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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달로 화 기에 사용되던 특수효과의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사용한 비주얼 이펙트 기술로 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의 이펙트 장면은 감독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의 상호 소통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 제작된다. 하지만 감독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는, 

스토리를 달하기 한 내러티  언어와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술 언어라는 각자의 언어를 사용한 커뮤니

이션으로 인해 제작과정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감독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돕기 한 자료검색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내러티 와 비

주얼 이펙트 사용의 함을 인정받은 화 14편에서 비주얼 이펙트가 사용된 장면을 찾아 내러티 와 

비주얼 이펙트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장면을 검색

할 수 있도록 만든 어 리 이션이다. 감독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는 이 어 리 이션을 통해 원하는 

비주얼 이펙트 장면을 찾아 빠르게 장면에 한 합의에 도달하여 합리 인 제작 이 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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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help of computer graphics technologies, the visual effects techniques using these 

technologies replaced most of special effects techniques which had been used for early films. 

For these changes, directors and visual effects creators make an effect in a scene through their 

mutual agreement in contemporary films. However, they undergo a lot of trial-and-error while 

making a visual effects scene because they cannot perfectly communicate their ideas due to the 

director's narrative language, and also because of the visual effect creator's language of 

computer graphics technology. This research suggests the design of a visual effects data 

retrieval system for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directors and visual effects creators. This 

application provides the means to search a database analyzing visual effects scenes extracted 

from 14 remarkable movies in visual effect history by narrative and visual effects technique. 

They can search visual effects scenes using this application. also, this data can foster 

communication with directors and creators so they can make an efficient production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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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사용되는 

화의 비주얼 이펙트 제작과정에서 기 의사결정을 주

도하는 감독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1) 간의 원활한 소

통을 한 방법으로 비주얼 이펙트 자료검색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카메라의 이 노출과 기계장치 등을 주로 사용하던 

화의 특수효과는 19세기 몇몇의 선구자들에 의해 개

척되어 한동안 지속 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세기 말

에 이르러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이러한 특수효과의 

방식을 체하고 보완하기에 이르 다. 이러한 이펙트 

제작의 변화는 연출과 촬 을 하는 과정과 컴퓨터 그래

픽을 이용하여 이펙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분리시키면

서 상호소통의 요성을 부각시켰다. 감독은 ‘내러티  

언어’로써 연출될 장면의 내용과 상상하는 이미지를 

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는 ‘컴퓨

터 그래픽의 기술  언어’로 재해석하여 장면을 시각화

시키는 언어소통의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화 비주얼 

이펙트의 제작은 화의 시나리오에서 실물이나 실제 

환경과 상황을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장면들을 추출하

여 그 구 에 한 방법과 결과 인 비주얼을 상하여 

합의를 이룬 후 본격 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기의 

의사결정이 비주얼 이펙트가 사용되는 장면 제작의 효

율성과 리티를 크게 좌우하는데, 이러한 합의의 도출

을 하여 감독이 지시한 사항과 내러티 를 고려한 비

주얼 이펙트 제작자가 자료 상물을 제시하여 감독에

게 확인을 하고 방향을 잡는 과정을 거친다[그림 1]. 

시나리오/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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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내용의 범위

1) 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는 부분 비주

얼 이펙트 슈퍼바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축척된 경험과 

기술에 한 해박한 이해로 촬 장을 검수하고 이펙트작업을 

분배하며 아웃풋을 리하는 책임과 결정권을 갖는다. 

실제 비주얼 이펙트 로덕션에서는 제작에 앞서 자

료를 검색하여 감독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이룬 후 본격

인 기술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

호 의견을 일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은 이 과정에서 감독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가 빠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용될 것이다. 합의된 이미지나 장면은 그것을 구 한 

기술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면을 제작하

는 구 방법 한 쉽게 측할 수 있다. 감독과 이펙트 

제작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빠른 합의를 이루고, 

합의된 장면을 구 하기 한 기술을 쉽게 측하여 효

율 인 제작 이 라인을 구축하기 하여 비주얼 이

펙트의 자료검색 시스템의 어 리 이션 제작을 시도

하 다. 

