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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의 회피와 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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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공적으로 창조된 캐릭터가 실제의 인간과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측정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언캐니 밸리’ 곡선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에서 자주 나타나는 언캐니 밸리 효과는 공포와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해 디자이너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대중의 호응을 필요로 하는 상업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창조된 캐릭터의 실패로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언캐니 밸리 효과를 회

피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캐릭터 디자인의 호감도를 조정하고 관객의 정서

를 자극함으로써 적절한 효과를 유발해 애니메이션 작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실제의 인간 형상 및 캐릭터 디자인의 언캐니 밸리 지수를 측정하고, 

이 수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의 표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언캐니’라는 개념은 1906년 의학자 옌취(Ernst Jentsch)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

되었다. 이후 1919년에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이 개념을 심리 현상

에 적용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일본의 로보트 전문가 마사시로 모리(Masahiro 

Mori) 교수가 인지 효과의 ‘언캐니 밸리’ 이론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

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감각인지 생성과 정서 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언

캐니 밸리’ 지표를 해독하였다. 미키마우스 캐릭터 디자인 분석에서는 ‘언캐니 밸

리’ 지표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실제와의 유사성을 높인 미키마우스의 인형 이미

지가 왜 관객에게 ‘언캐니’ 반응을 일으키는지 설명하였다. 애니메이션 작품 분석

에서는 픽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유아 캐릭터와 동일한 연령대의 인간 유아 

데이터를 비교하여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이 지나친 사실성과 실제감을 추구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규명하였다. 이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에서 ‘언캐니 

밸리’ 효과를 회피하거나 이용한 사례를 상세히 논술해 이에 대한 관객의 4단계 감

각인지 및 정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호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언캐니 밸리,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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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이후, 서구학계에서는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현상에 대한 크고 작은 연구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기초 이론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연구, 심리학, 사회

학, 커뮤니케이션학, 디지털 영상예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

역에서 언캐니 밸리 현상에 대한 학설은 점차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언캐니 밸리 이론은 특히 디지털 영상예술의 캐릭터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영상예술은 주로 컴퓨터 프

로그래밍이라는 기술적인 기초에 의해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및 광고 등을 주요 형식으로 취하며 디지털 미

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는 시청각 예술을 가리킨다. 애니메이션은 

가상의 캐릭터를 창조하지만 캐릭터의 형상과 움직임은 일반적으

로 현실의 대상을 모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캐릭

터의 디자인은 반드시 언캐니 밸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언캐니 밸리의 이용 및 회피에 대한 연구는 가공의 캐릭터 디자

인을 창조하는 디지털 영상예술 창작 일반에 일종의 미학적 원칙

을 제시할 수 있다. 

공포, 혐오감,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우리의 태도

는 인류의 생리학적 본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공적인 

캐릭터가 유발하는 언캐니 밸리 효과는 디지털 영상예술 작품에

서 대부분 디자이너가 의도한 바가 아닐 뿐 아니라 관객이 기대

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디자이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는 언캐니 밸리 현상은 디지털 영상예술 창조물-캐릭터의 형상화

에서 예상 밖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

터 디자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언캐니 밸리 효과는 부정적인 정서

를 자극함으로써 디자이너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

으키고 양자 사이의 교류를 방해한다. 특히 대중의 호응을 필요

로 하는 상업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부작용은 작품 전체를 실패로 

이어지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 이 위험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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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다면 디자이너는 보다 안정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언캐니 밸리를 회피

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공포감과 혐오감이 적

은 캐릭터를 창조하고 호감도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특정 캐릭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언캐니 밸리 효과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

자인이 불러일으키는 관객의 감각인지 및 정서 작용을 연구함으

로써, 캐릭터 디자인에서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나아가 본 논문

의 실험 및 분석이 디지털 영상예술 디자인학의 기초 이론 체계 

수립에 유의미한 학술적 토대의 마련을 기대한다.  

