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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디지털 상매체의 발달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3차원 입체 상 제작방법에 있어

서 가장 먼  개발되어진 애 리  방식을 이용하여 마야 로그램에서 제작되어진 3D 입체

상 애니메이션 ‘이그드라씰’을 분석하 다. 이 작품에서 사용한 애 리  방식은 3D 입체

상을 비교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색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된 상을 통해 입체감을 효

과 으로 표 할 수 있었다. 한 시지각 이론을 용한 공간연출은 작품에서의 필요한 거리감

과 깊이감 그리고 속도감을 표 하는데 효과  이 다.

ABSTRACT

The study analyzes how to create stereoscopic image in 3-dimension animation 

‘Yggdrasil’, produced in Autodesk Maya(3D animation software), using Anaglyph method 

that is the oldest in 3-dimension stereoscopic video production. The anaglyph method 

help to produce stereoscopic images easily and to give effective 3D effect encoding each 

eye's image using filters of different colors. In addition, space direction applied visual 

perception theory expresses necessary distance, depth and speed effectively in ‘Yggd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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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컴퓨터 기술의 발달이 상콘텐츠의 다양화와 

맞물리며 인간은 좀 더 실 인 상을 즐기려 

하고 있다. 기존의 2차원 상에 비하여 진보된 개

념의 실감 상미디어로써의 3차원 입체 상은 차

세  디지털 상문화로 각 받고 있다. 3차원 입

체 상에 한 심은 기원  300년 경 유클리드

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지만 시각의 불편함과 기술

인 문제로 침체되어 있다가 1937년 에드  랜드

(Edwin Land)의 편 필터 발명을 기 으로 신

 기술 진보와 더욱 실 같은 시각정보의 발달

로 용 분야와 범 가 넓어지고 있다.  

3차원 입체 상의 용범 는 멀티미디어 분야 

뿐 만 아니라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

한 분야에 걸쳐 발달하고 있다. 일반 의 높은 

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꾸 히 발달하고 있는  

3차원의 이미지 개발은 첨단 TV와 컴퓨터, 각종 

디바이스 등에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

터와 TV 등 상 기기를 통하여 쉽게 3차원 상

을 할 수 있는 애 리 (Anaglyph) 방식을 

용한 작품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재 3차원 

입체 상을 제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그드라씰’을 제작한 기법인 애 리  방식은 3

차원 입체 상을 비교  쉽게 제작할 수 있어 색

상 차이를 이용해 상을 분리해서 얻는 방식이다. 

이 작품은 콘텐츠진흥원 수상작으로 이미지와 이미

지 사이의 거리감과 깊이감을 최 한 살려 입체감

을 극 화 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지각 원리를 

용시킨 공간연출을 심으로 분석해보았다.  

1.2 연구의 방법 

3D 입체 상은 2차원의 평면 상과는 크게 다

른 공간  특징을 가진다. X, Y축에 Z축을 더하여 

깊이감과 속도감을 더하며, 람자의 시 을 더욱 

강화시켜 몰입도를 높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루돌  아른 하임의 시지각 이론

과 게슈탈트의 개념을 기반으로 시각과 지각의 이

미지 획득 방법을 3차원 입체 상인 ‘이그드라씰’

에 용하 다. 정지된 화면에서의 공간 분석-

임, 화면분할( 이아웃)―과 움직이는 3차원 상 

안에서의 공간연출 요소인 이미지, 카메라, 빛에 

하여 나 어 분석하 다. 3차원 입체 상의 사물

들은 2차원이 아닌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인다. 이러

한 공간상에 배치되어 있는 사물들은 시간을 기반

으로 하여 등장하고 사라지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객의 사물에 한 인지는 사물들 사이의 연 성

으로 사물에 한 정보와 내용을 추측하게 되므로 

시지각의 원리는 3차원 입체 상에도 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지각 이론을 기반으로 3차원 

입체 상인 ‘이그드라씰’을 분석하 다. 

2. 본  론

2.1 시지각 원리

인간은 처음 보는 상의 70%이상을 시각  정

보로 인식을 하고 단을 한다. 시각은 인간의 다

섯 가지 감각-시각, 청각, 각, 미각, 후각-  가

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이다. 