연구의 시작은 내러티 를 표 하는데 사용된 비주

얼 이펙트 장면을 분석하기 해 내러티  이벤트를 추

출하고, 그 내러티  이벤트를 구 하는 방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

고 기존에 제작된 화에서 장면의 내러티  이벤트와 

구  방법인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정리하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여기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될 

화는 ‘비주얼 이펙트 소사이어티’(VES)2)에서 선정한 

비주얼 이펙트의 기여가 높은 50  안의 화  컴퓨

터 그래픽스 기술의 사용이 본격 으로 사용된 1990년

 이후의 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 <쥬라

기 공원>(Jurassic Park, 1993), <터미네이터2: 심 의 

날>(Terminator2: Judgement Day, 1991), <타이타

닉>(Titanic, 1997),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 , 왕의 귀

환, 두 개의 탑>(Lord of the Rings, 2001-2003), <캐러

비안의 해 : 망자의 함>(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an's Chest, 2006), <포 스트 검 >(Forrest 

Gump, 1994), <꼬마돼지 베이 >(Babe, 1995), <킹

콩>(King Kong, 2005), <씬 시티>(Sin City, 2005), 

<천국보다 아름다운>(What Dreams May Come, 

1998), <제 5원소>(The Fifth Element, 1997)이다[1]. 

2) 비주얼 이펙트 소사이어티(VES)는 술, 과학, 비주얼 이펙트 어

리 이션의 발 과 비주얼 이펙트 문인을 한 수  높은 기 과 

차를 유지하는데 념하는 문 이고 명 로운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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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4편의 화들에서 비주얼 이펙트가 사용된 장면을 

추출하고 의 분석체계에 따라 분류한 후 각각의 분석

결과를 자료검색 어 리 이션에 용시킨다[그림 2]. 

그리고 본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구 된 어 리 이션

의 실행 결과 제, 활용 가능성을 기술하 다. 

그림 2. 연구 흐름도

Ⅱ. 비주얼 이펙트 자료검색 시스템 

1. 영화의 비주얼 이펙트 분석
1.1 내러티브와 비주얼 이펙트 유형
내러티 와 비주얼 이펙트의 계에 한 시각은 비

주얼 이펙트가 내러티 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과 비

주얼 이펙트가 오히려 내러티 를 강화한다는 서로 상

반된 의견이 있다. 미리엄 한센(Miriam Hansen)은 

 화가 감각 이고 자극 인 경으로 객을 공격

하며 기 화의 ‘어트랙션(Attraction)'3)으로 회귀하

고 있다고 주장하 으며, 미첼 피어슨(Michele Pierson)

은 특수효과 시 스를 내러티 에서 분리된 ‘ 호로 묶

여진(bracketed off) 것’이라고 하 다[2]. 이것은 비주

얼 이펙트가 단지 내러티 상에서 하나의 볼거리 혹은 

내러티 와는 독립 인 요소라는 시각으로, 이펙트가  

내러티 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객에게 화려한 이펙

트의 용을 잠시 경험하게 하여 시각 으로 즐거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견해는 상상의 세계

를 실로 보이게끔 시각화시킴으로써 객이 화의 

내러티 에 빠져들도록 돕거나 화의 타지 인 내

3) 탐 거닝(Tom Gunning)이 기 화의 특징을 규명하기 해 세르

게이 에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에게서 빌려 온 개념으로, 간

단히 말하면 이미지가 객에게 주는 감각 , 심리  충격을 말한다. 

