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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메라 움직임은 영상물의 형식적인 면이나 스타

일의 연구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영화 스토리와 

내용의 의미 전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카메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실사영화는 물리

적으로 존재하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컴퓨

터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프로그램에 존재

하는 가상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

만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 움직임에 대한 연출원리는 

동일하다. 즉 애니메이션에서 카메라의 사용방식은 

영화매체에서는 사용되는 영화 기법을 따른다[1]. 오

늘날에 와서,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현실생활

에 사용한 핸드헬드 기법은 극장용 정통 3D애니메이

션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느낌으로 응용되고 있다. 핸

드헬드(Handheld)란 사전적으로 촬영기가 기계장치

로 고정되지 않고 직접 들고 찍는 것을 의미한다[2].

처음 영화용 카메라가 발명됐을 때는 지나치게 무거

워 이러한 기법으로 영화를 찍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1920년대 이후 카메라가 축소 제작되면서 보편화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실사영화, 3D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핸드헬드 기법에 대해 역사적 발전 과정을 

기술하였다. 핸드헬드 기법의  운동적 특징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분류하였으며 운동

방식의 따라 관람자에게 전달한 감정적 이미지에 따

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D애니메이션에서 핸드헬드 기법이 화면에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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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으로 응용되는 구체적인 구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핸드헬드 기법의 운동적 특징과 연계

된 감정적 이미지와 심리적 느낌이 장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핸드헬드 기법의 발전사

과거 초기에는 카메라가 무거워서 핸드헬드 기법

이 불가능했으나 1920년대 무성 영화시절부터 카메

라가 축소 제작되면서 나타났다[3]. 1924년 감독 F.W.

무르나우는 영화<마지막 웃음>(Der letzte Mann)를 

제작할 때 카메라를 촬영기사의 가슴 앞에 놓고 촬영

하는 것은 카메라가 고정 장치에 해방하는 선례이다.

카메라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했다. 1929년 영

화가 나타나서 방음 커버(Blimps)를 발명하며 촬영 

장치가 복잡해지고 더욱 무거워져서 핸드헬드 기법

은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전투 중 전선의 지형과 

시간 제약 때문에 간편한 핸드헬드 카메라를 이용하

여 극 사실적인 장면들을 담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

으며, 전후 많은 촬영사가 영화 산업에 들어오면서 

이런 카메라 기법은 싸우거나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장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다[4]. 영화<육체와 영

혼>(body and soul, 1947)중 권투 장면 그리고 영화

<브레이브 불스>(The Brave Bulls, 1951)중에서 투

우 시합 장면을 촬영할 때, 천재 촬영 기사 제임스웡

하우(James Wong Howe)가 핸드헬드 기법을 채택

함으로써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실질적인 긴박감과 

움직임의 표현이 가능했다.

핸드헬드 기법이 본격적이며 의도적, 미학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0년대 프랑스 누벨바그와 미국 다이

렉트 시네마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공간에 대한 새

로운 표현 수단으로서 핸드헬드 기법은 인물이나 연

기자의 꾸밈없는 감정과 교감을 이루어 보다 사실적

이면서도 자유분방한 화면을 창조하여 과거 도식적

이던 연기와 화면 구성을 혁신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3]. 영화<네 멋대로 해라>(À bout de souffle, 1960)

는 프랑스 누벨바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감독 장 

뤽 고다르는 핸드헬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 촬영

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의해 제 10 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실버 베어 상 -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1995년 덴마크의 도그마95 캠페인 중에서, 감독들

은 영화를 촬영할 때는 핸드헬드 카메라를 이용하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제기했으며 핸드헬드 기법의 미

학은 극단적으로 발전됐다. 영화<브레이킹 더 웨이

브>(Breaking the waves, 1996)은 감독 라스 폰 트리

에가 '도그마95'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모든 장면에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으로 

촬영했다.

21세기에 이르러,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적 진보에 

따라 CG영화는 나타나고 핸드헬드 기법은 3D애니

메이션 중에서 응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7

년 제44회 오타와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의 최

고 단편 작품상 및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

카 -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던 3D애니메

이션<파이퍼>(piper)는 핸드헬드 기법에 대한 응용

의 전형이다.

