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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디지털 캐릭터와 리얼리즘 

-ACM 시그래프 아시아 출품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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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추혜진

초 록

예술은 시대마다 새로운 표현 도구를 탄생시켜 온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

으며 예술 형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이미지의 ‘환

상성’을 내세우며 그 시작부터 과학 기술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영화와 유사한 

영상 매체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성을 갖는 대표적

인 예술 장르이다. 이런 이유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미학적 접근은 기술매체 발전을 

전제로 고찰되는 측면이 강하기도 하다. 지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모태가 된 컴

퓨터 그래픽스 아트의 선구자인 존 휘트니는 기술적 실험을 통해 테크놀로지를 하

나의 도구가 아닌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시도로 이어 나갔다. 이러

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단순히 표현을 위한 도구나 수단 뿐 아니라 예술을 바라

보는 수용방식과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1980년대를 전후로 애니메이

션은 디지털 컴퓨터 기술과 본격적인 접목으로 기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새로운 영

상미학을 열게 된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애니메이션의 사실주의적 환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기 위해 극사실주의적 디지털 캐릭터 구현 방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애니메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양식인 이미지의 왜곡이나 변형을 강

조한 고전적 카툰 캐릭터 방식을 내세워 사실적 환영효과를 추구하기도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시그래프 아시아에 출품된 작품들을 토대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디지털 리얼리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디지털 캐릭터 스타일의 수용방식을 통해 기술 변화에 따

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호 보완적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주제어 :  극사실주의, 디지털 리얼리즘, 디지털 캐릭터, 언캐니밸리 

* 이 논문은 2014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주관으로 진행된 제2회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발전시킨 논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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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세기 말을 전후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예술 형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애니메이션은 현실의 ‘사실성(Realism)’을 

기반으로 한 실사 영화와 더불어 움직이는 이미지의 ‘환상성

(Illusion)’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시대를 기반으로 탄생한 대표

적인 예술매체라  할 수 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새로운 

표현 도구의 등장은 당시 색다른 재료로 다양한 작업을 시도했던 

전위적인 예술가들에게는 또 다른 예술형식을 위한 도전으로 받

아들여지면서 그들의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모태가 된 컴퓨터 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CG) 예술의 선구자인 존 휘트니(John 

Whitney Sr.)1) 역시 기술적 실험을 통해 테크놀로지를 단순히 하

나의 도구로써가 아닌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

으로 수용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을 또 다른 차원의 예술로 바라 볼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러나 모든 예술가들

이 존 휘트니와 같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은 아니었

다. 한편에서는 기술과 만나는 예술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드러

내기도 했다. 20세기 들어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예술과 다양한 

방식으로 조우하며 예술가와 이를 수용하는 관객들에게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시각을 던지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과 예술 사이

는 지금도 여전히 좁혀야 할 간극으로 남아있다. 

최근 들어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블록버

스터급 영화들은 기술적 완성도를 갖추게 되면서 디지털 캐릭터

의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CG 기술이 등장하

기 이전 영화 속 캐릭터는 분장기술이나 특수효과(Special 

Effects)2)에 의해 이미지나 형상을 조작했으나 섬세한 동작이나 

1) 존 휘트니(John Whitney Sr.):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를 거론할 때,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먼저 손꼽히는 컴퓨터 디지털 아트의 선구자. 컴퓨터가 개인 

창작을 위한 디바이스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이고 

추상적인 예술작품 제작을 시도하여 컴퓨터 기반의 그래픽 아트 영역을 개척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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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연기에는 분명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CG 기술은 SF 영화 장르를 중심으로 점차 광범위하게 사

용되기 시작했고, 영화 <트론 Tron> 이후 본격적인 CG 기술의 도

입으로 영화제작 공정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영상미학

의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되었다. 디지털 캐릭터는 등장 초기만 해

도 부자연스러운 표정 연기나 움직임 때문에 보조적 역할로서 짧

게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CG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전의 기술적 한계를 거의 완벽하게 극복하면서 관객들

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 디지털 캐릭터를 온전한 실제 배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사실보다 더 사실적

인 새로운 환영의 디지털 리얼리즘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게 된다. 