러티 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워  벅랜드(Warren 

Buckland)는 의 많은 화 평론가들과 이론가들이 

비주얼 이펙트에서 스펙터클의 창조 이상의 기능을 보

지 않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2]. 화 <쥬라기 공원>은 실과 공룡이 공존하는 허

구의 세계를 실감 나는 비주얼로 재 함으로써 내러

티 의 완성도를 높 으며,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2004>에서 도시를 덮치는 거 한 도를 

비주얼 이펙트로 실감나게 표 함으로써 긴장감을 증

폭시켜 내러티 에 역동성을 더한 것 등을 로 들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객은 더 이상 이야기라

는 동기에 종속되는 것만을 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디지털화된 시각  액션 효과는 ‘격리되고 분 된 묘

기의 이탈과 흥분’이 아니라 화의 주도 인 미학  

특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3]. 한  화에서 

비주얼 이펙트는 내러티 의 컨텍스트를 보다 견고히 

하여 객이 화에 더욱 몰입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방

식으로 내러티 와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

주얼 이펙트의 사용에 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선행연구[4]에서는 본 연구의 상이 되는 

14편의 화로 비주얼 이펙트가 사용된 화의 장르에 

따른 내러티 와 장면의 내러티  이벤트를 분석하여 

그 구 의 방법에 따라 비주얼 이펙트의 유형을 나 었

다[표 1].

비주얼 이펙트의 유형 (구현방법):
①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② 그린스크린을 사용하여 촬영된 인물과 배경 위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추가한다.
③ 장면 안의 위험한 액션을 위한 보조 장치를 제거한다.
④ 위험한 장면에서 배우를 디지털 스턴트로 대체한다.
⑤ 대규모 인력동원을 대신하여 위험한 장면에 사용될 디지털 엑스트

라를 추가한다.
⑥ 피와 폭발, 화염의 요소들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하거나 과장한다.
⑦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와 기계장치의 메커니

즘을 시각화한다.
⑧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내러티브 이벤트 (구현내용):
시간과 공간/ 폭력과 액션/ 컴퓨팅 이미지/ 

인격화된 생물과 신체의 변형/ 극한상황/ 환영과 마술
⇓

표 1. 선행연구의 비주얼 이펙트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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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동물의 신체 일부분을 3디로 교체하여 인간처럼 말을 하게하거
나 표정을 조작한다.

⑩ 인물의 신체 일부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다.
⑪ 자연현상을 재현하여 인위적으로 제어한다.
⑫ 인물과 물건에 미치는 물리적 현상을 인위적으로 제어한다.
⑬ 이미지를 왜곡하여 환영적인 이미지로 조작한다.
⑭ 보이지 않는 기운을 입자로 형상화하여 마술적 이미지를 만든다.

장르는 스토리들이 고유한 사회 , 미학  특성에 힘

입어 세련화 과정을 거쳐 정형화 된 것이다. 스토리가 

정형화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일 되게 특정한 가치를 반

한 내러티  체계로서의 지 를 인정받는 다는 의미

이다[5]. 즉 화의 장르를 하나의 내러티  체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장르는 롯, 캐릭터, 무 , 주제, 스타

일 등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들로 분석이 가능하다.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비주얼 이펙트가 

사용된 화 장면을 패턴화 하는데 사용하 으며, 구  

내용의 패턴화 된 경향을 ‘내러티  이벤트’라고 하

다. 비주얼 이펙트가 사용된 ‘내러티  이벤트’를 6가지

로 정리하고 이것을 구 하기 한 방법으로 비주얼 이

펙트의 유형 14가지로 분류하 다. 비주얼 이펙트의 14

가지 유형 분류에 의해 측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스 기술은 다음 장에서 논의 될 것이고, 내러티  이벤

트를 보다 구체 인 구  내용의 세부 항목으로 용하

면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 내러티브 이벤트별 세부 항목
내러티  이벤트 세부 항목(구  내용)

시간과 공간

과거 세계
미래 세계
비현실적 세계
시대적 사물
디지털 크리에이쳐
특정 공간

폭력과 액션
피, 고어
폭발, 화염
디지털 스턴트
디지털 엑스트라

컴퓨팅 이미지
디지털 기호 영상
디지털 스크린
기계적 장치의 메커니즘

인격화된 생물과
신체의 변형

말하는 동물
장애, 기형, 돌연변이
인격화된 생명체

극한 상황 자연 환경 제어
물리 현상 제어

환영과 마술 보이는 것의 왜곡
보이지 않는 것의 시각화

화 <타이타닉>에서 볼 수 있는 1912년 국의 항

구 배경은 ‘내러티  이벤트’ 에 ‘시간과 공간’에 해당

하고, 이 시  배경은 ‘과거 세계’라는 세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킹콩>에서 보여 지는 1900년  반