3.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의 운동적 특징 및 감정

적 반응

3.1 유연한 움직임

핸드헬드 카메라는 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

기사의 의도나 피사체의 운동에 따라서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상하좌우로 회전하거나 움직일 수가 있다

[1]. 동시에, 촬영 중 카메라 움직임은 매우 불규칙하

다. 속도는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검색 및 주저(망

설) 인상을 갖게 될 수도 있고, 탐험 과정 중에 갑자기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물로 향해서 돌진 인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줄거리에서 이런 카메라 운동은 긍정

적인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의 활동 및 대외적인 반응

은 힘의 형태로 전달되며, 그리고 이 힘은 카메라의 

동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5].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의 운동 궤적은 복잡한 조작

력을 드러낼 수가 있다. Fig. 1보면, A가 피치 라인을 

따라 B로 이동한다. 처음에는 방향을 잘못 잡았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돌았다가 B에 가까워졌다. 우리

가 이러한 복잡한 행동 스타일을 보게 되면 갑작스런 

공격, 주저(망설), 탈출, 수색 등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카메라의 동작에 의해 

간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다[5]. 핸드헬드 기법의 표

현 의미는 이뿐만이 아니다. 데이빗 보드 웰(David

Bodwell)은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은 무의식이나 뜻

밖에 발견한 동작으로 평가했다[6].

카메라 움직임 속도는 화면상에서 느리거나, 중간 

속도이거나, 빠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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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카메라 움직임은 시각적 긴장감이 낮아지게 되고 

빠른 카메라 움직임은 물리적 시각 차이에서 긴장감

을 증가시킬 수 있다[7]. 장면의 구성에서 유연하게 

또는 광란적인 카메라 움직임은 동작의 본질에 따른 

시각적 인지가 일관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즉 폭력적인 장면이나 혼란 등 소요의 상황을 촬영하

는데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을 사용하면, 카메라 운동

감에 의해 그 감정적 인지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8].

영화<킬링 필드>(The Killing Fields) 예로 보면,

Fig. 2에서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기 위해 질주하면서 

프레임을 넘나든다. 카메라는 그들을 쫓아가면서 좌

우로 회전했다가 주인공에 따라서 왼쪽으로 회전했

고 이동했다. 핸드헬드 기법을 통해서 관객이 현장의 

혼란을 느끼게 한다[9].

핸드헬드 카메라의 유연한 움직임은 현장감, 운동

감을 드러내기 편하지만, 동시에, 카메라가 고정되지 

않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조건하에서 카메라의 불규

칙한 움직임으로 인해 촬영기사가 초점조절 하기 어

렵고 조절의 과정에서 모호한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다[9].

3.2 미세한 흔들림  

핸드헬드 카메라가 유연하게 회전이나 이동뿐만 

아니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운동방식도 있다. 핸드헬

드 카메라는 고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손과 

팔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해도 카메라는 촬영기사

의 발 움직임이 다른 옮김, 부딪침, 심지어 호흡 같은 

미세한 움직임도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10]. 특히 근

저거리에서 피사체 행동을 촬영할 때 불안정성이 더

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불안정하고 고르지 

않은 흔들림은 주관적 시각으로 촬영의 현실감을 강

화할 수 있다[8].

인간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의 감정

기관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수용한다. 뮈르(Robert

Muir)의 통계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인지하는 것의 

83%정도는 시각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11]. 그리고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

은 시지각의 반응요소로서 균형, 형, 형태, 공간, 성

장, 빛, 색, 움직임, 긴장, 표현을 제시하였다. 이들 

요소 중 움직임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강력한 시지각

의 요소라고 하였다[5]. 또한, 브루스 블록(Bruce

Block)은 시각 구성 요소로서 공간, 선과 형, 음영,

색, 움직임, 리듬의 6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들 

구성 요소 중 스크린 상에서 시각적으로 관객의 주의

를 가장 강력하게 끌 수 있는 요소는 움직임이다[11].

그래서 고정된 카메라가 촬영한 안정한 화면과 비교

하면 이런 미세한 흔들리는 화면은 관객들의 시선의 

유도효과와 주목성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

래서 관객들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핸드헬

드 카메라 기법의 미세한 흔들림이 응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제이슨 본>(Jason Bourne, 2016)

에서 두 사람이 대치 할 때 핸드헬드 카메라의 미세

한 흔들림을 이용해서 내면의 감정을 나타 때는 미묘

한 표정 묘사가 가능했다. Fig. 3의 미세한 흔들림을 

통해서 관객들의 시선을 끌고 긴장한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Fig. 1. A to B's movement route.

