CG 양탄자 모델을 똑같이 움직

이게 애니메이션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 되었다. 덕분에 <알

라딘>에서는 <미녀와 야수>에서 드러난 드로잉 애니메이션과 CG 

이미지간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양탄자 캐릭터는 드로잉 

애니메이션 이미지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초

의 24장씩, 매 프레임마다 반복해서 그려야 하는 드로잉 애니메

이션의 특성상 표현하기 어려운 양탄자의 복잡한 무늬를 컴퓨터 

그래픽의 텍스처 맵핑(texture mapping)20)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

스럽게 표현하고 있다.21)

그러나 이처럼 미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양탄

자’였지만 물건을 의인화한 캐릭터라는, 그래서 인간형 캐릭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

었다. 디즈니에서 처음으로 인간형 CG 캐릭터를 시도한 것은 <포

카혼타스>(Pocahontas, 1995)에서 인간형 캐릭터의 얼굴을 갖고 

있는 나무의 정령인 현명한 어머니 월로우의 얼굴을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부터이다22). 이 장면에서 윌로우의 얼굴

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

데,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는 디즈니의 다소 과장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얼굴을 표현하는 나무의 느낌

과 질감은 손으로 그려진 주변의 배경과 거의 이질감을 느낄 수 

없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도입되면서 다수의 대상을 한꺼번에 제

어하고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군중 시뮬레이션 시스템(crowed 

simulation system) 또한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도입되었다. 예를 

20) 텍스처 맵핑(texture mapping)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수준에 따라 디테일을 

달리하며 3D모델의 표면상에 사진이나, 페인팅, 조작된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다양성과 세밀함을 첨가하는 기술이다. 석탄덩어리에서 인간의 피부에 이르기

까지 어떤 종류의 재질이든 모델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텍스처를 만들고 적

용해 사물을 표현한다. 제레미 번, 오영관 역, 『디지털 라이팅 & 렌더링』, 

성안당, 2008, p.303.

21) Corrêa, Wagner Toledo et al., "Texture mapping for cel animation", 

In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SIGGRAPH '98), ACM, New York, NY, USA, 1998. 

http://doi.acm.org/10.1145/280814.280949

22) Kerlow, Isaac V., 앞의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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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라이온 킹>에서는 CG로 생성된 영양 떼가 질주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데 사용됐으며, <노틀담의 꼽추>는 광장에서 움

직이는 다수의 군중들을 표현하는데 군중시뮬레이션이 사용되었

다.23) <뮬란>에서는 설원에서 훈족부대가 뮬란의 군대를 향해 돌

진하는 장면에서 군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아틸라(Atilla)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된 수천 명의 

장병들이 다양한 동작을 부여 받아 움직이는, 이전의 작품들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군중시뮬레이션을 선보였다.24) 군중 시뮬레이

션의 도입은 기존의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으로는 현실적으

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다수의 군중이나 캐릭터가 움직이는 스펙

터클 한 장면의 연출을 가능하게 했다. 

5. 하이브리드(hybrid) 애니메이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

로 발전을 거듭하여 영상제작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

로 자리 잡게 된다. 디즈니도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틀란티스> 나 <보물섬> 같은 작품에

서 드로잉 애니메이션과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통합을 시도한

다.25) 이러한 시도가 이전의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이전의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최

대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용되어 왔다면, 이들 작품에서

는 오히려 3D CG의 시각적 특징을  드러내면서 드로잉 이미지와 

3D CG 이미지가 혼합되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애니메이

션임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

드 애니메이션들은 관객들의 흥미를 끄는 데 실패하게 되고, 미

학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후 디즈니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부서 폐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3) Kerlow, Isaac V., 앞의 책, p.26, p.30.

24) 김준양, 앞의 책, pp.260-261.