이에 따라 <베오울프 Beowulf>(2007)와 같이 극사실주의적 컴퓨

터 그래픽스 이미지(Computer Graphics Image: CGI) 표현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3) 디지털 이미지의 잦은 등장은 관객

들에게 예상치 못한 언캐니밸리(Uncanny Valley) 논란을 일으키

는 계기가 된다. 관객들이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면서도 

지나치게 사실적인 디지털 캐릭터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심리적 

역설을 경험하게 되자, 디지털 기술은 현실의 변형을 통한 차별

화된 CGI 캐릭터 구현을 모색하며 또 다른 차원에서 애니메이션

의 리얼리즘을 담보하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예술은 시대마다 새로운 표현 도구를 탄생시켜 온 동시

대의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진화해 왔다. 그리고 새

로운 매체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표현을 위한 도구나 수단 뿐 

아니라 창작자나 수용자에게 예술을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

천 속에서 예술 형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시그래프 아시

아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출품됐던 작품들 속 디지털 

2) ‘특수효과’라는 표현은 1926년 라울 월쉬(Raoul Walsh) 감독의 영화 <왓 프

라이스 글로리 What price glory>'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속임수, 위조, 변조 

등을 나타내는 ‘트릭’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다.  

레잔 아뮈-발레, 『특수효과』,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p.15-16.  

3) 조미라,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것』, 한국학술정보, 2014, p.74.



442

캐릭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른 수용방식과 아날로

그와 디지털 간의 상호보완적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와 극사실적 시각영상 기술의 변천

1.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는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흥

미로운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개발의 출발점이 정부 산하 

대학 연구소나 리서치 센터의 과학자 혹은 기술자들의 주도하에 

심미적인 응용과는 거리가 먼, 주로 군사적 목적의 시각적 디바

이스로 사용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것이다. 당시 전위적인 예술가

들 역시 이미지나 움직임을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컴

퓨터 그래픽스라는 새로운 기술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표 1. 컴퓨터 그래픽스의 연대기별 특징4)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은 존 휘트니를 

비롯하여 마이클 놀(Michael Noll), 벤 라포스키(Ben Laposky) 

4) 컴퓨터 그래픽스의 연대기별 특징과 ACM 시그래프를 통해 발표된 픽사의 초기 

컴퓨터 애니메이션 대표작품 정리.  Terrence MAsson, CG 101: A Computer 
Graphics Industry Reference, Digital Fauxtography Inc., 2007, 

pp.3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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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공학이나 수학의 영역에서 디지털 아트의 개척자로 불

리던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과 기술을 가로지르는 융합적 시도로 

이어진다. 비행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시작된 초기 컴퓨터 그래픽

스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모든 분야의 예술형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매체에 대한 수용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는 MIT나 코넬, 유타 등 대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사이

언스 연구가 진행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컴퓨터 디

바이스가 개발되기 시작한다. 초기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는 개인

용 컴퓨터를 소유하여 진행하기에는 그 비용이 엄청났던 까닭에 

정부나 기업체, 대학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진

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컴퓨터 그

래픽스 기술은 방송용 비디오 영상이나 메이저 영화로 차츰 그 

저변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또한 컴퓨터의 

기능과 처리 능력 향상으로 컴퓨터 기기가 차츰 실용화됨에 따라 

실사영화 속 특수효과의 일부로만 인식되어 온 컴퓨터 애니메이

션이 독립적인 영상 작품으로 제작되는 시도로 이어지고, 이러한 

움직임은 주류 영화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독립작가 진영에서도 

서서히 일어나게 된다.  

1980년대를 전후로 애니메이션이 컴퓨터 기술과 본격적으로 접

목되면서 디지털 이미지의 생산 방식은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

작 프로세스뿐 아니라 스타일, 표현양식, 관객의 수용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결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된다.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1990년대

의 영상산업을 이끌었고, CGI를 활용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뿐 아

니라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서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  

200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강박’의 실험

적인 과도기를 지나 20세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사용된다. 

이전의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모든 것을 비주얼 이펙트 중심의 

디지털 영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사용한 것이라면, 21세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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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그와 디지털의 상호 보완적 위치에서 발전해 나가게 된다.5)  

           

2. ACM 시그래프, 시그래프 아시아

기원전 5세기 경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화가였던 제욱시스

(Zeuxis)와 파라시우스(Parrhasius)가 벌였던 그림 대결은 서구 

예술사를 지배했던 현실의 완벽한 모방 혹은 환영주의

(Illusionism)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6) 과거

의 이미지는 이처럼 수작업에 의한 현실 재현이 대부분이었지만,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에 의한 최고의 환영적 이미지를 생

산해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판 디지털 제욱시스와 파

라시우스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시그래프 컨퍼런스이

다.                  