의 뉴욕 도시의 모습도 역시 ‘과거 세계’로 분류되나 같

은 뉴욕 도시를 표 하는 <제5원소>의 장면은 ‘미래 

세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시간과 공

간’이라는 내러티  이벤트에서 구  내용을 통해 구  

방법인 비주얼 이펙트의 유형으로 근할 수 있도록 한다. 

1.2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분류
1946년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1960년에는 본격 으

로 컴퓨터 그래픽스의 연구가 시작 되었다. 기에는 

부분 군사 인 목 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오늘날에

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이미지 제작의 토 가 되고 

있다. 1970년 에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화와 TV 고

에 활용되기 시작하 으며 NYIT4)와 루카스 필름

(Lucas Film)을 심으로 리얼리즘을 지향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련 산업이 부시게 성장하 다. 기술의 지

속 인 발 에 힘입어 1990년  이후 화의 비주얼 이

펙트 기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연출과 촬

을 담당하는 과정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한 비

주얼 이펙트 제작 과정이 확연히 분리되었다. 이제는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가 이펙트 장면을 완성시켜야 하

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러티 를 이해하고 한 구  

방법과 기술을 찾아 그것을 이용하여 이펙트를 구 해

야 한다.

화 비주얼 이펙트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

술은 크게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미지 변형(Image 

Transformation), 더링, 매치무빙(Match Moving), 

상합성, 3D 시뮬 이션, 디지털 색보정, 디지털 모션

그래픽으로 나 었으며, 이 기술들은 각각 세부 기술들

로 분류된다.5)

4)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는 미국 뉴욕에 있는 사립 공학 

학교이며, 이곳의 Computer Graphics Lab은 세계 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와 개발에 있어 선도 인 역할을 하 다.
5) ‘한국 자통신연구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기술

경향, 련문헌을 참고로 비주얼 이펙트  컴퓨터 그래픽기술로 분

류되는 내용을 정리하 다.[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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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이펙트 유형
(구  방법)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①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영상합성
 -매트 페인팅
모델링
 -영상 기반 모델링
 -절차적 모델링
-기하 모델링

② 그린스크린을 사용하여 촬영된
인물과 배경 위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
지를 추가한다.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로토스코핑
모델링
 -기하 모델링
 -영상 기반 모델링
매치 무빙

③ 장면 안의 위험한 액션을 
위한 보조 장치를 제거한다.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로토스코핑
매치 무빙

④ 위험한 장면에서 배우를 
디지털 스턴트로 대체한다.

모델링
 -3D 스캐닝
 -기하 모델링
애니메이션
 -모션 캡쳐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매치 무빙
3D 시뮬레이션
 -헤어/퍼 시뮬레이션
-클로스 시뮬레이션

⑤ 대규모 인력동원을 대신하여 위험
한 장면에 사용될 디지털 엑스트라를 
추가한다.

애니메이션
 -군중 애니메이션
 -모션 캡쳐
모델링
 -3D 스캐닝

 -기하 모델링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매치 무빙

⑥ 피와 폭발, 화염의 요소들을 추가
하여 사실감을 더하거나 과장한다.

3D 시뮬레이션
 -파티클 시뮬레이션
 -강체 시뮬레이션
 -유체 시뮬레이션
매치 무빙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로토스코핑

⑦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와 기계장치의 메커
니즘을 시각화한다.

디지털 모션 그래픽
모델링
 -기하 모델링
 -영상 기반 모델링

⑧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모델링
 -기하 모델링
 -3D 스캐닝
애니메이션
 -모션 캡쳐
3D 시뮬레이션
 -헤어/퍼 시뮬레이션
 -클로스 시뮬레이션
 -파티클 시뮬레이션
 -유체 시뮬레이션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매치 무빙

⑨ 동물의 신체 일부분을 3디로 
교체하여 인간처럼 말을 하게 하거나 
표정을 조작한다.

