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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3D 애니메이션의 영상 표현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실사 영화와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경계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영상 표현의 발전에도 불구

하고 관객의 호응은 실사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보다 추상적인 표현이 적절하게 이

루어진 애니메이션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리 마사히로 박사의 ‘언캐

니 밸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애니메이션만이 가지는 추상적 미학이 표현될 

때 실사적 표현의 애니메이션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캐릭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실사적 표현이 가능한 기술은 

3D 애니메이션의 배경에 한해서만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분명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세계가 있으며 그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기술만의 문제로 삼을 수 없다.

본 논문은 3D 애니메이션의 추상적 표현을 캐릭터와 배경으로 나누어 분석해보

고, 현재 발전한 애니메이션의 영상 표현 기술이 3D 애니메이션에 보다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발전되어 있는 3D 애니메

이션의 기술이 향후 애니메이션에 보다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을 둔다.

주제어 : 3D 애니메이션, 추상적 표현, 언캐니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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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동굴에 벽화를 그리

면서부터였다. 의사소통을 하고 기록을 하는 유일한 매개체였던 

벽화는 시각적인 표현의 첫 단계였다. 이러한 벽화는 동굴이 아

닌 캔버스에 그려지면서 예술성을 갖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시

작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 또는 미술작품에 단순한 의사소통

이나 정보 기록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담아내었고, 더 나아가 동

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싶어 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바램은 1880

년 프랑스 라피에르 형제의 ‘환등기’를 탄생시켰다. <그림 1>

은 1880년 라피에르 형제가 만든 환등기이다.1)

그림 1. 라피에르 형제의 환등기

이후 1908년 드디어 애니메이션이라 칭할 수 있는 움직이는 그

림이 탄생한다. 프랑스의 에밀 콜이 제작한 <판토슈>라는 초단편 

시리즈는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영화 필름으로 만들어 영

사기에 돌린 최초의 애니메이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애니

메이션은 세계 각국에서 발전되었고,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

* 이 논문은 2014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4AA153).

1) 황선길,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가」,『애니메이션의 이해』(디자인하우스, 

1996),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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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시작으로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들>, <피노키오>, <피

터 팬> 등 많은 애니메이션을 탄생시켰다. 월트 디즈니는 이를 

통해 세계 최대의 애니메이션 왕국을 건설하였다. 

애니메이션에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0년 디즈니에서 

만든 <The Rescuers Down Under>에서였다. 이는 현재 2D 애니메

이션이라 부르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시작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이 되었다. 초창기의 컴퓨터 이미지 작업은 X,Y 축의 2D 평면 이

미지였으나, 1977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컴퓨터 그래픽스 리서

치 그룹에서‘아니마 II’라고 하는‘3차원 영상 표현 애니메이

션 시스템’을 개발한 기점으로부터 X,Y,Z 축을 가진 3D 이미지

로 발전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3D 기술이 애니메이션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월트 디즈니사가 제작한 <트론>을 통해 3차

원 이미지의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난 뒤였다. 3D 기술이 본

격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도입된 후 디즈니는 컴퓨터 기술을 통해 

영상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상상을 그대로 애니메이션화 시켰

다. 1991년 디즈니가 발표한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무도회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 애니메이션 영

화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장면이었다. 배경 전체를 컴퓨터 그래

픽으로 제작하고, 배경과 캐릭터를 합성하여 360도 회전을 통해 

공간감까지 표현해 냄으로써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특징과 기술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2) 이 영화에서 시도한 전통 

2D 애니메이션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융합은 이후 애니메이션 

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995년 드디어 최초의 장편 3D 

애니메이션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토이 스토리>이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하여 캐릭터와 배경까지 모두 3D로 제

작한 디즈니와 픽사의 <토이 스토리>는 이후 세상에 3D 애니메이

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3D 애니메이션이 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토이 스토리>의 성공은 

2) 안세웅,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역사」, 『컴퓨터 애니메이션 표현에 있어서

의 스타일(style) 적용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애니메이션학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6), 20-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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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래픽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성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

었고, <슈렉>에서 <겨울 왕국>에 이르기 까지 많은 3D 애니메이

션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현재의 영화는 컴퓨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영화에서 실재 존재

하지 않거나 촬영이 불가능한 장면들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현재 

많은 영화들이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적용함으

로써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애니메이션 영상화 시키

는데 핵심적인 기술이 되었다.  