Fig. 2. The Killing Field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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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핸드헬드 기법이 부여한 감정적 느낌

시각기에 자극 전달을 시작으로 감각-지각-인지

의 과정을 거쳐 인식된다[12]. 인간은 핸드헬드 카메

라가 촬영한 동적 프레임을 시각적으로 볼 때, 동적 

프레임이 전달한 감정적인 이미지를 감지한다. 그렇

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화면 내에 드는 느낌을 갖게 

될 수가 있다.

움직이는 화면에 다른 방향의 흔들림을 추가하면 

관객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고정화면

과 다른 감정적인 느낌을 전달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설을 실증하였다. 서로 다른 성

별과 연령대 100명의 조사대상자를 통해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상하 및 좌우로 흔들리는 실험영상자료 

6개를 활용하여 휴대폰을 통해 보여준 뒤 받은 감정

적 느낌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문제는 ‘핸드헬

드 카메라 기법을 이용한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으세요?‘라는 개방성 문제(open ques-

tions)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와 

같으며 ‘Table 2’을 통하여 수집한 감정적 느낌을 단

어로 정리하였다.

조사결과 카메라가 움직일 때, 좌우의 흔들림이 

추가 되면 관객들은 ‘어지러움’, ‘쾌감’, ‘홈쳐보는’ 감

정적 느낌을 더 크게 느꼈으며, 상하의 흔들림이 추

가 될 때 관객들을 ‘위험한’, ‘긴장한’, ‘진실한’ 감정적 

느낌을 더 크게 느꼈다.

Fig. 4는 수집된 단어를 ‘부드러움’과 ‘딱딱함’의 세

로축과 ‘동적인’과 ‘정적인’의 가로축의 사분면에 품

사의 성질에 의해서 10개의 군으로 나누어 배치한 

것이다.

위의 설문 조사와 귀납적 단어 성질 정리를 이용

한 연구를 통하여, 핸드헬드 기법을 이용하면 움직이

는 화면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지러움’, ‘절박한’, ‘공

포스런’, ‘유쾌한’, ‘주저한’, ‘진실한’, ‘긴장한’, ‘홈쳐보

는’, ‘자연적인’, ‘엄숙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는 개방형 설문지이고 고정된 대답이 없어

서 조사대상자가 자체 이해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조사대상자는 진실한 느낌을 언어로 정

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인터넷 조사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집된 다양한 정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요약됐다. 이를 통해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이 부여한 감정적 느낌을 구체

Fig. 3. Jason Bourne, 201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Item Distinguish persons[%]

Gender
male
female

37
63

Age

10-19 years old
20-29 years old
30-39 years old
40-49 years old

21
54
9
16

Fig. 4. Classification of audience reactions after watch-

ing videos that were shot with handhel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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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로 전환됐다.

5. 3D애니메이션에서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의 

구현

핸드헬드 기법은 촬영과정 중 일중의 카메라를 움

직이는 방식이고 카메라 움직임이란 프레임이 움직

이는 정도를 말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움직임은 동적 

프레임(mobile frame)이 될 수 있다[13]. 그것이 영화

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인간은 동적 프레임이 드러난 

화면 내용을 보고  인지 활동을 하고 있다. 카메라의 

움직임은 화면 심도의 환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래서 인간이 느끼는 시각적 인지는 스크린이 평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치 3차원 세계의 장면을 보는 

듯 한 느낌을 얻어낸다. 핸드헬드 기법을 통해서는 

인물의 주관적인 시점을 강조함으로써 입체적 차원

에서 관객을 내러티브 화면 내의 인물 내적 감정인지

가 공감을 얻게 할 수 있다[13]. 핸드헬드 기법은 실

제생활중의 특별한 프레임 운동 방식으로 최근 컴퓨

터 그래픽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3D애니메이션 감

독들은 특정한 이미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제작할 때 핸드헬드 기법의 화면 운동 특징에 

대한 활용하는 많이 볼 수 있다.

2016년 픽사 스튜디오 개봉한 단편<파이퍼>(pip-

er)을 제작하기 전에 감독 바릴라로(Alan Barillaro)

직적 바닷가에 가서 동영상 자료를 수집했고 작업을 

할 때 카메라는 3D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핸드헬

드 기법의 운동적 특징을 모방했다[14]. 이 단편을 

사례로 보면, Fig. 5는 핸드헬드 기법에 움직임의 유

연함과 초점이 모호한 화면에 대해 응용한 장면이다.