매치 무빙
모델링
 -3D 스캐닝
 -기하 모델링
영상 합성
 -크로마키 기법

⑩ 인물의 신체 일부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다.

매치 무빙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로토스코핑
모델링
 -기하 모델링
 -3D 스캐닝

 
⑪ 자연현상을 재현하여 인위적으로 
제어한다.

3D 시뮬레이션
 -유체 시뮬레이션
 -파티클 시뮬레이션
매치 무빙
영상합성
 -크로마키기법

⑫ 인물과 물건에 미치는 물리적 현상
을 인위적으로 제어한다.

3D 시뮬레이션
 -강체 시뮬레이션
매치 무빙
모델링
 -기하 모델링
 -영상 기반 모델링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⑬ 이미지를 왜곡하여 환영적인
 이미지로 조작한다.

이미지 변현
매치 무빙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⑭ 보이지 않는 기운을 
입자로 형상화하여 마술적 
이미지를 만든다.

3D 시뮬레이션
 -파티클 시뮬레이션
 -유체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하 모델링
영상합성
 -크로마키 기법
매치 무빙

화의 비주얼 이펙트는 한 두 개의 특정 기술로만 

표 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부분 다양한 기술이 복

합 으로 사용된다. 다음 [표 4]는 각 비주얼 이펙트 유

형에서 분석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분류 한 것이

다. 여기 14가지 비주얼 이펙트 유형에서 볼 수 있는 다

양한 기술들을 표기하고 그  비주얼 이펙트 유형을 

나타내는데 상 으로 비 이 크고 우선시 되는 표

인 기술은 따로 굵은 씨로 명시하 다. 더링이나 

디지털 색보정과 같은 기술은 화 비주얼 이펙트에 거

의 빠지지 않고 사용되기 때문에 [표 4]의 컴퓨터 그래

픽스 기술 항목에 표기 하지 않고, 장면분석 단계에서 

더링과 디지털 색보정이 핵심 으로 사용된 장면에 

명시 하 다. 

이 게 분석된 유형별 기술의 표는 화 내러티  이

벤트로부터 측 가능한 구  방법, 즉 비주얼 이펙트 

유형으로 용시켜 그 핵심이 되는 기술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표 4. 비주얼 이펙트 유형별로 분석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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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면분석
자료검색 어 리 이션의 데이터로 사용하기 하여, 

화 14편에서 의 분석에 사용된 비주얼 이펙트 장면

을 추출하고 내러티  추출과 구  내용이 되는 세부 

항목, 구  방법인 비주얼 이펙트 유형, 구 의 구체

인 기술로 정리하 다. [표 5]는 화 14편에서 각각 한 

두 장면만을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며 실제 어 리 이

션에서는 총 74개의 장면을 추출 분석하여 용하 다. 

표 5. 영화 장면별 데이터베이스 자료

장면추출

내러티  이벤트
(세부 항목)

비주얼 이펙트 유형

기술 분석
시간과 공간
(과거 세계)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매트 페인팅
크로마키 기법
극한상황
(자연 환경 제어)
자연현상을 재현하여 인위적으로 제
어한다.
유체 시뮬레이션
파티클 시뮬레이션
시간과 공간
(디지털 크리에이쳐)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기하모델링
환영과 마술
(보이는 것의 왜곡)
이미지를 왜곡하여 환영적인 이미지
로 조작한다.
3D 모핑
기하모델링
영상 기반 렌더링
컴퓨팅 이미지
(기계적 장치의 메커니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와 기계장치의 메커니즘을 시
각화 한다.
기하 모델링
시간과 공간
(미래 세계)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매트 페인팅
기하 모델링