3D 애니메이션은 모델링(Modeling)과 리깅(Rigging)의 제작과

정을 통해 컴퓨터상에 개체를 만들고, 그 개체를 텍스쳐 맵핑

(Texture mapping)한 후 애니메이팅(Animating)한다. 여기까지 

작업된 결과물은 라이팅(Lighting) 작업 후 렌더링(Rendering) 

과정을 통해 한 장면으로 완성된다. 손으로 그린 그림을 컴퓨터

로 옮긴 후 작업하던 2D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과는 달리 컴퓨터

상에 그림을 그리는 현재 3D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은 현실적인 

공간감과 질감, 움직임 등을 통해 영화계에 넓은 시각효과를 제

공하고 있다. 또한 3D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합성을 통해 다양한 

객체를 하나의 영상으로 표현시키고, 모션 캡쳐(Motion capture)

나 퍼포먼스 캡쳐(Performance capture), 모션 컨트롤(Motion 

control), 유체 시뮬레이션(Fluid simulation), 바람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통해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그 결과 현재의 3D 애니메이션 배경들은 현실과 흡사한 표

현력을 구사해 관객이 가상현실의 애니메이션을 보다 쉽게 이해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3)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3D 애니메이션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3D 애니메이션의 표현방법 발전을 캐릭터와 배경으로 나누

3) 김민성, 박성훈, 「3D 애니메이션 제작공정에서의 주요기술 분석」, 『3D 애니메이션 제
작 관련 기술동향 분석과 제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4권 제2호,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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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석하고 현재 호응을 얻고 있는 표현방법과 함께 흥행에 성

공한 사례를 들어 3D 애니메이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제작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3D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근래 많이 사

용하고 있는 표현방식을 분석한 뒤, 실사영화나 특수효과분야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을 사용한 다른 영화에 비해 3D 애

니메이션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통해 3D 애니메이션에 가장 적합한 제작방식을 제안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2장 본론에서는 언캐

니(Uncanny) 현상과 3D 애니메이션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그리

고 3D 애니메이션의 발전과정을 캐릭터와 배경으로 나누어 설명

하고, 현재 발전된 캐릭터와 배경의 표현 방식에 대하여 다룬다. 

역대 흥행에 성공한 애니메이션의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앞으로

의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배경의 표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

다. 마지막 3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본론 

오늘날 3D 애니메이션 기술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집

착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3D 애니메이션은 ‘모션 캡쳐’, 

‘퍼포먼스 캡쳐’, ‘모션 컨트롤’과 같은 다양하고 퀄리티 높

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3D 애니

메이션보다 특수효과(Visual Effect)를 사용한 영화에에 더 적합

하다. 이러한 기술들이 3D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단지 기술력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됨에 따라 3D 애니메이션이 세상에 태어

난 이유이자 3D 애니메이션만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한계 없

는 표현력’이라는 근본을 잃어가고 있다. 실사 영화는 특수효과 

기술로 많이 발전되었고 3D 애니메이션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

으로 인해 인간과 매우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애니메이션답지 못한 표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는 캐릭터의 동작과 감정의 표현이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애니메이션은 인간 모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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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벗어난 동작이나 감정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폴라 익스프레스>, <베어울프>와 같이 캐릭터와 배경이 실

사와 같이 표현된 애니메이션은 관객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 했

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모리 마사히로 박사가 주

장한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현상 때문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언캐니 밸리’ 현상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캐

릭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

래픽은 관객들에게 이질감을 주기 때문에 ‘언캐니 밸리’ 현상

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캐릭터의 동작과 감정을 표현하

는 부분이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사람과 비

슷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점에서 관객이 느끼는 이질감을 이야

기한다. 반대로 현실에서 사람이 아닌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

과 같은 표현, 다시 말해 추상적인 캐릭터의 사실적 표현은 ‘언

캐니 밸리’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2>는 인간 

유사성에 대해 관객들이 느끼는 호감도를 그래프화해 놓은 ‘언

캐니 밸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4) 

그림 2. 모리 마사히로의 언캐니 밸리

4) 김남훈, 「UV의 개념」,『디지털 캐릭터의 UV(Uncanny Valley)현상에 관한 연

구』, (경성대학교 디지털 디자인전문대학원 디지털디자인학 영상학박사학위

논문, 2013.2), 17-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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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캐니 밸리 현상 