1970년 말을 전후로 컴퓨터 이미지 기술은 사실적이고 재현적

인 이미지로 변화되면서 영상 분야, 특히 영화와 애니메이션 분

야에서는 현실에 대한 사실적 이미지의 합성 기술을 서서히 완성

해 나간다.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의 흐름은 1980년대 이르러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게 된다. PDI나 ILM(Industrial Light and 

Magic) 등과 같은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은 당시로는 미개척 분야

였던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미래 영상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이라 예측하여 컴퓨터 영상 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

자를 시작한다. 조지 루카스는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스타

트랙 Star trek>, <어비스 Abyss>를 제작하게 되고, <터미네이터 

2 Terminator 2>로 이어지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컴퓨

터로 조작된 이미지의 사실주의적 양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성

과를 일궈낸다7).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의 혁신적인 변화를 미리 감지한 전문

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를 도모하게 된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관련된 

5) 레잔 아뮈-발레, 『특수효과』,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p.47-48.  

6) 레프 마노비치, 『뉴미디어의 언어』, 생각의 나무, 2004, p237.

7) 레잔 아뮈-발레, 『특수효과』,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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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컴퓨터 이미지 및 영상, 이미징 하드웨어, 모델링 및 렌더링 등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인터랙티브 기술과 관련된 당대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솔루션 등 신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

는데, 이것이 바로 ACM 시그래프(SIGGRAPH)8)의 시작이었다. 1974

년 600여명의 참가자로부터 시작된 시그래프는 오늘날 관련 전문

가와 전공자, 아티스트, 엔지니어 및 일반 참가자 등 4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 수를 자랑하며 매년 북미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된

다. 시그래프 컨퍼런스는 해마다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북

미 도시를 순회하고, 2008년부터 개최된 시그래프 아시아

(SIGGRAPH Asia)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아시아 지역의 도시를 

순회하며 컴퓨터 그래픽스 신기술이 접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를 선보이며 첨단기술의 향연을 펼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

오로 잘 알려진 픽사와 시그래프의 인연은 <안드레와 윌리 꿀벌

의 모험 The Adventures of Andre and Wally B>(1984)이라는 단

편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시작된다. 디즈니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

던 존 라세터는 그곳에서 제작된 영화 <트론>(1982)에 삽입된 15

분 분량의 CG 장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이때 그는 애

니메이션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어마

어마한 영상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

게 컴퓨터 그래픽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찍이 발견한 존 라세터

는 루카스 필름(Lucas film)에서 CG 핵심 기술을 개발한 프로그

래머 에드 캣멀(Ed Catmull)과 만나게 된다. 그는 지금의 픽사 

스튜디오의 전신인 컴퓨터 그래픽스 부서에서 <안드레와 윌리 꿀

벌의 모험>의 애니메이터로 참여하여 CG 기술로 애니메이션을 제

작하겠다는 꿈을 실현시킨다. 

8) ACM SIGGRAPH는 ‘Special Interest Group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약

자로 1974년 소규모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컴퓨터 그래픽

스 및 인터랙티브 기술에 관련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컨퍼런스 및 전

시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출처: www.siggrap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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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루카스의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 단편 애니메이션은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션 블러(Motion 

Blur)를 비롯하여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한 클래식 캐릭터 애니

메이션의 움직임 표현 그리고 배경으로 사용된 파티클 시스템

(Particle System)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일종의 실험 작품이었

다. 이렇게 완성된 2분의 짧은 영상은 그 당시 혁신적인 3D 컴퓨

터 애니메이션으로 받아들여져 시그래프에서 발표되자마자 엄청

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발표 후. 그에게 수많은 아티스트

들과 공학자들이 달려와 어떻게 3D 디지털 캐릭터의 움직임을 구

현해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다. 아무리 열심히 설

명을 해도 서로 다른 두 영역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

던 아티스트와 공학자들 사이의 간극을 직접 목격한 존 라세터는 

예술과 기술(공학)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은 기술에 도

전하고 기술은 예술에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영원한 동반자”라

는 그의 철학은 이후 픽사가 제작하는 모든 작품 속을 관통하게 

된다. 이 작품은 본격적인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예고

하는 혁신적 출발점이었다. 