타당한 학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논문은 언캐니 개념 및 

디지털 영상예술에서의 언캐니 밸리 이론의 활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단계별로 일반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애니메이

션 캐릭터 디자인에서의 언캐니 밸리 적용 실험 사례를 제시한 

뒤, 해당 실험 데이터의 통계 분석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서론에

서 제시한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Ⅱ. 언캐니 개념의 생성 및 그 이론 변화

인류의 대뇌 발달은 크게 감각기관인 시상하부와 일종의 감정 

시스템인 뇌하수체의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감각된 내용을 전달되는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취

합한 정보를 판단하는 인지와 이해, 즉 대뇌 피질에서의 다중 정

보 처리 과정을 거쳐 감정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경로를 취한다. 

뇌하수체는 직접 경로인 시상하부에서 일어난 낮은 수준의 감각 

접촉을 통해 받아들인 기초 시각 자극을 전달한다. 어떤 사물이 

인간의 형상과 매우 닮아 보일 때 뇌하수체가 낮은 수준의 경로

를 통해 받은 신호로서 그 대상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판단한다

면, 높은 수준의 경로에서는 이 신호에 의해 그 대상이 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서로 다른 수준의 인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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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충돌이 사람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상술한 원리

는 아래와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대상의 인지 및 이해 경로와 공포감 형성의 메커니즘 

  

                                

1906년, 독일의 심리학자 에른스트 옌취(Ernst Jentsch)는 

「공포 심리학을 논하다」1)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언캐니

(uncanny)’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꼭두각시, 밀랍인형  등이 

사람에게 주는 공포감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작된 이‘언캐니’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생명체처럼 보이는 것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공

포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온몸이 경직된 환자나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어 장애를 입은 사람을 보면서 공포를 느낀

다. 둘째, 무생물 대상이 살아날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 때, 사람

들의 공포감 정도는 강화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밀랍인형 박물

관을 돌아보면서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디자인된 인형을 보고 공

포감을 느낀다. 에른스트 옌취의 이 두 가지 결론은 이후 언캐니 

1) Ernst Jentsch. “Zur Psychologie des Unheimlichen”, [D]In: 

Psychiatrisch-Neurologische Wochenschrift, 8.22(25 Aug.1906),pp.98-195 

and 8.23(1 Sep.1906), pp.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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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 효과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 안

드로이드 개발 및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1919년, 프로이트는 「신비감과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

들」2)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독특한 가설에 입각해 ‘공포’라

는 심리적 현상을 해명하였다.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라, 한 개인

이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나 접촉했던 사물 가운데 무의식으로 억

압되어 더 이상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

람이 이러한 대상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극도로 떨어진다. 따

라서 이와 유사한 사물과 맞닥뜨리면 그의 공포감은 급격히 증가

한다. 공포라는 심리 현상이 무의식의 깊은 곳에 내재하는 거세, 

사망 등의 두려움에서 온다는 이 가설은 무척 유명하다. “사람

에게 신비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대상은 은폐되었거나 익숙하지만 

친밀하지 않은 대상들이다. 이러한 대상은 억압되더라도 결국 등

장하기 마련이다.”3)

1970년, 일본 도쿄 공업대학의 로보트 전문가 마사시로 모리

(Masahiro  Mori) 교수는 『에너지(Energy)』라는 일본 잡지에 

「언캐니 밸리」4)라는 글을 발표하고 유명한 언캐니 밸리 이론을 

제창했다.5) 로봇이나 인형 등 완구가 실제의 대상을 점차 닮아가

는 정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관찰한 이 글에서,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과 닮은 대상일수록 더욱 친밀감을 느끼지만, 대

상이 정도 이상의 임계점을 지날 정도로 자신을 닮게 되면 오히

려 거부감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지나치게 자신과 흡사한 대상

에 대해 배척, 공포, 곤혹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갖게 된다는 

2) （奥）西格蒙德·弗洛伊德著，李俏梅译，『论神秘而令人恐怖的东西』, 北京：

国际文化出版社，1999年，第248页.