1970년 일본의 로봇공학박사인 모리 마사히로 박사가 주장한 

‘언캐니 밸리’ 이론은 인간이 로봇이나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

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과 관련된 로보틱스 이론이다. 모리박사의 

가설에 따르면, 로봇이 인간의 모습과 같이 점점 정교하게 만들

어 질수록 인간이 로봇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급격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현상이 생긴다

고 한다. 이 현상을 로봇이 인간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

벽해지면 다시 호감도 혹은 친밀도가 급격히 회복되어 인간이 실

제 인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같은 수준까지 다시 증가하게 된

다고 한다. 이 현상은 ‘인간 유사성’이 어느 정도로 표현되었

을 때 인간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 이론은 현재 3D 애니메이션에서 관

객이 캐릭터에게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섬뜩한, 불쾌한, 혐오스러움을 

의미하는 ‘언캐니’라는 단어는 3D 애니메이션에서 사실적으로 

표현된 캐릭터에 대하여 관객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3D 애니메이션에서 이 현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리얼리

즘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3D 애니메이션 또는 특수효과를 사용한 

영화의 캐릭터가 사실적 표현을 어느 정도로 나타내어야 관객의 

높은 호감도와 집중도를 끌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3D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영화, 게임 등의 ‘인간 

유사성’이 있는 캐릭터 제작에 대해 호감이나 혐오감에 대한 기

준을 제시함으로써 캐릭터 제작상의 표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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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폴라 익스프레스 (b)베오울프

 그림 3. 사실적 표현의 3D 애니메이션

2. 3D 애니메이션의 발전 과정 

애니메이션의 ‘Anima’는 영혼, 생명, 정신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이다. 여기서 유래된 애니메이션은 ‘Anima’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려지거나 만들어진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영화의 탄생 이후 애니메이션은 생명력을 가진 예술로 성장해 왔

다. 애니메이션은 움직임을 나타낸 동굴 벽화에서부터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낸 그림을 움직여 보여주는 환등기에 이르기까지 생

명력을 가진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를 표현해내기 위해 발전해 왔

다. 그 발전의 흐름에 발맞춰 1890년 영국의 헬렌 베아트릭스 포

터가 만든 고전 캐릭터 <피터 래빗>이 탄생되었고, 1908년 영사

기로 상영된 최초의 애니메이션에서 ‘판타스마고리’라는 캐릭

터가 프랑스의 에밀 콜에 의해 탄생되었다.5) 그리고 1928년, 최

초의 토키 단편 애니메이션인 <증기선의 월리>를 통해 월트디즈

니의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세상에 나오고 드디어 캐릭터 애니메

이션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후 평면의 애니메이션 공간은 공

간감을 주기 위해 입체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 입체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배경과 캐릭터를 분리하여 따로 제작

5) 정유진, 「캐릭터 디자인의 역사」, 『픽사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 논문, 2009.2),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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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고, 여기서 캐릭터와 배경의 표현방법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 되고 제작되어 진다. 논문에서는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배경의 발전과정을 각각 살펴보고 현재 발전되어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캐릭터와 배경 표현에 있어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2.1.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3D 애니메이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회화 능력

보다 더 높은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예술에 접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낸 디지털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제작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 1984년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 애니메이

션 페스티벌에서 컴퓨터로 만든 단편 3D 애니메이션 <안드레와 

월리 B의 모험>(The Adventures of Andre & Wally B)은 ‘안드

레’라는 인조인간과 ‘월리 B’라는 말벌 캐릭터를 선보인다. 

3D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객체가 이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다. 

 

그림 4. 안드레와 윌리B의 모험

 

이후 실제 사람과 같은 모습의 인간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

데, 1988년 픽사가 랜더 맨(Render man)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단편애니메이션 <틴 토이>는 3D 애니메이션에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였다. <틴 토이>에서 등장한 아기 캐릭터 ‘빌리’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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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제작기술을 발전시켜주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 하지만 아

기의 얼굴과 표정, 걸음걸이까지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

지 못한 기술로 3D 애니메이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회만 제

공하는 것에 만족 하여야만 했다. 이는 언캐니 밸리를 느낄 수조

차 없는 수준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이후 픽사는 1997년 <게리

의 게임>을 발표한다. <게리의 게임>에서 게리 캐릭터는 3D 기술

을 10년 가까이 발전시켜 퀄리티 높은 리얼리즘을 나타내었다. 