3. 극사실적 시각영상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캐릭터의 등장

1930년대 월트 디즈니는 조금 더 사실적 환영을 보여주는데 주

력하여 초기 애니메이션은 더욱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캐릭터 동

작, 마치 현실에서 인간의 실제 움직임을 보는 듯한 사실적 환영

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테크닉을 개발한다. 당시에

는 지금과 같은 모션 캡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배우의 동

작이나 움직임을 보고 애니메이터가 직접 손으로 한 프레임씩 따

라 그리는 전통적인 ‘로토스코프(Rotoscope)'기법을 사용해 원

하는 사실적 환영을 만들어 낸다. 디즈니의 대표 장편 애니메이

션 <잠자는 숲 속의 공주 Sleeping Beauty>를 비롯하여 <백설공

주 the Snow White>, <판타지아 Fantasia> 등이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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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술의 발전은 모션 캡처(Motion Capture)라는 장치를 만

들어 냈다. 이 방식은 연기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한 후 센서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컴퓨터가 그 동작을 그대로 데이터로 기록하

는 원리로 작동된다. 모션 캡처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의 

이모션 캡처(Emotion Capture) 방식이나 라이트 스테이지 스캔

(Light Stage Scan) 시스템은 연기자의 섬세하고 디테일한 감정 

표현 뿐 아니라 신체 움직임까지 완벽에 가까울 만큼 자연스러운 

디지털 캐릭터로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트론>에서 선보인 CG 기술은 80년대 이후 영화를 중심으로 점

차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영화제작 공정에서 실제 배우와 배경 없이

도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했으며, 기술적 한계

를 거의 완벽하게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디지털 리얼리즘을 만들

어 내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기술의 힘은 가장 표현하기 어렵다

고 하는 인간의 섬세한 감정표현 연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

지털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며 사실성을 한층 높이는데 기

여했다.    

1) 극사실적 디지털 캐릭터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결합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고, 이러한 흐름에 CG 기술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최신 기술력을 앞세워 보이지 않는 

트릭으로 점차 더 완벽한 리얼리티(실재감)를 구현하기에 이르

고, 더욱 자연스러운 디지털 캐릭터의 구현은 실제 배우와 디지

털 이미지로 만들어낸 캐릭터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메우며 

‘시각적 리얼리티’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더욱 섬세하고 

사실적인 작품들이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주류 애니메이션 시

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더 실제와 가까운 움직임과 표현을 위한 

디지털 이미지 생성에 힘을 쏟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지의 진화과정을 통해 인간과 비슷한 디지

털 캐릭터의 등장이 잦을수록 언캐니밸리(Uncanny Valley)9)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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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란이 함께 시작되었고, 디지털 이미지의 진화가 오히

려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된다. 언캐

니밸리 이론은 모리 마사히로 박사에 의해 1970년대 이후 많이 

알려졌지만, 에른스트 옌치의 논문 「언캐니의 심리학에 대해 On 

the Psychology of the Uncanny」(1906)와 이를 한 단계 발전시

킨 프로이트의 「언캐니 The Uncanny」(1919)라는 논문을 통해 

이미 연구된 바 있다.10) 모리 마사히로는 옌치와 프로이트의 언

캐니 개념을 로봇의 외형에 적용한 언캐니밸리 곡선을 통해 인간

과의 유사성과 대중의 호감도와의 관계를 설명했으나, 최근 들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실제 배우를 닮거나 인간과 유사한 디지

털 캐릭터의 등장에 의해 기괴함과 낯설음을 느끼는 관객들의 반

응 연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

다.1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추상적인 대상보다는 인형이나 로봇처럼 

인간의 모습을 닮을수록 친밀감을 느낀다. 그러나 대상이 인간과 

극도로 유사한 외모와 행동을 보일 때는 오히려 혐오감이나 공포

감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 가설의 요지이다. 예를 들어, 옌치의 

논문처럼 사람과 외형이 매우 유사한 밀랍 인형에게 인간은 왠지 

모를 낯설음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 공포

영화에서 밀랍인형들이 배경의 소품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극사실주의 인간형 캐릭터 구현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장편 애

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 Final Fantasy>(2001)나 <베오울프 

9) 1970년 일본의 로봇학자 모리 마사히로박사가 인간형 로봇에 대한 연구 중에 

세운 가설로, 사람들은 로봇이나 인형 등 오브제의 형태가 인간의 모습과 닮

을수록 친밀감을 느끼지만, 인간과 거의 완벽하게 흡사한 외모나 행동을 보이

면 오히려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낸다는 이론이다. 언캐니란 용어는 옌치

(Ernst Jentsch)의 논문 「언캐니의 심리학에 대해 On the Psychology of the 

Uncanny」(1906) 에서 기원한 것으로 프로이트에 의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10) 이윤희, 「영화 <아바타>가 보여주는 극사실적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특이성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학술논문, 2010, p.50.