3)（奥）西格蒙德·弗洛伊德著，李俏梅译，『论神秘而令人恐怖的东西』, 北京：

国际文化出版社，1999年，第247页.

4) 森政弘, 「不気味の谷」, 『Energy』, ェ ッ ソ ス タ ン ダ ー ド石油（

株），1970, pp.33-35.

5) 이윤희는 「영화 <아바타>가 보여주는 극사실적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특이성 

연구」(『만화애니메이션연구』제20호, 2010, pp.47-61)에서 모리 마사히로의 

언캐니 밸리 가설이 지닌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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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 모리 교수의 이 연구는 ‘언캐니’ 개념에서 ‘언캐니 

밸리’이론으로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림 2. 마사시로 모리의 연구에 따른

언캐니 밸리 도표

  

위의 도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설명한다. 

첫째, 중급 수준의 모사성의 경우 움직임이 있든 없든 사람들

의 대상에 대한 호감도는 닮은 정도와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는 

중급 수준의 모사성에서는 실제와 닮을수록 인기가 높아질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모사성이 고급 수준에 도달하면 움직임이 있든 없든 사

람들의 호감도가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사성이 임

계점에 다다르면 호감도가 골짜기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시화된다(언캐니 밸리). 모사성이 100%에 완전하게 도달했을 

때 호감도는 다시 상승한다. 이는 실제 인간의 형상과 완벽하게 

닮을 수 없다면 맹목적인 모사성의 추구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6) Lisa Katayama, “How Robotics Master Masahiro Mori Dreamed Up the 

'Uncanny Valley”,' Lisa Katayama Email Categories: Wired, Dec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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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려준다.

셋째, 움직임이 있는 모사물의 호감도는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모사물의 호감도보다 변화의 폭이 훨씬 크다. 다시 말해, 

움직임이 있는 모사물이라면 언캐니 밸리에서 공포감을 느낄 가

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넷째,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에 더욱 가까운 로봇, 인형 등에 

대해 시체나 강시 등에 대해 느끼는 것과 유사한 공포감을 느끼

게 된다. 위의 도표는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Ⅲ. 캐릭터 디자인에서의 언캐니 밸리 효과

 

인류의 시각 시스템은 복잡한 처리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며, 이

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대상의 표면-얼굴을 인식한다. 또한 이러

한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수준의 ‘사실성’을 의식하고‘실제

감’을 판단한다.

일본의 사회학자 및 심리학자 세얌(Seyam)과 나가야마

(Nagayama)는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인공으로 창조된 형상의 사

실성과 실제감 변화가 사람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7) 두 연구자들은 다른 얼굴형(실제 인물과 인형 및 다른 CG 

이미지)에 이상 크기의 눈(정상보다 150% 큰 눈)을 갖다 붙여 다

른 이미지들이 사람에게 주는 불쾌감의 정도를 테스트하였다. 연

구 결과 피험자는 실제 인물의 이미지와 인조 형상 이미지의 변

화를 관찰하면서 모두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지의 다른 부분이 

실제의 사람과 가까울수록, 즉 더 생생한 사실성과 실제감을 보

여줄수록 불쾌감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7) Jun’ichiro Seyama &Ruth S.Nagayama Presence, “The Uncanny Valley: 

Effect of Realism on theImpression of Artificial Human Face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Vol.16, No.4, August 

2007,pp.33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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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실성’과 ‘실제감’의 변화가

사람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이 실험 결과는 에른스트 옌취가 제출한 ‘언캐니 밸리’효과

를 입증한다. 이러한 효과는 이미지 가운데서 눈에 띄게 실제 사

람의 이미지와 차이를 보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불쾌감

은 사실성 및 실제감과 연관될 뿐 아니라 인공적으로 창조된 형

상의 ‘이상성(異像性)’-기존의 인지와 위반되는 이상한 부분에

서도 온다. 따라서 인공적인 형상의 사실성과 실제감이 강화될 

때에도 혐오감이 강화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인지에서 벗어나는 

형상의 이상성을 삭감해야만 이 부정적인 정서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를 사례로 