게리 캐릭터는 사람의 얼굴과 몸의 비율을 적절히 표현해냈으며 

얼굴의 표정, 머리카락과 캐릭터의 나이에 맞는 걸음걸이까지 잘 

표현해 냈다. 하지만 피부나 머리카락, 주름등의 음영이나 색감, 

재질감과 같은 렌더링 부분에서는 사실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리

얼리티를 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게리 캐릭터를 통해 사실적인 

인간 캐릭터의 제작에 발전 가능성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6)

 

그림 5. ‘틴 토이’와 ‘게리의 게임’

 여기서 한 번 더 캐릭터 제작에 대한 큰 발전을 가져온 애니

메이션이 바로 2011년 발표된 <파이널 판타지>이다. <틴 토이>는 

인간 캐릭터의 형태만 갖추었고, <게리의 게임>은 형태와 움직임

을 유사하게 표현해내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파이널 판타지>에

서는 형태와 움직임 그리고 색채와 질감, 정교함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해 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흥행에는 실패했다. 이유는 앞서 

6) 정운설, 「CG 제작기술의 발달」, 『3D 애니메이션 인간캐릭터의 사실적 시각

표현과 관객호감도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 논문, 2014.2), 14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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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했던 ‘언캐니 밸리’ 현상에 의한 불쾌함이라고 할 수 있

다. 사실적인 표현 능력은 많이 발전했으나 기술적인 부분이 사

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객

은 추상적인 캐릭터에 비해 <파이널 판타지>의 정교한 인간 캐릭

터에 더 몰입하지 못했고, 이러한 점은 현재의 사실적이고 정교

한 인간 캐릭터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6. ‘파이널 판타지’의 인간 캐릭터

 

앞서 이야기 한 ‘월리’캐릭터에서 아기 캐릭터 ‘빌리’, 그

리고 ‘게리’까지의 캐릭터 발전과정은 애니메이션의 인간 캐릭

터가 진짜 인간과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지에 목표를 두고 발전

해왔다. 결과적으로 ‘파이널 판타지’의 인간 캐릭터가 탄생 되

었고, 애니메이션은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

게 되었다. 하지만 발전 된 인간 캐릭터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유사한 캐릭터일 뿐이었다. 사실적 표현으로 제작된 인간 캐릭터

의 움직임이나 감정 표현은 실제 인간의 움직임과 감정 표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인간처럼 보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 표현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스토

리의 전달력이 부족하며, 실제 인간과 똑같지 않는 캐릭터의 표

현으로‘언캐니 밸리’와 같은 현상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사실적인 캐릭터 보다는 추상적인 캐릭터

로 제작되고 있다. <그림 7>과 같이 인간의 특징만을 극대화 시

킨 추상적 캐릭터는 인간과 똑같이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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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한 캐릭터의 과장 된 움직임과 감정 표현

이 가능하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과장된 동작이나 감정 표

현을 함으로써 스토리의 전달력이 강해지고 재미있는 장면들을 

연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추상적 표현의 캐릭터의 

동작이나 표현은 ‘언캐니 밸리’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7. 추상적으로 제작된 사람과 동물의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2.2. 3D 애니메이션 배경

애니메이션이 2D에서 3D로 발전함에 따라 애니메이션 배경 또

한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초기의 애니메이션은 배경 없이 하나

의 캐릭터나 객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나 객체의 움직임에 배경을 더함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배경이 생겨

나게 되었다. 이후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분위기나 시대 또는 장

소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전체의 스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초기 애니메이션은 페이퍼 애니메

이션이었기 때문에 배경과 캐릭터가 특별한 구분 없이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움직이는 캐릭터와 움직임이 없는 배

경들도 매번 새롭게 작업 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반복되는 작업

의 문제는 미국의 존 랜돌프 블레이와 알 하트가 1915년 투명한 

셀룰로이드를 통해 배경과 캐릭터를 나누어 작업하는 기술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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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 냄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애니

메이션에 원근감과 깊은 표현력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7) 