25) Kerlow, Isaac V., 앞의 책.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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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물섬>에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사용된 장면들 

Ⅳ.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재등장

2006년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 합병한 이후, 존 라세터 와 에드 

캣멀은 전통적인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 제작을 다시 재개하기

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디즈니 스튜디오에도 (픽사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단편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이하 

단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존 라세터와 에드 캣멀

은 이 단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훈련시키고, 애니메

이션 작업자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디즈니의 큰 자산인 고전적인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생명력

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자연스럽게 이들이 첫 번째로 

선택한 단편 애니메이션은 40~50년대 제작된 구피(Goofy)의 

‘How to’ 시리즈의 전통을 잇는 <How to Hook Up Your Home 

Theater>(2007)로 결정된다. 이 작품은 디즈니의 클래식 캐릭터 

중 하나인 구피를 현대적인 상황으로 불러들여, 구피가 홈시어터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해프닝을 그리고 있

다. 존 라세터는 이 새로운 단편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캐빈 디터스(Kevin Deters)와 스티비 워머스

(Stevie Wermers)가 과거의 ‘How to’ 단편 애니메이션들의 전

통적인 스타일을 잘 살려냈을 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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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How to Hook Up Your Home Theater>의 한 장면

더불어, <How to Hook Up Your Home Theater> 에서는 디즈니의 

새로운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을 위한 기술적 

테스트가 행해진다. 제작에 참여한 다른 세 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 스캔 하는 기존의 방식을 테스트 해보는 

동안, 애니메이터 데일 베어(Dale Baer)는 기꺼이 실험대가 되어 

액정 타블렛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종이 없는(paperless) 제

작공정을 테스트 해본다.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CAPS대신에 툰붐

(Toon Boom)사의 하모니(Harmony)소프트웨어와 와콤(Wacom)의 액

정 타블렛(Cintiq tablet)을 이용하여 50% 정도의 제작공정이 종

이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험들은 본격적인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의 제작에 앞서, 과거의 드로

잉 애니메이션 제작공정을 되살리고 점검해보는 한편, 더 나은 

최적의 제작시스템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7)

<공주와 개구리>는 픽사와 디즈니에서 각자 제작을 검토하고 

있던 “개구리왕자(The Frog Prince)”를 원작으로 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통합하면서 시작되었다. 감독과 각본은 <위대한 명탐

정 바실>, <인어공주>, <알라딘>, <헤라클레스>(Hercules, 

1997), <보물성>등을 감독한 론 클레멘츠(Ron Clements)와 존 머

26) Desowitz, Bill, “How to hook up your animated short at Disney”, AWN 
News, Nov. 16, 2007. http://www.awn.com/articles/production/how-hook-you

  r-animated-short-disney/page/1%2C1

27) Desowitz, Bill,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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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John Musker)가 맡았는데, 이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CG

기술을 계속해서 도입해온 장본인 들이다. <위대한 명탐정 바실>

에서의 시계탑 장면이나, CAPS를 처음으로 도입한 <인어공주>의 

마지막 장면은 모두 이들 콤비가 감독한 작품들이다.28)

클레멘츠와 머스커는 <공주와 개구리>를 디즈니의 클래식 스타

일로 돌아간 드로잉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했으며, 실

제로 기획초기 단계에서 <밤비>(Bambi, 1942) 나 <레이디와 트램

프> (Lady and the Tramp, 1955)같은 디즈니 초기 클래식 애니메

이션들을 참고하고 연구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공주와 개구리>에도 CG기술 전혀 사용되

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선 툰붐사의 하모니소프트웨어가 전반적

인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실험한 종이 

없는 제작공정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

점들 때문에 결국 <공주와 개구리>의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으

로는 선택 되지 못하고, 하모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되 기존의 

연필로 그림을 그려 스캔 하는 방식을 쓰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사용되는 이펙트 애니메이션 파트만큼은 종이 없

는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29) 

<공주와 개구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도입된 부분은 아마 이펙트 애니메이션 파트일 것이다. 이펙트 

애니메이션이란 물이나, 불, 연기, 폭발, 먼지, 연기와 같은 캐

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움직이는 모든 것의 애니메이션을 지

칭한다. <공주와 개구리>에서는 사이드 이펙트 컴퍼니(Side 

effect Company)사의 후디니(Houdini)를 사용해 파티클 이펙트를 

만들어냈는데,30) 마법이 행해지는 장면이나, 늪지대의 물결, 연

기, 반짝이는 빛의 입자 등을 표현하는데 이펙트 애니메이션이 

28) Robertson, Barbara, “The tradition lives on”, CGW, Vol.33, Issue 

1(Jan. 2010), http://www.cgw.com/Publications/CGW/2010/Volume-33-Issue-1 

-Jan-2010-/The-Tradition-Lives-On.aspx

29) Noyer, Jérémie,  “The Princess and the Frog‘s directors John Musker 

and Ron Clements take us to ‘the other side’ of animation!”, Animated 

Views, June 1, 2010, http://animatedviews.com/2010/the-princess-and-the- 

frog-directors-john-musker-and-ron-clements-take-us-to-the-other-side-of

-animation/

30) Robertson, Barbara,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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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주와 개구리>에서 이펙트 애니메이션이 사용된 장면들

사용되었다. 