11) 김대우, 「영화 속 디지털 캐릭터의 진화 과정과 감성적 동일시」, 성공회대

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4. 모리 마사히로는 로봇을 중심으

로 언캐니밸리 이론을 적용시켰지만, 로봇의 외형 뿐만 아니라 외계 생명체나 

가상의 캐릭터 등에도 모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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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wulf>(2007),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2009) 등

은 거의 실사에 가까운 디지털 캐릭터의 기술적 성취에도 불구하

고 언캐니밸리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게임을 모티

브로 한 3D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는 게임제작으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전 애니메이션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극사실적 인간형 캐릭터 구현에 도전한 작품이었다. 등장인물 대

부분은 실제 배우들과 같은 외형과 움직임을 갖는 사실적인 사진 

이미지 수준의 시각적 환영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장면에

서 디지털 캐릭터의 표정이나 포즈는 어색하게 느껴졌고, 말을 

하거나 연기를 할 때 감정 표현, 시선 처리 등의 미묘한 오차는 

실제배우와 비교되면서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

다.   

전작 <폴라익스프레스 the Polar Express>로 기술적인 성공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두 번째 극사실적 

디지털 영화 <베오울프>를 통해 실제 배우들을 거의 완벽하게 재

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개봉 이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저메키스는 안젤리나 졸리를 비롯하여 레이 윈스턴, 안소

니 홉킨스 등 현존하는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하여 그

들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디지털 캐릭터로 스캔하여 영상의 100%

를 순수하게 컴퓨터 그래픽스에 의지하여 제작했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디지털 캐릭터의 연기력과 감정 표현 등이 실제배우들

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을 주었고, 실제배우의 연기에 익

숙해져 있던 관객들에게 영화 속 디지털 캐릭터의 어색한 연기는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더욱 정교해진 퍼포먼스 

캡처라는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만족해야만 했다.  

2) 디지털 카툰 캐릭터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진화될수록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

하는 캐릭터는 인간과 거의 유사한 디지털 배우를 창조하고자 시

도해 왔다. 그리고 이렇게 재현된 이미지는 가상과 실재의 경계

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나 영상 속 디지털 캐릭터가 구축하는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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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은 앞서 살펴 본 작품에서처럼 몇 가지 감성적 문제를 낳게 

되었다. 묘사된 재현의 이미지가 실제 인간의 모습과 닮을수록 

거부감을 느끼는 심리적 역설은 과장과 왜곡, 변형을 특징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미적 개념과 어쩌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하다.12) 그렇다면 사진을 닮으려는 애니메이션의 지

나친 사실적 환영주의 추구로 인해 빚어진 문제들이 비사실적인 

카툰 스타일의 캐릭터였다면 이런 쟁점들을 피해나갈 수 있을까? 

『만화의 이해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의 저

자 스콧 맥클라우드(Scott McCloud)가 제시하는 카툰 이미지가 

갖는 보편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사

람의 얼굴을 극사실적인 이미지에서부터 극도로 단순화된 얼굴 

형태까지 단계별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관객이 인식하는 

방식은 사실적 이미지와 카툰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이다.13) 얼굴

의 디테일한 정보를 최소화하여 이미지가 단순화 될수록 관객은 

이미지 자체의 ‘의미’에만 중점을 두게 되어 자신과의 동일시

가 수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대로 인물의 형태가 사진이나 사

실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이미지가 지시하는 사람의 얼굴

로 인식하려 들기 때문에 그 대상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됨으로

써 실제 대상과 디지털 캐릭터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제임스 깁슨(James J. Gibson)의 시각인

지실험(The Ecological Approach to the Visual Perception) 역

시 이러한 카툰 이미지가 갖는 보편성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이미지는 기호로 대체되어 인지

될 수 있는데 이를 사진 이미지와 카툰 이미지로 나눠 그 차이점

을 설명한다.14) 먼저 사진 이미지의 경우 사진이 지시하고 있는 

인물은 그 기호의 지시체이다. 따라서 관객은 사진이나 사진에 

12) 조미라,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것』, 한국학술정보, 2014, p.75.