루돌  아른 하임(Rudolf Arnheim)은 ‘시각은 

고도로 명료한 매체일 뿐 만 아니라 그 세계는 외

계의 물체와 사건들에 해 무제한으로 풍부한 정

보를 제공해주며 따라서 시각은 사고의 일차  매

체이다’라고 정의하 다.1) 이러하듯 시각은 람객

이 으로 사물에 한 인식을 시작 하면서 동시

에 기화학  에 지로 변환되어 뇌로 달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아른 하임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의 표  형태를 본

다는 것은 ‘나’라는 ‘주 ’만의 작용도 아니고 ‘작품’

이라는 ‘ 상’만의 작용도 아니다, 상의 형태가 

가지는 물리  구조와 나의 정신  과정이 상호 

1) 시각 사고, 루돌  아른 하임, 김정우역, 서울: 이화여자 학교 

출 부, 1991,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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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독특하게 결정되는 만남의 과정이다. ‘2) 

이 듯 외계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아른 

하임은 지각이라고 하 다. 이 듯 시각이 상을 

보는 신경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시지각은 총체 , 

감각  경험과 새로운 정보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부분의 외분 자극을 으로 받아들여서 

단하는 인간의 행동은 시선 경로와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라는 생체기 , 이를 해석하는 

감각기 , 마지막으로 두뇌의 시각해석, 이 세 가

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지각 과정

이다.3) 

1912년 베르트하이머의 연구로 시작된 게슈탈트

(Gestalt)는 ‘조형’을 의미하는 ‘Gestaltung’이 어원

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슈탈트는 단순한 ‘형태’가 아닌 구조의 개

념이 강조된 사물과 그 사물을 포함한 외 인 요

소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태심리학이 

나왔으며 게슈탈트 심리학은 루돌  아른 하임의 

시지각이론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을 

인식할 때 수반되는 과정을 시지각이라고 하고 이

에 한 특징들을 게슈탈트는 시지각의 원리로 정

리하고 있는 것이다. 게슈탈트 형태 이론은 인간이 

시지각과정을 거칠 때 직 인 상황에 한 인식 

뿐 만 아니라 인간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

로 불완 한 시각을 보충하며 사물을 정보화한다는 

설명으로 시지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사물이나 이미지를 보았을 때에는 조형 으

로 공통 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 공통

분모를 찾아내어 정리를 한 것이 게슈탈트 조형원

리이다. 

•근 성 - 가까이 있는 시각요소들의 무리지어 

인식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지

각이 상 으로 근 한 형태의 것들 사이에 

어떤 힘을 느끼며 시지각 구조화한다는 을 

보여 다.4)

•유사성 - 시각요소의 거리가 아닌 크기, 모양, 

색상, 방향 등의 속성들이 무리 어 보이려는 

동일화 경향을 일컫는다. 

•연속성 - 시각요소들이 어떠한 형태나 그룹으

로 방향성을 가지고 연속되어 있을 때, 이러한 

배열이 형태 체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폐쇄성 - 끊어지거나 불완 한 형태의 사물이

더라도 익숙한 형태나 일정한 형태로 인지되

는 것을 말한다. 

•단순화 - 복잡한 사물을 단순하게 인식하여 

체 인 형태를 먼  인식하려 하는 원리이다.  

•등가성 - 심미성을 지향하는 형이나 형태는 

지각  균등이 필요하다. 평형(Equilibrium) 

는 균형은 포맷 안에 있는 요소들의 분포를 

말한다.5) 

• 경과 배경 - 사물을 체 으로 탐색하여 

형상과 배경의 상호 계로 사물을 악한다. 

•친숙성 - 사  정보나 경험에 의한 개인차로 

사물에 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불완

한 형태의 사물을 상으로 인간 과거 경험이

나 지식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악하는 것을 

말한다.  