<공주와 개구리>의 이펙트팀 팀장이었던 말론 웨스트(Marlon 

West)는 작업을 하면서 특히 두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이야

기 한다.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을 가능한 돈을 많이 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디자인 모티브와 

어울리는 물방울이나 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한

다.31)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32)

1950년대의 클래식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공주와 개구리>에서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3D 컴퓨터 그래픽 요

소들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이전의 <아틀란티스>나<보물

섬>과 같은 작품들에서 보여주었던 합성 이미지와는 확연한 차이

를 보인다. 같은 하이브리드 이미지라도 <아틀란티스>나 <보물

31) Kurtti, Jeff, 앞의 책, p.122.

32) Robertson, Barbara,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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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사용된 3D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드로잉 이미지와는 구

별되는 특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면, <공주와 개구리>에서 

사용된 3D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는 꼭 필요한 곳에 절제하여 사

용하되 최대한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스타일과 느낌을 살

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33) 3D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되 철저히 

드로잉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만 

절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주와 개구리>에는 작

품 곳곳에 3D 컴퓨터 그래픽 효과가 적용되고 있으나, 관객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숨겨져서 사용되고 있다.

  <공주와 개구리>에는 배경으로 복잡한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

하는데, 이런 배경의 제작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3D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배경 아티스트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건축물이

나 자동차, 전차 등 유기체가 아닌 구조물들을 3D 제작 소프트웨

어인 마야(Maya)를 이용해 3D 모델로 제작하여 배경의 밑그림으

로 제공한 것이다. 배경 아티스트들은 아도브 포토샵(Adobe 

Photoshop)을 이용해 3D 렌더링 이미지 위에 손으로 한 획씩 그

림을 그려서 99% 수작업으로 배경을 완성하고 있다. 비주얼 이펙

트 수퍼바이저였던 카일 오더마트(kyle Odermatt)는 이러한 일련

의 작업들 덕분에 <공주와 개구리>는 원근법에 기반을 둔 이미지

의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었고, 또한 이것이 현대의 관객들과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았다.34)

그림6. 건물의 3D모델링 이미지35)와 <공주와 개구리>에 사용된 최종장면

33) Kurtti, Jeff, 앞의 책, p.122.

34) Robertson, Barbara, 앞의 글; Kurtti, Jeff, 앞의 책, p.122.

35) Kurtti, Jeff, 앞의 책,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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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디즈니의 드로잉 애니메이

션 제작방식을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변

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복제나 변형, 혼합이 용이한 디

지털 매체의 특성이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이식되었고, 전

통적인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지닌 표현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

도록 도와주었으며, 결과적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질 

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현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과도

기적인 수용단계를 지나 드로잉 애니메이션 특유의 따뜻한 감성

과 풍부한 표현력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확장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었다. 전반적인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이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드로잉 애

니메이션은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며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즈니는 2년마다 한편씩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발표

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며, <공주와 개구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드로잉 애니메이션 특유의 정체성과 미학적 특징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확고한 비전을 구축한 듯 보인다. 디지털 테크놀

로지를 사용하되, 테크놀로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드로잉 

애니메이션 특유의 미학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오

늘날  디즈니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

까 싶다.

본 논문에서는 디즈니 장편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뿐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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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제작된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총망라한 전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된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통적인 

드로잉 애니메이션 미학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미친 영향을 연

구하는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

후에 이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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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sney Feature-length Drawn Animation Since Using 

Digital Technology

    Park, Jae-Yo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ange of disney feature-length 

drawn animation since using digital technology. The spread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territory of traditional animation 

brought a massive transformation. Analogue production system 

for disney drawn animation was gradually replaced by digital 

production system and in the process, the overall quality of 

disney drawn animation was improved, although drawn animation 

industry had declined considerably due to the success of 3D 

computer animation. Currently, disney drawn animations not 

only just adopt digital technology but also use it for 

expressing the distinctive sensibility of the drawn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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