정지된 영상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전

통적인 셀 애니메이션의 방법에서 셀룰로이드를 이용한 애니메이

션 배경은 여러 단계의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켰고, 컴퓨터의 발

달로 간단하면서도 화려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회화의 기

본이 되는 드로잉이나 채색의 기법을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의 배

경은 애니메이션의 다른 파트와는 달리 높은 회화성을 필요로 하

는 작업이다. 그래서 현재의 3D 애니메이션에서도 배경은 디자이

너들의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수작업으

로 제작된 배경은 디지털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질감 없이 융합되어 예

술성과 기술력이 모두 높게 평가되는 애니메이션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이 2D와 3D의 요소를 결합시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1991년 디즈니가 발표한 <미녀와 야수>가 애니메이션 배경의 발

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셀룰로이

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2D의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

하여 3차원으로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된 배경에 2D로 제작된 캐

릭터를 결합한 결과 360도로 보여주는 카메라 워킹이 가능하여 

당시 애니메이션으로는 가장 사실적인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애니메이션으로써 유일하게 아카데미 최우수 작

품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배경의 가치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첫 번

째 작품이 되었다. 

7) 안현숙, 「배경화의 개념」, 『수작업 배경화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배경화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한국 일러스트학회 학술논문, 조형미디어학 통권 

제11호, 2002.12), 1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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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디즈니사의 ‘미녀와 야수’

이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표현된 애니메이션의 3D 배경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추상적인 캐릭터에 맞춰 3D 애니메이션 

배경은 사실적이면서도 회화다운 면을 갖추었고, 캐릭터를 돋보

일 수 있도록 단조롭지만 빚과 재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노

력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콘셉트에 맞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냈다. 애니메이션에서 배경은 인물과 캐릭터 등 움직이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2차적 요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물과 캐릭터들

의 분위기와 색체, 콘셉트에 맞추어 제작된다. 영화에서는 기존

의 배경이나 시대를 모티브로 인물을 꾸미고, 영화의 전체 콘셉

트를 정하여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애니메

이션에서의 배경은 인물이나 캐릭터에 맞춰 새롭게 창작해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므로 제작자에게 미술적 감각을 필요로 하

는 부분이 많다. 단순히 배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부터 

질감까지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

이다. 현재 3D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정교함과 사실적인 배경을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작자에게 회화적인 감각과 엔지니

어적인 감각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추세이다.8) 

3D 애니메이션 배경의 발전에 대해서는 디즈니의 <토이 스토

리>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다. 1994년 상영된 <토이 스토리> 1편

에서는 배경을 질감보다는 색체에 초점을 맞춰 캐릭터의 색채와 

8) 이일우 기자, 『애니메이션 배경제작 전문 업체』, (디지털 밸리 뉴스,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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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색온도를 구사하였다. 하지만 배경의 원근감과 재질감을 사

실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1편에 이어 

4년 후 발표된 2편에서는 사실적인 재질감을 표현하는 데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사실적인 재질감이 추상적인 느낌의 

가구와 배경 디자인에 오히려 이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캐릭터와 색채 그리고 추상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맞추면서 사실

적인 재질감의 배경을 표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3편에서 배경은 그야말로 실사의 느낌을 살린 사실적 배

경을 만들어냈다. 배경의 질감과 빛을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색감을 캐릭터에 맞추면서 음영을 많이 주

는 기술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소화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냈

다. 이러한 사실적 표현으로 창조된 배경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다루는 <토이 스토리>에 큰 핵심이 되었다. 이

후 배경 제작의 중요한 요소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할 할 수 있는 색채와 질감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 토이 스토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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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토이 스토리 2

(c) 토이 스토리 3

그림 8. 픽사의 3D 애니메이션‘토이 스토리’ 배경의 변화

현재의 애니메이션 배경은 사실적으로 표현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제작된 캐릭터의 표현이 현실에서 있을 수 없

는 풍부한 상상력을 표현 할수록 리얼리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

해서 배경은 더욱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애니메이션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배경이 사실적이기 때문이다. 사

실적인 배경 속의 캐릭터의 움직임은 현실에서 캐릭터가 살아 움

직이는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표현력 증

가를 위하여 추상적으로 제작되는 반면 이러한 캐릭터에 리얼리

티를 추구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배경은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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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는 것이다. 