‘언캐니 밸리’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지

속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미키마우스 캐

릭터는 1927년에 제작된 디즈니 흑백 애니메이션의 토끼 캐릭터 

오스왈드를 원형으로 삼는다. 1928년에는 오늘날에도 친숙한 미

키마우스 캐릭터의 원형이 등장했다. 이 캐릭터는 타원형 머리에 

귀의 비례가 작고 코가 뾰족하며 타원형인 두 개의 눈으로 디자

인되었다. 1929년에는 미키마우스의 신체 비례가 대략적으로 인

체 형상에 가까워졌으며, 동공 내에서 눈동자가 회전하는 등 얼

굴 디자인에서도 인간적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1939년에는 미

키마우스의 눈에 흰자위가 나타났으며, 머리와 귀가 원형으로 디

자인되었고, 코는 더 작아져서 얼굴 안으로 융합되었다.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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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미키마우스의 눈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는 방향으로 디자

인이 변화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디즈니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

용한 3D 입체 효과를 사용해 보다 실제적인 미키마우스 캐릭터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미키마우스가 점차 인

간에 가까운 형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디즈니

가 보다 충실한 실제감의 표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림 4.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역사적 변화 

 다음 도표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미키마우스 캐

릭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의 첫 번째 이미지는 실제 사람 

크기의 미키마우스 인형이다. 세 번째 이미지는 20세기 독일의 

현대예술을 대표하는 도자기 디자이너 그레테 막스(Grete Marks)

의 초기 작품이다. 그녀는 미키마우스의 이미지 원소를 참고하여 

귀와 코의 형상을 컵의 일부분으로 추상화하였다.

              



330

그림 5.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응용 작품 비교 

        

  첫 번째 이미지의 미키마우스 캐릭터 응용에서 가장 현저하

게 나타나는 특징은 실제 인체와 같은 비례 및 구성을 보이면서

도 인류와 전혀 다른 형태를 지녔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보자마자 이를 인식하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 및 이해의 결과, 

사람들은 이 변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상의 아주 작은 

이상성에도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일단 인공적인 캐릭터

라는 판단이 전제되면 이러한 민감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전체

적인 시각 인지의 차원에서 인공적인 캐릭터에 대한 심리적 거리

가 형성되면서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세 번

째 이미지의 경우, 미키마우스의 몇 가지 특징에도 불구하고 지

나친 추상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류와의 유사성은 전혀 발견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캐릭터 응용에서는 감정적인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아 호감도를 높일 수 없다.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다양한 변형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실험

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표를 추출해낼 수 있었

다. 아래의 도표는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여러 변형에 대한 호감

도와 언캐니 밸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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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키마우스의 캐릭터 변화에 따른 

언캐니 밸리 효과

 

<그림 6>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은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인체의 특징(팔과 다리, 피부, 언

어)을 부여하는 경우, 중급 수준의 모사성인 경우 호감도가 의인

화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카툰 속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의인화를 거쳐서 현재의 형태로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발전은 언캐니 밸리의 상승 곡선

에 부응한다.

둘째, 대상에 고급 수준의 모사성을 부여하면서 의인화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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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임계점을 지나면 이 이미지들은 갑작스럽게 ‘낯선’ 

대상으로 인지된다.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피험자의 감정은 부

정적으로 변화하며 의인화가 가속될수록 호감도는 급격하게 떨어

진다. 여기서 캐릭터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인간의 형태에 접근

하면, 이는 피험자에 의해 인공적인 부분이 추가된 인간으로 파

악된다. 피험자는 이로부터 기계 인간이나 괴물과 같은 대상을 

연상하고 그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언캐니 밸리의 최저점을 

향해 하강한다. 인체의 크기에 상당하는 미키마우스 인형이 언캐

니 밸리의 최저점에 위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언캐니 밸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대상이 인체의 특징

을 거의 보이지 않고 의인화 지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은 매우 둔감하며 거의 냉담한 태도를 

유지한다. 추상화된 미키마우스 컵의 경우 언캐니 밸리에서 감정

적 반응이 거의 없는 냉담기에 속한다.

