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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법 연구
Research on the Technique to Produce Stereoscopic Animation Contents 

using 3D Computer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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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획기 인 발 과 3D 입체 화의 성공사례로 입체 상이 주목받기 시작하 다. 그

러나 입체 상은 과거처럼 일시 인 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 입체 상 시장에서는 자본력 부족, 제작 인 라 미흡, 2D to 3D 제작 등의 이유로 다양하고 창의 인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제작기법에 한 풍부한 자료 축

에 한 노력이 실히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입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필

요로 하는 입체를 고려한 연출과 효과 인 입체 구 을 해 3D 그래픽을 기반으로 연구한 제작기법에 

해 설명하 다. 분명, 입체 상은 21세기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 되는 상 콘텐츠  

하나이다. 그 기 때문에 양질의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기 해서는 기본 인 연구부터 지속

으로 신 히 다가가야 할 것이다.

■ 중심어 :∣입체영상∣애니메이션∣

Abstract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success of 3D stereoscopic films 

have led to started drawing attention to stereoscopic images. The stereoscopic images have not 

become a passing fad in the present time unlike in the past, but have constantly showed their 

potentials. Unfortunately, the domestic stereoscopic images market is faced with difficulties, 

such as lack of the capital strength and of insufficient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the 

production of 3D from 2D.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produce creative stereoscopic animation 

contents. Therefore, in Korea, more efforts should be made in accumulating a plenty of data on 

production techniques. In order to make film production reflecting stereoscopy and effective 

stereoscopic implementation, which are necessary to produce high-quality stereoscopic contents, 

this thesis gave an explanation about a production technique studied on the basis of 3D graphic. 

Stereoscopic images are definitely one of the most promising image contents in the 21st digital 

contents industry. For the reason, in order to produce stereoscopic animation contents with high 

quality, fundamental studies on the stereoscopic images should be performed in a constant and 

cautions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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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상매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 으로 사회

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으며, 그  디지털 

상은 컴퓨터의 비약  발 에 따라 범 한 역으

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해 다양

한 상 콘텐츠를 생산함과 동시에 인간 삶의 역을 

실  공간이 아닌 실제 같은 가상공간으로 역을 확

장시켰으며, 재는 상 문화 반에 지 한 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입체 화의 재등장과 디지

털 재  기술의 뒷받침으로 인한 지속 인 성공으로 입

체 화 산업론의 자 베니 김이 언 한 얘기처럼 “제3

차 입체 화 산업의 붐”이 되어 3D 입체 상 산업이라

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 다.

2000년 반부터 헐리우드에서 불기 시작한 3D 입체 

화의 바람은 <아바타 Avatar>(2009)의 흥행으로 인

해 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폭발 인 심을 일으켰

으며 이듬해부터 재까지 <드래곤길들이기>(2010), 

<토이스토리3>(2010), <슈 포에버>(2010), <슈퍼배

드>(2010), <메가마인드>(2010), <쿵푸팬더2>(2011), 

<카2>(2011) 등 거의 모든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극장

용 애니메이션들은 입체로 제작하게 되었다. 이 듯 해

외 화 산업이 3D 입체를 앞세운다는 것은 상의 특

수성  수익의 기여 등으로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에서 

주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내의 입체 상 산업은 해외 입체 상 산업

과는 달리 다소 불균형한 발 을 보이고 있다. 먼  제

작기술 분야에서는 2009년 화<아바타>의 흥행으로 

인해 정부에서 막 한 자본을 투자하여 입체 상산업

을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지  주경

 감독의 <나탈리>(2010), 김지훈 감독의 <7 구>(20 

11), <홍길동2048>(2011) 등 몇 편의 입체 화  애니

메이션만 개 되었을 뿐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 으로 첫째, 입체 상을 제작하는 회사

의 자본력이 열악하다는 것이며, 둘째, 입체 상에 

한 국내 기술력  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

째, 국내의 입체 상 제작회사간의 기술  공유가 이루

어지지 않아 입체 상 제작능력을 발 시키지 못한 것

을 들 수 있다[1]. 결과 으로 재 국내 입체 상 산업

은 10분 내외의 특수 시용 입체 상 정도만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디스 이 시스템 분야에서는 제

임스 카메론 감독  제 리 카젠버그 CEO가 높은 

심을 가질 정도로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이 듯 해마다 수십 편의 입체 화  애니메이션을 제