시간과 공간
(과거 시대)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롭게 
창조 한다.
매트 페인팅
인격화된 생물과 신체의 변형
(인격화된 생명체)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기하 모델링
모션 캡처
헤어/퍼 시뮬레이션
폭력과 액션
(피, 고어)
피와 폭발, 화염의 요소들을 추가하
여 사실감을 더하거나 과장한다.
크로마키 기법
로토스코핑
디지털 색보정
인격화된 생물과 신체의 변형
(말하는 동물)
동물의 신체 일부분을 3디로 교체하
여 인간처럼 말을 하게 하거나 표정
을 조작 한다.
기하 모델링
모션 트래킹
환영과 마술
(보이지 않는 것의 시각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입자로 형상화
하여 마술적 이미지를 만든다.
크로마키 기법
유체 시뮬레이션
파티클 시뮬레이션
시간과 공간 
(디지털 크리에이쳐)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기하 모델링
파티클 시뮬레이션
인격화된 생물과 신체의 변형
(인격화된 생명체)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기하 모델링
모션 캡처
폭력과 액션
(디지털 엑스트라)
대규모 인력동원을 대신하여 위험한 
장면에 사용될 디지털 엑스트라를 
추가한다.
군중 애니메이션
시간과 공간
(디지털 크리에이쳐)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기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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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화된 생물과 신체의 변형
(장애, 기형, 돌연변이)
인물의 신체 일부분을 컴퓨터 그래
픽으로 조작한다.
모션 트래킹
기하 모델링
시간과 공간 
(디지털 크리에이쳐)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기하 모델링
크로마키 기법
환영과 마술
(보이는 것의 왜곡)
이미지를 왜곡하여 환영적인 이미지
로 조작 한다.
이미지 와핑
크로마키 기법
시간과 공간
(비현실 세계)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매트 페인팅

극한상황
(물리 법칙 제어)

인물과 사물에 미치는 물리적 현성
을 인위적으로 제어 한다.
모션컨트롤 카메라
영상 기반 모델링
시간과 공간 
(디지털 크리에이쳐)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다.

기하 모델링
시간과 공간
(과거 시대)
그린스크린을 사용하여 촬영된 인물
과 배경 위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를 추가한다.
크로마키 기법
로토스코핑
디지털 색보정
인격화된 생물과 신체의 변형
(장애, 기형, 돌연변이)
인물의 신체 일부분을 컴퓨터 그래
픽으로 조작한다.
크로마키 기법
모션 트래킹

여기에서 체계 으로 분류된 장면과 이미지들은 내

러티 에 의해 검색된 결과의 자료 상과 구  방법 

 기술에 한 설명으로 삼을 것이다.

2. 어플리케이션 제작
2.1 데이터베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설계
화에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들은 

재에도 꾸 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

로운 기술들은 화 비주얼 이펙트 기술에 반 되어 

화의 비주얼과 제작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컴퓨

터 그래픽스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기술이 화에 

용되는 과정은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정보가 축 이 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는 이 게 방 하게 축 된 자료를 다루는데 효과 인 

방법  하나이다. 한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새

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효율 으로 할 수 있

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어 리 이션은 방 한 자

료를 효율 으로 리하고 추후 업데이트될 내용을 효

과 으로 다루는데 합하다. 

본 논문에서 서술한 내러티  유형, 세부 항목, 비주

얼 이펙트 유형 그리고 해당하는 화 장면별 자료를 

계형 다이어그램으로 표 하면 [그림 3]와 같은 형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자료검색시스템에 사용된 관계형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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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들 간에 계층 인 구조는 테이블의 항목들마

다 고유 ID를 부여하고 각 ID의 계를 [그림 3]처럼 계

층 으로 형성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 되더라도 새로운 ID를 부여한 다음 다른 ID와 

계만 다시 형성해주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될 화 

자료에 한 테이블을 거의 무한 로 확장할 수 있다.