이렇듯 정교하고 사실적인 표현의 배경을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많아지자 2014년 내셔널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에서 

직접 촬영한 실사 자연배경에 3D 그래픽스로 제작된 추상적인 디

자인의 곤충 캐릭터를 넣은 <슈퍼 미니>라는 3D 애니메이션이 프

랑스에서 제작되었다. 국내에서 큰 흥행은 얻지 못했으나 실제 

촬영된 실사 자연배경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추상적인 캐

릭터를 완벽하게 합성함으로써 새로운 애니메이션 장르를 개척했

다는 칭찬과 함께 세계 각국의 많은 애니메이션 감독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그림 9. 실사와 합성된 애니메이션 ‘슈퍼미니’

3. 3D 애니메이션 분석과 표현 제안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탄생된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 예술

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컴퓨터 예술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아무도 표현할 수 없었던 ‘영화적 환상’을 

현실처럼 만들어 내는 최고의 기술이 되었다. 그 결과 현재 3D 

애니메이션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처음의 컴퓨터 그래픽스는 

평면상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2D의 상태였다. 2D의 애니메이션 개

체를 분리하여 합성을 통해 공간감을 준 월트 디즈니의 셀 애니

메이션으로 시작하여 현재 컴퓨터 안에 모든 개체를 각각 움직이

고 공간과 시간을 더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3D 애니메이션

은 분명 관객이 원하는 시각적 표현을 찾아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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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제목 개봉년도 제작비
(달러)

세계 흥행수입
(달러)

1 겨울왕국 2014 1억5천 10억7240만

2 토이스토리3 2010 2억 10억6300만

3 슈렉2 2004 1억5000만 9억4000만

4 니모를 찾아서 2003 9400만 8억6700만

5 업(up) 2009 1억7500만 7억3100만

6 쿵푸팬더 2008 2억 6억4500만

7 인크레더블 2004 9200만 6억3100만

8 라따뚜이 2007 1억5000만 6억2100만

9 슈퍼배드 2007 6900만 5억3700만

10 마다가스카 2005 7800만 5억3000만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캐릭터와 배경은 3D 애니메이션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이다. 캐릭터만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캐

릭터의 동작과 감정의 표현만 나타내어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3D 

애니메이션을 제작 할 수 있다. 3D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캐릭터

의 다양한 동작과 감정 표현을 한계 없이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추상적인 캐릭터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캐릭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에 맞는 배경이 제작되어 캐릭

터가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스토리는 더욱더 재미

있어지게 되고 관객의 이해도는 더욱더 높아진다. 그러나 캐릭터

와 스토리에 어울리지 않는 배경이 삽입된다면 그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이질감을 불러올 수 있다. 3D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캐릭

터를 중심으로 스토리에 맞는 배경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사영화에서는 연기자가 하는 내면연기를 관객이 유추해 내

어 영화를 이해해야 한다면,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과장된 

동작과 표현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여기에 배경이 

더해짐으로써 연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완벽하게 전달

한다. 이것은 3D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역대 3D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여부를 

조사한 표이다.

표 1. 역대 3D 애니메이션 흥행 수입 순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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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3D 애니메이션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전 된 기술로 새롭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흥행 순

위에서 개봉년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발전

된 기술력만이 3D 애니메이션의 흥행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작비 역시 흥행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역대 3D 애니메이션 흥행 수입 표에 들어

있는 순위권의 3D 애니메이션들은 모두 추상적 캐릭터로 표현된 

작품들이다. 특히 2014년 3D 애니메이션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겨

울 왕국>은 공주 캐릭터를 예쁘면서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

여 헤어 시뮬레이션(Hair simulation), 옷 애니메이션(Cloth 

animation), 털 렌더링(Fur rendering) 등의 다양한 최고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도입하였고, 배경은 눈의 다이나믹한 움직

임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Stomakhin et al.가 개

발하여‘SIGGRAPH’에서 선보인눈 시뮬레이션 ‘물질점 방법(A 

material point method, MPM)’을 적극 사용하였다.9) 물론 캐릭

터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3D 애니메이션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

는 있었다. <크리스마스 캐럴>의 경우 전 세계 극장 수입이 3억 

2500만 달러 정도로 큰 흥행은 아니지만 순익분기점은 넘겼다. 