13) Scott McCloud,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HarperPerennial, 1993, pp28-31.

14) James J. 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the Visual Perception of 
Pictures, Leonardo, Vol. 11, pp.227-235., 1978, pp.228-229.  제임스 깁슨

은 미국의 심리학자로 형태심리학(게슈탈트 심리학)에 심취하여 시지각에 관

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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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재현을 보면서 그 이미지가 지시체를 완전히 기술하는 것

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도 눈에 거슬리게 되는 것이

다. 한편 단순하거나 왜곡된 카툰 이미지는 기호 그 자체를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지시하고 있는 ‘의미’로 받아들

이기 때문에 기호와 지시체의 연결고리가 사진 이미지보다 상대

적으로 약해, 설사 오류를 가졌다 해도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

다.15) 

영화 <아바타>는 앞서 살펴봤던 디지털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

와 마찬가지로 극사실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언캐니밸리 논란

을 영리하게 비켜나간 작품이라 볼 수 있다. 70%에 달하는 CGI로 

제작된 작품이지만, 언캐니밸리의 논란에 빠지지 않으면서 영화

가 갖는 ‘사실적’이미지 구현이 가능했던 이유는 극중에 등장

하는 디지털 캐릭터가 비교가 가능한 지시체를 가지지 않는 기호

라는 점에 기인한다. 극중 디지털 캐릭터의 연기는 주로 실제 배

우들의 모습이 사라진 판도라라는 행성을 배경으로 펼쳐지게 되

는데, 관객들은 판도라와 그곳에 등장하는 디지털 캐릭터를 지시

체가 없는 대상, 즉 그 자체의 의미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다. 

                

Ⅲ. 디지털 캐릭터의 스타일 분석: 시그래프 아시아 출품

작을 중심으로

근래에 들어 CG 기술력은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면서도 

지나치게 사실적인 디지털 캐릭터에 거부감을 느끼는 심리적 역

설을 뛰어넘고자 캐릭터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박스오

피스에서 흥행을 거둔 작품 속 디지털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펴보

면 움직임에 있어서는 매우 ‘사실적’인 연출을 보이지만, 캐릭

터 그 자체는 단순화 되거나 혹은 왜곡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혀 실사 캐릭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애니

15) 이윤희, 「영화 <아바타>가 보여주는 극사실적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특이성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학술논문, 2010,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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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의 재현성은 완벽한 사진적 이미지나 사실적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재현 불가능한 이미지의 변형을 통해 의미

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만 갖는 미학적 특

징일 것이다. 존 라세터가 신기술로 무장한 컴퓨터 기술력을 이

용하여 수많은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생산하며 애니메이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지만, 정작 그는 기술에 희생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를 잘 활용하여 캐릭터와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 미적 즐거움을 

전달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애니메이션의 현실감을 증대시키

기 위한 극사실주의를 표방하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의 고전적 환

상성을 강조한 현실의 변형을 통한 환영을 창조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애니메이션 리얼리즘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개의 관점을 토대로 시그래프 아시아에 출품됐던 작품들을 중심

으로 디지털 캐릭터의 스타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극사실주의적 환영

극사실적 디지털 캐릭터가 보여주는 현실의 재현은 거의 완벽

한 기술적 성취의 차원을 획득한다. 완전한 리얼리즘을 위해 컴

퓨터 기술의 발달은 실제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사실주의적 양식

과 결합하여 현실적 이미지의 재현에 몰두한다. 실사를 방불케 

하는 CGI 기술은 이제 눈속임의 한계를 넘어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감정의 극적인 영역까지 노리고 있다. 

게임의 시네마틱 비주얼 영상 제작사로 잘 알려진 헝가리에 위

치한 디직픽쳐스(Digic Pictures)는 스펙터클한 영상미와 사실적

인 디지털 캐릭터 구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

오로 잘 알려져 있다. 2006년 처음 시그래프와 인연을 맺게 된 

디직픽쳐스는 해마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애니메이션 영상을 

선보여 왔으며,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시그래프 아시아에서 

베스트 테크니컬 어워드를 수상할 만큼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받

고 있다. CG를 사용해 생성한 디지털 캐릭터와 배경은 사실적 디

지털 이미지의 환영을 단단하게 구축함으로써 관객들이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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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쉽게 눈치 채지 못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Civilization V16) 그림 2. Watch Dogs17) 