감독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는 각각 자료에 근 하

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 리 이션 역시 두 가지 

방법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어 리 이

션 사용자는 내러티  유형에서부터 단계별로 화 분

석 자료에 이르는 방법과 비주얼 이펙트 유형을 바로 

선택하여 화 분석 자료에 이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내러티  유형에서부터 단계별로 찾은 

결과는 내러티  유형과 세부 항목에서 선택한 결과 값

이 반 되기 때문에 바로 비주얼 이펙트 유형을 선택한 

경우보다 내러티 에 합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어 리 이션에서 최종 결과로 보여 지는 자료는 

화 시 스 이미지 자료와 상 자료 그리고 해당 장면

에 사용된 비주얼 이펙트 기술 분석 자료이다. 데이터

베이스에는 각 자료의 장 경로를 담고 있으며 어 리

이션이 실행될 때 서버에서 자료를 불러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 [그림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어플리케이션 흐름도

2.2 어플리케이션 구현 및 예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은 Python 2.5와 

wxPython 2.8을 이용하여 구 하 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1을 사용하 고 FTP 서버는 FileZilla를 이용

하 다. 상 자료 압축 코덱은 XVID MPEG-4를 사용

하 다. [표 6]은 어 리 이션 실행 환경을 나타낸 것

이다.

표 6.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항 목 서 버 사 양 시 스 템  사 양

운영체제 Windows XP sp3 Windows XP sp3

CPU Intel Pentium4 3.0Ghz Intel Core2Duo 2.4Ghz

RAM 1.0G 3.5G

HDD 120 Gbyte 2 Tbyte

어 리 이션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그림 5]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용자는 내러티  유형별로 자료

를 검색할 것인지 비주얼 이펙트 유형별로 검색할 것인

지를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옵션에서 내러티 를 

선택하게 되면 사용자는 내러티  이벤트와 해당 세부 

목록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다. 비주얼 이펙트 유형

의 경우는 14가지 비주얼 이펙트 유형 목록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각 유형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후 

‘NEXT' 버튼을 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그림 5.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내러티  유형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림 6]의단계

로 넘어가게 된다.  단계에서 선택한 세부 항목에 해

당하는 비주얼 이펙트 유형이 왼쪽에 나오고 비주얼 이

펙트 유형을 선택하 을 때 해당 화 장면 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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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보여 다. 왼쪽 하단에는 선택한 화의 간략

한 설명과 이미지를 보여주어 사용자가 선택한 화가 

어떤 장면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 다. 

비주얼 이펙트 유형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림 7]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는 바로 비주얼 이펙

트 유형에 해당하는 화 장면의 리스트를 보여 다. 

화를 선택하면 오른쪽에는 화에 한 간략한 설명

과 이미지가 나온다. 

그림 6. 내러티브 유형별 진행시 화면

그림 7. 비주얼 이펙트 유형별 진행 화면

결과 자료 목록에서 화를 선택하면 [그림 8] 화면

으로 넘어간다. 상단 좌측에는 화 시 스 이미지를 

보여주고 상단 우측에는 화 장면에 한 설명이 있

다. 왼쪽하단은 상 자료를 보여 주며 사용자는 여러 

개의 상 목록  하나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우측 

하단은 상에 사용된 비주얼 이펙트 기술 분석 자료를 

보여 다. 

그림 8. 어플리케이션 최종 결과 화면

2.3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예상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검색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2008년 VES 어워드에서 비주얼 이펙

트 사용이 뛰어난 화로 최우수 실사 화 배경제작 부

문(Outstanding Created Environment in a Live Action 

Motion Picture )과 최우수 실사 화 애니메이티드 캐

릭터 제작 부문(Outstanding Performance by an 

Animated Character in a Live Action Motion Picture)

에 노미네이트된 화 <나는 설이다>(I am Legend, 

2007)[9]로 이펙트 장면을 선택하고 내러티 를 분석한 

후, 내러티  이벤트로 표 되는 어휘로 의 검색시스

템을 이용하여 자료검색시스템에 축척되어 있는 화

의 장면을 찾고 거기에 사용되는 비주얼 이펙트의 유형

과 기술, 즉 구  방법과 구  기술을 실제 제작에 사용

된 기술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12년 인류가 멸망한 근 미래의 이야기로 배경은 폐

허로 변해버린 뉴욕 도시가 표 된 장면은 내러티  이

벤트의 시간과 공간, 세부항목으로는 미래 세계에 해당

하며, 비주얼 이펙트 유형으로는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

으로 새롭게 창조한다.’,  ‘그린스크린 에서 촬 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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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배경 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추가한다.’ 이

다. 이 항목에 의해 자료검색시스템에 용시켜 찾은 

화와 기술 분석의 결과는 크로마키 기법, 기하모델링, 

상기반모델링, 역조명 더링, 매치무빙, 상합성, 

디지털 색보정 이다[그림 9].