넷째, 의인화의 지수가 계속 높아져 대상이 인류와 완전히 똑

같은 형태를 지니는 경우에는 언캐니 밸리의 최저점을 벗어나 호

감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 구간에서는 호감도와 의인화 

지수가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키마우스는 원형 자체가 인간과 다른 생물체의 특징을 강하

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간까지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

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호감도

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구간은 언캐니 밸리가 출현하기 전까지라

고 할 수 있다.

Ⅳ. 애니메이션 제작에서의 ‘언캐니 밸리’ 회피와 이용

 

실제에 더욱 가까운 캐릭터 형상을 추구하는 3D 애니메이션에

서 ‘언캐니 밸리’효과의 파악은 더욱 중시된다. 애니메이션의 

성공 여부는 관객이 캐릭터가 이끄는 이야기에 얼마나 몰입하느

냐, 즉 캐릭터의 외형과 행동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캐릭터의 실제감을 중시하는 3D 애니메이션에서 실제감과 호감도 



333

사이의 상관관계는 애니메이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이너들은 캐릭터의 실제

감을  중시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실제감이 불러오는 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발달

된 테크놀로지에 의해 실제감이 고도로 부여된 캐릭터가 오히려 

캐릭터에 대한 불쾌감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감이 강화될수록 ‘언캐니 밸리’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를 창조하면서 실패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언캐니 밸리’의 회피일 수 있다.

 픽사에서 출품한 단편 애니메이션 <틴 토이>(1980)의 유아 캐

릭터는‘언캐니 밸리’구간에 속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대표 사례이다. 이 애니메이션의 다른 캐릭터 및 완구들은 실제

감이 중시되지 않았던 반면 유아 캐릭터는 실제에 대한 모사도가 

아주 높았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이너들은 발전한 컴

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인체의 형상과 행동에 최대한 부합하

는 생생한 유아 캐릭터를 창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새로운 기술

은 성공적인 유아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실제 아기와 거의 유사한’ 유아 캐릭터가 오히려 

‘언캐니 밸리’ 구간에 속했다는 점이다8). 집 안에 혼자 남은 

아기에게 연민을 느껴야 할 관객들이 오히려 이 유아 캐릭터에 

대해 공포를 느낀 것이다. 그래서 2005년에 출시한 픽사의 새로

운 애니메이션 <재크의 공격>은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 이와 같은 

고도의 모사성과 실제감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인 재크는 이전의 유아 캐릭터에 비해 실제에 대한 모사도

가 훨씬 낮았지만, 더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졌고 이는 사람들

의 호감을 불러 일으켰다. 인간의 형상을 캐릭터로 디자인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실제와의 유사성은 아니라는 사

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고도로 발달한 첨단 테크놀로지

8) Hsu , J., “Why Creepy Uncanny Valley Keeps Us on Edge”,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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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캐릭터 디자

인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 도입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점은 ‘언

캐니 밸리’의 회피인 셈이다. 적정 수준의 사실성과 실제감이 

캐릭터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래의 그림들 가운데 왼쪽의 <그림 7>은 <틴 토이>의 유아 캐

릭터이고, 오른쪽의 <그림 9>는 <재크의 공격>에 등장하는 유아 

캐릭터이다. <그림 8>은 인간 유아의 실제 이미지로서 양자를 비

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0>과 <그림 11>의 도

표는 세 이미지에 나타난 얼굴 형태 및 이목구비의 형태와 크기

를 측정해 수치화하고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캐릭

터 디자이너들은 관객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

는 캐릭터 구성의 특징을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다. 

그림 7. 

<틴 토이>의 

아기 캐릭터

 그림 8. 