<그림 1>은 2010년 출품됐던 게임 트레일러 <Civilization>의 

한 장면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디지털 캐릭터의 립싱크와 시선 처

리가 다소 어색하게 보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사실

주의적 환영을 만드는 데 더욱 집착하여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

면서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인간화’를 완성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그림 2>에 등장하는 디지털 캐릭터는 거의 실사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풀-퍼포먼스 캡처 방

식으로 연기자의 목소리부터 얼굴 표정 연기, 몸동작에 이르기까

지 동시에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한 디지털 캐릭터를 구현

하고자 했다. 얼굴의 표정 연기는 연기자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적용할 수 있도록 블랜드쉐입 시스템(Blendshape system)을 도입

해 연기자와 디지털 캐릭터 간의 간극을 줄여 나가고 있다. 현실

의 배우를 쓰지 않는 것이 애니메이션이 갖는 현실 조작성에 있

어 영화와 다른 특징이지만, 현실감 증대를 위한 극사실주의적 

캐릭터 이미지 구현 전략은 그 태생이 현실 탈피적이고, 비사실

적인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환상예술로서의 애니메이션 영역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영화적 실효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18)      

16) ⓒ Digic Pictures, SIGGRAPH ASIA 2010 컴퓨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최우수 

기술상 (출처: 

http://www.siggraph.org/asia2010/content/attendees/computer-animation-festi

val/electronic-theater)

17) ⓒ Digic Pictures, SIGGRAPH ASIA 2013 컴퓨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일렉트

로닉 씨어터 (출처:

http://sa2013.siggraph.org/en/attendees/computer-animation-festival.html?vi

ew=type&type=CA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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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 카툰 클래식

<슈렉>을 연출한 라만 후이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과 닮

아있는 피오나 공주의 캐릭터가 가장 만들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왜곡이나 과장이 개입된 형상을 갖는 다른 캐릭터들

에 비해 피오나의 캐릭터는 미세한 움직임이나 오류가 쉽게 드러

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괴물이나 외계인 캐릭터 제작이 개

나 고양이, 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동물들의 형상이나 움직임은 약간의 왜곡에도 

큰 오류로 느껴져 심리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상상력만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훨씬 쉽게 수용될 수 있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현실세계의 완벽한 모방을 위한 극사실주의적 재현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수용하되 오히려 극사실주의적 표현을 

해체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디지털 카툰 클래식 표현 방식

으로 접근하는 작품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작

품으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페이퍼맨 Paperman>과 픽

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파란 우산 The Blue umbrella>을 꼽

을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애니메이션이 갖는 사실적 환영의 효

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고전적 캐릭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카

툰적 이미지를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강박에서 벗어나 기술과 예

술의 조화를 꾀했다. 

<그림 3>의 <파란 우산 The Blue Umbrella>에서 거리의 배경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Global Illumination)19)과 딥 컴포지팅

(Deep Compositing)이라는 신기술을 앞세워 울트라리얼리즘

(Ultra Realism)을 구축했지만, 픽사는 이러한 기술의 흔적을 뒤

로 감춘 채 카툰 캐릭터의 성격화와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 기술

18) 김용석, 「환상예술로서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철학’의 가능성」, 새

한철학회 학술논문, 2005, p152.

19) 빛의 굴절, 투과, 확산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빛 현상을 3D 프로그램에서 3

차원적 좌표로 거리, 크기, 깊이를 정교하게 구현하여 표면의 질감과 색감을 

표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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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배당하는 예술이 아니라 내용 속으로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

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독일의 필름아카데미 학생 작품 <Wedding 

Cake> 역시  디지털 카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움직임은 매우 

‘사실적’이지만, 캐릭터의 외형은 단순화되거나 변형되어 있어 

디지털 배우처럼 특정한 지시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 The Blue Umbrella20) 그림 4. Wedding Cake21)

<반지의 제왕>,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등의 영화에서 골룸과 유인원 시저역을 맡았던 모캡 전문 

배우 앤디 서키스는 이미 많은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캐릭터는 최신 기술의 트랜드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

고 이를 통해 연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간의 행동과 감성을 연기하되 인간과 꼭 

닮은 캐릭터를 고집하지 않아 현실에서 비교가 어려운 지시체를 

캐릭터로 활용함으로써 완전영화(Total Cinema)가 디지털 애니메

이션 영역에서 가능하게 되었다.22)   