2.2 3차원 입체 상의 종류

3D 입체 상은 다양한 구 방식과 기술이 존재

하지만 안경의 착용 여부로 크게 두 갈래로 나  

수 있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고 물체를 입체로 

인지하는 방식의 기본 원리는 양안시차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안경을 착용하는 안경식과 안경을 착

용하지 않고 입체를 느끼게 하는 무안경식으로 나

 수 있다.6)  

2) 루돌  아른 하임 ,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5, p.453

3) 화면구성에 따른 시지각 반응에 한연구, 이윤정, 경성 학교 

박사논문, 2010, p.42

4)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81

5) Charles Wallschlaeger,「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안그라픽스, 

1998, p.412

6) 최성진, 김명 , 이승 , “3차원 텔 비 (3D TV)의 동향”, 방송

공학회지, 제5권, 2000,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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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3-Dimensional stereo-scopic image 

variables with or without glasses 

3D 

Stereo-

scopic 

Images

Glasses

Polarization

Anaglyph

Time Shring

(shutter glasses)

Without

Glasses

Parrax Barrier

Lenticular

2.2.1 안경식 입체 상

입체 상을 감상하기 하여 입체 상 구 도구

인 특수 안경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

로 나  수 있다. 

가. 편 방식(폴라리제이션 : Polarization)

편 방식은 편  회 방향에 따라 좌우 상을 분

리하는 방식으로 편 필름을 디스 이 면부에 

부착해 좌우 상을 디스 이 하면 편 안경을 통

해 좌우 상이 분리돼 에 보이게 된다[Fig. 1].7)

[Fig. 1] Polarization

나. 애 리 (Anaglyph)방식

1800년  반 입체 카메라의 발명은 카메라에 

한 연구를 계속 해오던 랑스의 다게르(Daguerre)

나 스코틀랜드의 루스터(David Brester), 미국의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에 의하

여 발 을 하 고, 이는 1880년 에 컬러 인화 기술

을 연구하던 랑스의 과학자 뒤코 뒤 오롱(Louis 

Ducos Hauron)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인 애 리

(Anaglyph)를 발명하기에 이른다. 애 리 는 

청색 컬러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디스 이에 제

약을 받지 않고, 과 청으로 이루어진 안경을 쓰면 

쉽게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색상 차를 이용해 좌우

상을 분리 사하여 각각의 이미지를 객이 좌우

의 색차에 의해 자동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때 

색 안경에는 백지 부분과 색 부분 모두 색으

로 보이고, 청색으로 그려진 상만 볼 수 있다. 반

로, 청색 안경에는 색 부분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가장 손쉽고 리 구 되는 방식  하나이나 

안경의 색에 의해 색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물체

를 천연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단 이 있어 재 

엔터테인먼트, 게임, TV, 극장에서는 거의 사용되

지 않는다. 

[Fig. 2] Anaglyph Glasses

7) 입체 상에서 지각공간의 재구성에 한 연구, 박진희, 연세

학교 박사논문, 2008,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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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terface Principle of Anaglyph Image

다. 시분할방식

액정에 자 셔터가 부착한 특수 안경을 사용하

여 셔터안경(shutter glasses) 방식이라고 하는 시

분할 방식은 시분할 으로 좌우 상을 속도가 빠

른 한 의 모니터에서 반복 으로 나타나게 하므

로 입체감을 얻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각의 

에 각각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입체감이 형성되어 

진다. 좌안과 우안에 제시되어 지는 이미지들을 

당 60회 이상으로 빠르게 자셔터가 환되어지

도록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으로는 셔터의 환

이 직 으로 느껴지지 않게 만든다.

이러한 우수한 스 치 특성으로 좌우 상이 완

히 분리할 수 있어 양안시치에 의한 입체감이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양안에 화상이 직  달

되어 시야각에 제한이 없다는 장 이 있다.

[Fig. 4] Time-sharing method 

2.2.2 무안경식 입체 상

입체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서 입체 상의 

정보를 달하는 매체에서 직 으로 좌안과 우안

의 상을 각기 달리 보내는 방식으로 인간의 양

안 시차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장 으로는 입

체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 하다는 

이고 단 으로는 상 람시 시야가 제한되어 

시야에서 벗어나면 입))체시가 깨어진다는 단 이 

있어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만이 람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기에는 합하지 않다.