작하면서 동시에 디스 이 장치도 자체 으로 개발

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여 본다면 국내의 입체 상 산

업구조가 분명 불균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7월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표한 3D 입체 

콘텐츠 제작기술 동향 보고서에서는 재까지의 입체

제작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CG 기술차이가 선진국과 5

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의 기술력을 이용한 창의 인 입체 화  입체 애니메

이션의 제작이 활발하지 않는다면 5년이 아닌 그 이상

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제작이 아

닌 입체 상에 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분이 실사 입체 화와 련된 

Came ra Rig, 입체장비 등과 재 방법의 기술  문제

에 이 맞추어져 있다. 정작 입체 상 콘텐츠 제작 

시 다양한 시도  활용도가 많은 3D 그래픽 기반의 제

작 기술에 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내에서 꾸 히 3D 입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지 못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강화되어야 해외와의 기술차이가 더 이상 벌

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3D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입체 애니메이션  나

아가 입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기술  공유  입체 

콘텐츠 제작 문 인력 교육 시 기  자료로서 활용되

어 국내 입체 콘텐츠 산업 발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입체 영상의 이론적 논의

1. 입체 영상의 원리 
입체 상은 우리가 일반 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상과는 달리, 2차원 인 평면 상에 공간정보를 표

하여, 실제와 같은 실감을 달하는 체감형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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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원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헤드폰을 통해 듣는 소리보다 두 개의 헤드폰을 

통해 듣는 소리가 훨씬 입체 이듯, 인간의 선천  요

인인 략 6.35cm(2.5 inch)정도의 간격으로 치되어 

있는 두 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얻어지는 미세한 차

이를 가진 물체의 상에 한 정보가 뇌에서 융합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시각차 혹은 시

차(Parallax)의 간격이 크거나, 작음에 따라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Stereoscopic 3D 구조

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체 상의 입체라고 하

는 것은, [그림 1]과 같은 원리를 기 로 두고, 구 되고 

있지만, 조 (Accommodation)과 폭주거리(Conver 

gence)가 동시에 조 되지 않기 때문에 실세계의 3차

원 공간을 완벽히 표 하는 것이 아닌 2D 상의 속임

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2차원적 
영상을 시청할 때이며, 가장 편안한 
상태이다.

폭주 거리가 짧아질수록 우리는 입
체 영상에서 돌출효과를 느낄 수 있
다. 하지만, 과도한 돌출효과는 시
각피로를 유발시킨다.

폭주거리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입
체 영상에서 깊이공간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돌출효과보다는 시각 피로 
발생률이 적다.

표 1. 초점조절과 폭주거리 관계

[표 1]에서 보듯이, 입체 상에서는 과 폭주거리

의 불일치로 인해 실세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시각피

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엔 실세계와 같은 입체감을 

체험하기 해서는 홀로그램과 같은 완 한 3D 공간의 

입체 상이 출시되기 까지는 우리는 재의 입체

상을 바라볼 수 밖 에는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 을 극

복하기 해 휴먼팩터(Human Factor)연구에 한 논

의가 주목되고 있다.

2. 입체 영상의 연출
입체 상에 한 측면은 크게 기술  에서의 새

로운 형태인 상 콘텐츠 측면과 기존의 상표 에 있

어서 새롭게 추가된 미학  방법론 측면인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시 에서의 입체는 입체 화<아바타>와 

입체 애니메이션<드래곤 길들이기>등이 흥행함으로써 

후자인 정서  측면을 보강하는 미학  수단으로 합

하다고 보게 되어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입체 

연출의 요성이 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체 연출은 

기획 단계부터 공간요소를 어떻게 하면 매력 으로 만

들 것인지에 해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한 공

간인식에 강한 향력을 미치는 단안요인을 잘 고려해

야 한다. 왜냐면 인간은 양안요인과 단안요인에 의해 

입체감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  단안 요인은 깊이의 

착시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이것을 잘 활용할 경우 입체

감을 더욱 효과 으로 풍성하게 표 할 수 있고, 양안

시차의 한계로 발생되는 시각피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입체 상 연출은 실사촬 의 경우보다 

3D 그래픽으로 제작될 때 잘 표 될 수 있는데 그것은 

3차원 공간 안에서의 피사체 는 환경에 한 자율

인 배치  변형과 같은 임의 인 조 이 손쉽게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과 같은 상들은 시각피

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입체 연출 시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입체 도우 모순효과(Paradoxial Stereo wi 

ndow Effect)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구조와 입체 상의 

효과가 충돌하는 지 에서 발생하는데, 표 인 로 

화면의 가장자리에 돌출되는 피사체가 걸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임의 치에 걸쳐지지 않도

록 화면안쪽으로 이동시키거나 피사체를 후퇴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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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도록 한다[그림 2][그림 3].