20) ⓒ PIXAR Animation Studio, SIGGRAPH ASIA 2013 컴퓨터 애니메이션 페스티

벌 일렉트로닉 씨어터 상영작 (출처: 

http://sa2013.siggraph.org/en/attendees/computer-animation-festival.html?vi

ew=type&type=CAF-ET)

21) ⓒ Filmakademie Baden-Wuerttemberg, SIGGRAPH ASIA 2013 컴퓨터 애니메이

션 페스티벌 일렉트로닉 씨어터 (출처: 

http://sa2013.siggraph.org/en/attendees/computer-animation-festival.html?vi

ew=type&type=CAF-ET)

22) 조미라,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것』, 한국학술정보, 2014,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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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e Hobbit: 

An Unexpected Journey23) 

그림 6. 골룸 역 앤디 

서키스(Andy Serkis)

Ⅲ. 결론

본격적인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혁명은 분명 모든 

분야에서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은 언제나 의도치 않

게 사상자를 낳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CG 기술의 혁신이 기존 전

통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제작 기법을 대체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 19세기 중반 사진의 탄생이 회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각각의 도구는 다양한 예술 장르 속

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갖는다. 이때 예술은 도구가 갖는 특

유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수용하면서 다양한 형식을 만들어 나간

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오히려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작품세계

를 구축하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툴로써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

을 것이다. 결국 툴이란 것은 오롯이 훈련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

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며, 컴퓨터 애니메이션 테크닉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위해 기

술은 더 섬세하고 정교함을 요구받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

달은 실제 인간의 움직이나 섬세한 표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컴퓨터 기술이 애니메이션에 본격

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무렵인 1980년대, 존 라세터는 기술을 

자극하여 기술이 예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둘 

사이의 융합을 수없이 시도했고, 마침내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새

23) ⓒ 2012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SIGGRAPH ASIA 2013 컴퓨터 애니

메이션 페스티벌 일렉트로닉 씨어터 (출처: http://sa2013.siggrap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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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의 발전은 예술을 자극해 왔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이었음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자체는 완전에 가까울 

만큼 그 기술력이 궤도에 올라와 있다. 다만, 기술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예술가의 창의적인 아

이디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달려 있다. 이전의 애니메이

션은 리얼리즘을 담보하기 위해 더 섬세하고 정교한 CG 기술을 

요구하며 디지털 강박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만 난무

하는 예술이 아니라 고전적 환상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실적 환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흥미로운 기술의 시도 위에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예

술적 판타지가 펼쳐지는 작품들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그래프와 시그래프 아시아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예술과 기

술 발전에 따른 테크닉과 미학의 융합은 앞으로 상호보완적인 관

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컴퓨터 그

래픽스 기술 위에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혁신

적인 기술을 실험하고 예술의 확장성을 제시하는 둘 사이의 경쟁

과 조화를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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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Digital Character and Realism in the Digital Age

-Focused on the CG Works of the ACM SIGGRAPH Asia-

Choo, Hye-Jin

 Art has evolved into remarkable changes in its art form 

maintaining a close link with the contemporary scientific 

technologies that gave birth to new tools of expression in each era. 

Animation is an art form in an inextricable connection with 

technological aspects because it was spawned by the technical 

background like movies. In this regard, animation is often viewed 

very strongly by technical advancements in terms of an aesthetic 

approach. John Whitney Sr., one of the pioneers in computer graphics 

arts, turned his attention to the new technology called computer 

graphics as a means to visualize images and movement. The advent of 

a new medium had a strong influence not only on tools and means for 

novel expression but also on the gradual shift in thinking about 

arts and even the audiences' taste. In the 1980s, animation was 

combined with computer technology and the rapid progress of computer 

graphic technology opened up the era of new visual aesthetics,  

Today,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presents a different 

dimension of realism, either advocating hyperrealism by digital 

actors or presenting new illusionism by classic cartoon characters 

emphasized in a distortion or metamorphosis from a real life in 

order to consolidate animation realism. Based on the two 

perspectiv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can identify methods of 

digital character appropriation focused on the works of the ACM 

SIGGRAPH Asia and fi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technology has changed the digital realism and evolved the digital 

character as the digital technology has developed.     

 

Key Word : Hyperrealism, Digital Realism, Digital Character, 

Uncanny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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