가. 패 랙스 배리어(Parrax Barrier)방식

이 방식은 빛을 투과 는 차단시키기 한 가느

다란 무늬 모양의 수직 슬릿을 일정간격으로 배

열시킨 다음, 그 뒤에 당한 간격을 두고 좌, 우 

상을 교 로 배치하여 특정한 시 에서 이 슬릿

을 통해 보면 기하 학 으로 좌, 우 상이 정확

하게 분리되어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나. 랜디큘러(Lenticular)방식

이 방식은 반원통형의 모양인 티큘러 스크린

이라 불리는 즈의 면에 좌, 우 상을 스트

라이  형태로 배치하고 이 즈를 통해 보면 

즈 의 지향성에 따라 좌, 우 상이 분리되어 안

경 없이 입체 상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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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의 단 으로는 티큘러 즈 의 곡면

이 조 은 에 거슬릴 수 있다는 과 형화하

기엔 어려운 학  기술력  많은 비용이 든다

는 이다. 다수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의 개발에 이 맞춰져 있다.

2.3 ‘이그드라씰’ 사례 분석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되어진 디지털 애니메이

션은 다양한 3D 제작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

인 표 이나 상상속의 세계를 표 한다거나 보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화면들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그드라씰’은 3D 제작 로그램 에 Autodesk사

의 Maya를 이용하여 입체  상을 제작하 다. 

입체 인 상을 제작하기 하여 이 작품에서는 

Maya에서 제공된 3D 카메라에서 Stereo Camera

을 이용하 다. Stereo 카메라를 통하여 보이는 

상은 특별한 더링의 과정 없이 작업 뷰어 상에

서 다양한 입체 상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

우 효율 이었다. 한 입체  생동감을 부각하기 

하여 효율  공간 분석에 한 화면구성의 개념

과 요소를 이해하여 용하도록 하 다.

 

2.3.1 정지된 화면에서 시지각 원리를 용한 

공간 분석 

 

움직이는 형과 움직임이 없는 배경, 돌출되어 보

이는 진출색과 가라앉아 배경이 되는 후퇴색, 시지

각의 주목을 끄는 형태와 그 지 못하고 배경이 되

는 형태, 스크린 앞에서 돌출된 형으로 공간을 형성

하는 깊이와 스크린 뒤로 후퇴되어 거리감을 상실

하는 깊이, 이 게 형과 배경의 계는 한정된 인지

의 장에서 어떤 것은 형으로 등장하고 어떤 것은 

배경으로 려나면서 게슈탈트를 형성한다.9)

한 2차원의 정지 상을 분석했을 때 가장 완

벽하고도 안정 인 비율을 황 비율 혹은 황 분할

이라 한다. 약 1:1.618의 비례는 표 하고자 하는 

이의 의도를 가장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비율이다. 화면의 체  비율은 요 

이미지를 화면의 어느 곳에 치시켜 시선의 순서

를 정하느냐가 요하다. 특히 3D 입체 상의 경

우 29 임이 1 에 지나가므로 화면비율의 개념

을 조  더 확장시켜 화면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화면을 나 느냐가 요하다.

다음의 이미지들은 앞에서 살펴본 시지각 원리

를 ‘이그드라씰’에서 용하여 제작되어진 이미지들

이다.

[Fig. 5] Scene 01 using visual perception of 

‘Yggdrasil’

[Fig. 6] Scene 02 using visual perception of 

‘Yggdrasil’

[Fig. 3]과 [Fig. 4]에서는 평면 이미지에서 원근

법을 이용하여 시각  깊이를 느끼면서 생동감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각선 구도는 

8) 김은수, 3차원 입체 디스 이 기술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향후 발 방향, 한국 정보디스 이 학회지, 2002

9) 입체 상에서 지각공간의 재구성에 한 연구, 박진희,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2008,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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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화면에 힘과 박진감을 표 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며 방향감, 운동감, 속도감등의 움

직임이 많이 느껴지게 하는 구도이다. 이 작품에서

는 비행체들의 이싱 장면에 각선 원근법을 의

도 으로 사용하 다. 앙에 치한 비행물체들과 

배경이 되는 이미지에 시 을 달리하여 비행객체들

은 입체감의 극 화를 통해 생동감의 효과를 최

화해 주었다. 소실 에 치한 비행객체들은 객

에게 화면 구도 상 주목을 받으면서 한 소실

을 이동한 변형된 각선 구도는 화면에 변화를 

주면서도 입체감을 극 화 시키는데 효과 인 연출

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Fig. 5]에서는 3D 입체 상에 입체  부피감

과 공간감을 형성해 내는 부분에 평면의 장면화

(mise-en-scene,미장센)10)를 이루는 요소 에 하

나인 조명(빛)을 이용하여 이아웃 연출에서 원근

법  효과를 본 경우이다. 