그러나 <틴틴 : 유니콘호의 비밀>의 경우 퍼포먼스 캡처 기술을 

통해 사실적인 캐릭터를 구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1억 3500

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3억 7300만 달러

의 수익에 그쳤다. 이러한 수익은 표 1의 다른 3D 애니메이션들

이 제작비의 평균 6~7배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에 비해 매우 미

흡했던 수익이었다. 3D 애니메이션의 흥행요소는 개성 있는 캐릭

터 외에도 화려한 볼거리를 가진 배경과 남녀노소 누구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발전 된 

제작기술을 통해 분명 새로운 배경과 스토리를 가진 3D 애니메이

션이 제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발전 된 

9) Alexey Stomakhin, Craig Schroeder, Lawrence Chai, Joseph Teran, and 

Andrew Selle, A material point method for simulation, ACM Trans. Graph. 

32, 102:1-102: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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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흥행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지만 그 발전 된 기술은 더욱더 사실감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추상적 캐릭터를 더욱더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전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3D 애니메이션은 높은 흥행성적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발전 

된 제작기술이 점점 3D 애니메이션의 표현력에 한계를 높이고 있

다는 이야기로 설명된다. 

3D 애니메이션의 흥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사 영화와 마

찬가지로 관객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완벽한 주인공(캐릭

터)이 필요하며, 관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배경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위의 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현실과 완벽하

게 똑같은 캐릭터는 관객이 원하는 3D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아

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3D 애니메이션은 높은 기술력을 

통해 실사 영화와 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3D 

애니메이션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실사 영화와는 다른, 

실사 영화는 표현할 수 없는 영상미를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3D 애니메이션에서는 표현

의 한계가 없도록 추상적인 캐릭터가 적합하며, 이 캐릭터를 뒷

받침하기 위해 3D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캐릭터에 색채를 맞추되 

질감과 음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캐릭터와 배경이 적

절하게 결합하여 창의적인 상상력을 그대로 표현해 낸 애니메이

션이 관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Ⅲ. 결론 

근래 디즈니의 <겨울 왕국>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 3D 애니

메이션은 예술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발전된 가

치 있는 영상 분야이다.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로 제작되어 한계 

없는 표현을 구사하는 캐릭터와 배경은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국

가와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사랑받고 있다. 추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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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진 친근한 캐릭터와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배경

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3D 애니메이션은 인간이 접하는 영상매체 

중에서 감독의 상상력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장르이자 누구

나 사랑할 수 있는 장르이다. 캐릭터의 형태뿐만 아니라 성향까

지도 표현해내는 지금의 3D 애니메이션 기술에 대해선 표현력을 

보다 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

아야 된다. 본 논문에서는 ‘언캐니 밸리’현상을 극복하고 관객

에게 호감도를 얻을 수 있는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배경에 

대한 표현을 논의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언캐니 밸리’현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

해서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추상적으로 제작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과 3D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추상적인 캐릭터보다 정교

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배경의 올바른 표현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감동받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토

리텔링을 바탕으로 발전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3D 애니메이션

의 표현에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앞으로의 3D 애니메이션은 지속

적인 사랑을 받는 장르가 될 것이다. 본 논의에서 과제로 남은 

또 다른 문제는‘언캐니 밸리’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퍼포먼스 

캡처나 모션 컨트롤과 같은 3D 애니메이션의 사실적 표현력을 구

사하는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은 매우 우수한 기술임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음으로 이러한 기술

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되는 것이 또한 애

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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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and Proposal of Abstractive Expression of 3D Animation

Park, Sung-Dae  ․ Jung, Yee-Ji

The advancement of computer technology has blurred the border in 

image expression between live-action films and 3D animation to an 

indistinguishable extent. Despite the ever-evolving image 

expression, it has been found that animation properly incorporating 

abstractive expression receives more positive responses from the 

audience than the animation closely akin to live-action films. This 

indicates that animation-specific abstractive expression can exert 

more significant effects than that of live-action expression as 

proved in Dr. Mori Masahiro's 'Uncanny Valley.' Also, such effects 

apply only to characters, whilst the technology capable 

of live-action expression is acknowledged only for the background 

of 3D animation. Without doubt, animation has its own infinite world 

of expression, and thus more effective methods for its expression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 matter of technology.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abstractive expression of 3D animation in terms 

of characters and backgrounds and explores a more effective method 

to apply the current technology of image expression to 3D animation 

with a view to proposing a direction for more appropriate 

application of 3D animation technology to future animation. 

Key Word : 3D Animation, Abstractive Expression, Uncanny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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