(a)에서 붉은 실선으로 카메라의 운동 궤적을 표시했

다. 실선을 통해 파이퍼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카메

라가 왼쪽으로 운동했고 파이퍼가 다시 화면의 오른

쪽에 나타날 때 카메라가 유연하게 오른쪽으로 운동

Table 2. The results of survey

Shaking
Directions

Images of Video(gif) Details of Video Image Results

Right and
Left

In the movie <Chungking Express>, the
camera has moved from left to right
when actor is moving forward

dizziness, urgent, rejection,
impulsive, decadent,
fascinating, escape, chasing,
desperate, competing

In the movie<Breaking the Waves>, the
camera was kept shaking and unstable
when actress was shot behind the door

peeping, hesitant, temptation,
observant, confused,
suspicious, solitary, sober,
seeking

In the movie<Slumdog Millionaire>,the
camera has moved from left to right
when child jump keeps jumping up and
down

pleasure, cheerful, longing,
enthusiastic, bold, pleasure,
lively, abundant, wonderful

Up and
Down

The camera has moved quickly from up
to down when shooting distant gun
fights in the movie

horror, explosive, dangerous,
nervous, insecure, disastrous,
anger

In the movie<Saving Private Ryan>,
the camera has moved up to down when
shooting solders' facial expressions
from left side to right side before war
began

solemn, nervous, insecure,
unhappy, desperate, silent,
cautious, sympathy, mercy

the camera has moved up to down when
shooting solders' facial expressions
from left side to right side before war
began

real, natural, emotional
substitution, calm, natural,
smooth, mild, daily, rel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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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면이 좌우로 찾아내는 동작

을 통해서 관객을 참여자로 변환시키고 신속하게 움

직임을 통해 긴장한 느낌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또

한, (b)은 핸드헬드 카메라 촬영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모호한 화면에 대한 모방하는 것이다. 파이퍼가 

사라질 때는 초점이 맞지 않는 화면을 통해 관객은 

실제 촬영한 영상 이미지를 보는 진실감을 얻게 된다

[15].

Fig. 6는 파이퍼와 게의 동작을 표현할 때 핸드헬

드 기법의 미세한 흔들림 특징이 응용된 장면이다.

(a)(b)화면의 검은 모래를 참조로 보면 핸드헬드 기

법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미세한 흔들림

을 통해서 관객을 가까이 호흡 시켜줘서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낼 수도 있고 파이퍼의 움직임과 내면이 

잘 드러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마치 현장

에서 직접적인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유동적이며 자연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움직임이란 애니메이션의 근본적인 힘이며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애니메이션을 인지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근원적인 요인 중 중요한 

하나이다[16]. 핸드헬드 기법의 운동적 화면의 할용

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적 상태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고 특정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인지적 공감을 얻게 

할 수 있다.

6. 결  론

3D애니메이션은 영상 산업 분야에 속한 종합예술 

창작 영상물이다. 3D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나 드라

마와 같이 화면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정적 

이미지’와 ‘심리적 느낌’을 전달한다. 특별한 촬영방

식인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은 3D애니메이션에 차별

성과 독창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내러티브의 효과

적인 전달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의 운

동적 특징을 유연한 움직임과 미세한 흔들림으로 나

누었다. 핸드헬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화면의 운

동적 특징에 따라 관객이 전달받는 느낌도 다르다.

동적이고 유연한 움직임이면 주로 ‘어지러움’, ‘절박

한’, ‘공포스런’, ‘쾌감’, ‘긴장한’, ‘주저하는’ 느낌을 부

여하고 있으며, 정적인 미세한 흔들림이면 주로 ‘자

연적인’, ‘진실한’, ‘홈쳐보는’, ‘엄숙한’, ‘냉정한’ 느낌

을, 좌우 흔들림이면 ‘어지러움’, ‘쾌감’, ‘홈쳐보는’ 감

정적 느낌을, 상하 흔들림이면 ‘위험한’, ‘긴장하는’,

‘진실한’ 감정적 느낌을 각각 부여하고 있음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내러티브의 특정한 느

(a) (b)

Fig. 5. Application to handheld technique in <piper>. (a) The red solid line is the motion trajectory of the camera, 

(b) A blur of focus.

(a) (b)

Fig. 6. Application to handheld technique in <piper>. (a) and (b) the blue circle is the reference. 



182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11호(2017. 11)

낌을 화면과 복합하며 감정적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

면 핸드헬드 기법의 다른 운동적 화면을 결합하여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도출한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의 특징을 3D애니메이션의 제작의 스토리구성 

및 화면 연출에 응용하여 관객에게 ‘감정적 이미지’

및 ‘심리적 느낌’의 감정전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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