실제 아기 이미지 

 
그림 9. 

<제크의 공격>의 

아기 캐릭터 

   

그림 10. 유사성 곡선(1) 



335

그림 11. 유사성 곡선(2) 

        

<그림 10>은 <틴 토이> 의 유아 캐릭터와 인간 유아의 실제 이

미지 수치가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재크의 공

격> 에 등장하는 유아 캐릭터의 이목구비 수치는 인간 유아의 실

제 이미지 수치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틴 토이>의 유

아 캐릭터가 실제 인간의 유아 이미지에 더 가깝다는 의미이다.  

<그림 11>은 모사성의 백분율 곡선이다. 녹색선은 인간 유아의 

실제 이미지를 백분율의 기준으로 두고 이목구비의 모든 수치가 

100%임을 보여준다. 이와 비교해 <틴 토이>의 유아 캐릭터는 전

반적으로 80% 내외의 유사성을 보이며, <재크의 공격>의 유아 캐

릭터는 60% 내외의 유사성을 보인다. 유사성 80%는 정확히‘언캐

니 밸리’ 구역에 속하며, 유사성 60%는 오히려 ‘언캐니 밸리’ 

이전 구역의 호감도 상승 구간에 속한다. 이는 유아 캐릭터에 대

한 관객의 감각 인지 정도 또한 언캐니 밸리의 일반적인 이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후 픽사에서 출품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높

은 흥행 수입을 기록했는데, 그 작품 캐릭터의 형태를 분석해 보

면 대부분 단순한 외형과 매끈한 표면을 가진 완구, 자동차, 곤

충, 괴물, 로봇 및 기계 등을 원형으로 삼았으며 실제 인간을 모

델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 캐릭터들은 실제 인간과의 유사

성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외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에 내재된 성격적인 유사성이 애니메이션에의 몰입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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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켰다. 따라서 픽사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왕이다”라는 

창조 모토를 내세운다. 테크놀로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효과

적인 미디어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림 12. 픽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장르에 따라서는 ‘언캐니 밸리’를 이용

해 공포감을 상승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한 캐릭터 효과를 일

으킬 수도 있다. 컴퓨터 그래픽은 애니메이션 외에도 SF나 판타

지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판타지 영화 <반지의 제왕>은 ‘언캐니 밸리’를 이용한 캐릭터 

창조에서 눈에 띄는 사례를 제시한다. 영화 속 캐릭터 가운데 솔

론 캐릭터는 처음에 좌우로 입을 여닫는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캐릭터 디자인은 공포감을 조성하지 못했을 뿐 아

니라 오히려 폭소를 유발했다. 캐릭터 디자인의 수정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은 입의 형태를 인간의 형상과 가깝게 디자인한 뒤 크

기를 조절함으로써 혐오감과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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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솔론 캐릭터의 

초기 이미지 

  그림 14. 솔론 캐릭터의

최종 이미지 

 

상술한 바와 같이, ‘언캐니 밸리’이론은 회피와 이용의 방식

을 통해 디지털 영상 예술의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애니

메이션 캐릭터의 호감도를 조정함으로써 관객의 공감대와 몰입도

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창조에서 고도

의 인체 유사성이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

다. 언캐니 밸리 효과의 회피와 이용은 캐릭터의 성격과 호감도 

여부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 따라야 한다. 효과적인 캐릭터 디

자인은 적정 수준의 사실성 및 실제감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 

실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건대, 캐릭터의 최고 호감도를 결정짓는 

황금분할점을 지나면 곧 ‘언캐니 밸리’가 시작된다. 황금분할

점은 보통 실제와의 유사성이 약 60%에 이르는 지점이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캐릭터의 호감도는 

이와 같은 데이터의 양적 표준 뿐 아니라 캐릭터 디자이너의 주

관적인 감각, 내러티브의 완결성 등 질적 요소에 더욱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표준은 의도되지 않은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기에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에서 

‘언캐니 밸리’를 이용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지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친밀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 정점, 즉 황금분할점이다. 