그림 9. 어플리케이션 실행화면

실제 <나는 설이다>에서 나온 미래 폐허의 뉴욕의 

모습은  미래의 뉴욕도시를 기하모델링, 상기반모델

링, 역조명 더링을 이용한 매트페인 과 크로마키 

기법으로 이루어진다[10].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앞으로 

기획되는 화 이펙트 장면의 내러티  검색을 통해 어

리 이션으로 검색된 자료의 비주얼 이펙트 유형과 

구 기술을 소개하여,  기 의사결정과 방법론에 한 

화에서의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0][10].

그림 10. 2012년 폐허가 된 뉴욕도시 제작과정

감염된 생명체(Infected Creature)가 등장하는 장면

의 경우 내러티  이벤트로는 인격화된 생물과 신체의 

변형에서 인격화된 생명체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비주

얼 이펙트 유형으로는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를 창조한

다.’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용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그림 11].

그림 11. 어플리케이션 실행화면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골룸’의 제작과정 기술

과 비교할 때 기하모델링, 모션 캡처와 키 이  애

니메이션 방법은 일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12][10].

그림 12. 감염된 생명체의 디지털 크리에이쳐
 

자료 검색시스템은 화의 장르 변화와 진화에 따른 

새로운 내러티  이벤트와 새로운 기술의 시도에 따라 

지속 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나는 설이다>도 

자료검색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료로 추가 되어 이후 제

작될 화의 기 의사결정을 도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게 축척된 자료에 의해 감독과 비주얼 이펙

트 제작자는 기 의사결정에서 보다 많은 자료를 빠르

게 제공받아 시간  효율성을 높이고 시각 인 합의에 

의해 정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으며, 비주얼 이펙트 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9 Vol. 9 No. 6102

작자는 그 기술의 분석을 토 로 직무를 효율 으로 배

분하여 합리 인 제작 이 라인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비주얼 이펙트의 리티가 단지 커뮤니 이션의 용

이함으로 결정되지 않지만, 이펙트 제작자의 개인  감

각과 능력, 제작기간, 비용 등과 더불어 제작과정의 

요한 부분임은 확실하다. 특히 이펙트의 기 의사결정

에서 커뮤니 이션의 도구인 내러티  언어와 기술의 

벽을 허물고 합의된 상과 이미지의 분석에 의해 합리

인 제작의 이 라인을 구축한다면, 리티에 향

을 미치는 나머지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

하고, 제작이 번복되는 시행착오를 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체계는 비주얼 이펙트 기

술이 내러티 에서 히 사용된 화들을 분석하여 

만들었지만, 새로운 스토리의 개발, 새로운 기술의 등장

으로 인해 기존의 내용이 수정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

될 여지가 있으며, 기술 분류에 한 보다 정확한 기

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더 많

은 화의 비주얼 이펙트 장면을 분석하여 이미지를 축

척하고, 단순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아닌 실질 으

로 실무에서 통용되는 통일된 용어의 비주얼 이펙트 기

법으로 분류하는 기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후 보다 발 된 연구를 통해 단순히 선택된 화 

장면과 이미지만을 검색하여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구

 기술의 처리 방식까지 설명하는 시뮬 이션의 자료 

분석 시스템으로 응용하여 발 시킨다면, 작권 문제

없이 내러티 에 따른 구 내용, 방법, 기술을 보다 구

체 으로 분석한 실용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비주얼 이펙트의 자료검색 시스

템은 이러한 궁극  목표에 도달하기 한 단계의 일환

으로 감독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자 간의 성공 인 커뮤

니 이션을 돕고, 더불어 비주얼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직무를 합리 으로 구

분하여 작업을 배분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효율 으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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