 

[Fig.7] Scene 03 using visual perception of 

‘Yggdrasil’

2.3.2 Stereo 카메라를 이용한 입체 상 제작

Autodesk사의 Maya에서 제공되는 3D Stereo 

Camera를 간단히 설정하여 3D 입체 상을 한 

이미지를 제작하기 해서는 Stereo 카메라를 설

정하여 더링을 하면 한 개의 카메라만 설정하여 

좌측과 우측의 더링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카메라의 움직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장 이 있다.

Maya에서 Zero Parallax 값에 의한 시 거리 

잡기를 통해서 원하는 입체값을 얻을 수 있다. 정

상 인 입체값 설정을 해서는 Zero Parallax가 

경에 있는 오 젝트에 맞추어질 경우가 기본  

스타일이다. 

[Fig. 6]에서는 직  카메라를 설정하여 좌측과 

우측의 이미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카메라를 평행 상태로 유지하면서 조작해야 하며 

카메라의 움직임이 복잡해지면 세 한 조작이 요구

되어 카메라의 조작에 제약이 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좌측과 우측의 이미지를 번갈아 가면서 획

득해야 하는 조 은 불편한 이 있다.

[Fig. 8] Parallel view rendering of left and right 

camera in Autodesk Maya

Stereo 카메라의 용 이 올바르게 맞추고

자 한다면 카메라의 움직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움직이는 것이 효과 이며 한 두 카메라의 심

축을 기 으로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올바르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Fig. 7].

만약 Stereo 카메라의 용 이 서로 맞지 

않거나 차이가 많이 난다면 [Fig. 8]처럼 입체 상

의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비효과 인 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10) David Bordwell, Kristin Thompson , 주진숙,이용  역, Film 

Art/ 화 술, 이론과 실천, 1993,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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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rrect focus of stereo camera in 

Autodesk Maya

[Fig. 10] Incorrect focus of stereo camera in 

Autodesk Maya

3. 결  론

평면조형에서 시각  표 을 한 기본 구성요

소로는 , 선, 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

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 색과 질감을 통하여 평면

조형의 느낌을 드러낸다. 형태와 크기, 색과 질감

은 3차원 입체 상의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느낌을 갖게 한다. 멀거나 가까운 느낌이라던가, 

이미지의 깊고 얕음을 이미지의 배치와 변화만으로

도 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뿐 만 아니라 공

간에 배치된 요소들은  다른 요소와 만나며 시

각  착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

인 조작으로 실질  3차원 입체 상이 제작이 

되면 더욱더 생동감 넘치고 사실감이 느껴지는 

상의 제작이 가능하게 된다. 

이 논문을 통해 분석되어진 ‘이그드라씰’에서는 

평면조형의 시각  표 에 이용되어진 요소들(형, 

색, 빛, 선등)이 공간연출을 통해서 입체 으로 어

떻게 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Maya 로그램에 장착되어진 Stereo Camera를 

이용하여 3D 입체 상의 기술을 알아보았고 효과

인 입체감을 한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다. 입

체  상 이미지를 얻기 한 Stereo Camera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에 간단히 입체감을  수 있

어서 작품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3차

원 입체 상의 효과에만 매료되어 자칫 상의 

기본인 스토리와 화면에서의 부조화가 리티있는 

상 제작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

우 체계 이고 짜임새 있는 작품의 제작과 튼튼한 

스토리가 요구된다. 뿐 만 아니라 3차원 입체 상

에서의 이미지들 간의 통일성과 조화, 균형, 비례 

등이 3차원 입체 상 제작시에도 꾸 히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3차원 

입체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장시간 3차원 입체 

상 람시 피곤함과 어지럼증을 호소, 입체 안경

을 착용해야만 3차원 입체 상을 느낄 수 있는 

 등은 기술의 발달과 많은 제작 경험으로 극복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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