이 점은 일반적인 캐릭터 디자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 즉 

호감도의 상승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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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언캐니 밸리’의 최저점. 이 점은 공포감이나 혐오감

을 조성하는 캐릭터의 효과를 극대화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인간과의 유사도가 100%에 도달하면 실제감으로 인한 호

감이 형성되는데, 기술적으로 이 두 번째 정점은 도달하기가 거

의 어렵기 때문에,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용 가치가 희박하다. 

Ⅴ. 결론

미적 형상은 청중의 마음에서 필요한 미감에 만족시키며 이러

한 대상은 관객과 디자이너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양자 

간의 소통을 증대시킨다. 관객의 부정적인 정서는 대개 아름답지 

못한 디자인의 외형과 연관된다. 캐릭터 디자인의 미감은 그 형

태의 인체 유사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인간

의 실제 형상에 가깝게 의인화하고 유사성을 높이는 것은 캐릭터 

디자인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의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캐릭터 조형은 실제 인간의 

이미지에 100%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도가 특정 수준을 넘

어서면 오히려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캐니 밸리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 언캐니 밸리에 속하는 캐릭터 형상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인 정서는 전체 작품의 성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

공적인 애니메이션 작품의 제작을 위해서는 ‘언캐니 밸리’의 

회피 또는 효과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찍이 “지나치게 사실성을 추구하면 애

니메이션의 특성을 파괴하게 된다9)”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역설적인 효과를 지적한 바 있다. 애니메이션은 본디 생명이 없

는 대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예술 장르이다. 실제 대상과의 유사

성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나 작품성이 결정된다면, 이는 오

히려 애니메이션 본연의 예술적 특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애니메

이션이라는 예술 장르의 특성은 애니메이터와 관객에게 풍부한 

9) http://blog.sina.com.cn/s/blog_6b710ca20100xg0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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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상상의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가

능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애니메이션의 매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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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canny Valley Effect in the Animation Character Design -

 focusing on Avoiding or Utilizing the Uncanny Valley Effect 

Ding, LI ․ Moon, Hyoun-Sun

The "uncanny valley" curve describes the measured results of the 

negative emotion response which depends on the similarity between 

the artificially created character and the real human shape. The 

"uncanny valley" effect that usually appears in the animation 

character design induces negative response such as fear and hatred 

feeling, and anxiety, which is not expected by designer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ommercial animation which mostly 

reply on public response, this kind of negative response is directly 

related to the failure of artificially created character. 

Accordingly, designers adjust the desirability of the character 

design by avoiding or utilizing the "uncanny valley" effect, 

inducing certain character effect that leads to the success in 

animation work. This manuscript confirmed the "uncanny valley" 

coefficient of the positive emotion character design which was based 

on the actual character design and animation analysis. 

The "uncanny valley" concept was firstly introduced by a medical 

scientist Ernst Jentsch in 1906. After then, a psychologist Freud 

applied this concept to psychological phenomenon in 1919 and a 

Japanese robert expert Professor Masahiro Mori presented the 

"uncanny valley" theory on the view of the recognition effect. This 

paper interpreted the "uncanny valley" effect based on these 

research theory outcomes in two aspects including sensation 

production and emotion expression. The mickey-mouse character 

design analysis confirmed the existence basis of the "uncanny 

valley" effect, which presented how mickey-mouse human shape image 

imposed the "uncanny valley" effect on audience. The animation work 

analysis investigated the reason why the produced 3D animation 

character should not be 100% similar to the real human by comparing 

the animation baby character produced by Pix company as the 

experimental subject to the data of the real baby with the same age. 

Therefore, the examples of avoiding or utilizing the "uncanny 

valley" effect in animation character design was discussed in detail 

and the four stages of sensation production and emotional ch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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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due to this kind of effect was figured out. This research 

resul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reference in deciding the 

desirability of the animation character. 

Key Word: Uncanny Valley, Character Design,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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