그림 2. 화면안쪽으로 처리한 예

그림 3. 후퇴영역으로 처리한 예 

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걸리는 피사체를 

흐릿하게 하여 디테일은 낮추어 시선을 화면안쪽 피사

체로 집 되도록 한다[그림 4].

그림 4. 전경을 Blur로 처리한 예

다른 하나의 방법은 로  도우(Floating Window)

방식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차의 간격이 크지 

않을 때는 유효하나 과도한 시차의 간격일 경우에는 효

과 이지 못하다[그림 5].

그림 5. 좌측을 플로팅 윈도우로 처리한 예

두 번째, 카드보드 효과(Cardboard Effect)다. 이 효

과는 피사체가 갖는 고유의 부피감이 어들어 얇은 종

이처럼 보이는 상을 말하며, 실과 괴리된 느낌을 

주어 시각피로를 유발하게 된다. 카드보드 효과는 망원

즈를 사용할 때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림 6]. 그 기 때문에 입체 콘텐츠 제작 시에는 부

분 표 즈로 촬 하는 것이 좋다.

그림 6. 카드보드 효과의 예

세 번째, 인형 극장 효과(Puppet theater Effect)이다. 

이것은 입체카메라의 간격을 6.35 cm보다 과도하게 늘

이는 경우에 일어나는 상으로 강, 산처럼 매우 크고, 

멀리 있는 피사체를 촬 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으므

로, 주의해야 한다[그림 7]. 다시 말해 거인의 시 에서 

그보다 훨씬 작은 축소된 세계를 바라보는 듯 한 느낌

을 유발하여 실과 괴리된 느낌을 주어 시각피로를 유

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형극장 효과를 덜 유발하기 

해서는 입체 촬 방식을 교차식보다는 평행식으로 

촬 하는 것이 좋다.

그림 7. 인형 극장 효과의 예

네 번째, 크로스토크 효과(Crosstalk Effect)로 높은 

콘트라스트  채도에 의해 피사체의 잔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불꽃, 횃불, 형 등과 같은 피사체가 장면에 포

함된 경우 주의해야 한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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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크로스토크 효과의 예

월트 디즈니의 3D Layout 감독으로서 3D 입체 애니

메이션인 <Bolt>(2008)와 <Rapunzel>(2010)의 입체를 

담당한 Robert Neuman은 장면을 구성 시 평면 인 구

성보다는 동 인 구성으로 제작하는 것이 입체 연출에 

있어서 요하다고 했다[그림 9][그림 10].

그림 9. Flat View의 예

그림 10. Dynamic View의 예

아직까지 입체 상의 연출에 한 연구는 재진행

형이며, 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다양한 제작

경험을 통해 여러 형태의 가이드라인만이 제시될 뿐, 

정확히 단정 지을 순 없다. 그러나 평면 인 화면을 통

해 입체 효과를 보는 객이 느낄 수 있는 불쾌감, 피로

감을 최소화시키는 핵심에 해 고민하여야 할 것은 분

명하다.

3. Depth Script Design
19세기 말 화의 발명을 시작으로 20세기에 들어 라

디오, TV, 컴퓨터 등 미디어 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화의 등장은 스토리텔링을 결정 으로 도약하게 하여, 

“말하기”와 “보여주기”를 결합하면서 이야기 기술의 범

를 무한 로 확장시켰다. 재의 스토리텔링 기술은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보하 으며, 

이제는 스크린 공간과 객사이를 이어주는 도구인 “입

체(Stereo)”라는 기술과 조우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지

닌 이야기 시 로 어들었다. 화<아바타>에 참여한 

특수효과 촬  회사 Kerner Group의 CEO인 Eric Ed 

meades는 헐리우드에서 재 입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스크린을 통해 가상공간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스토리텔링의 도구로서 좀 더 몰입 인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장치로 이해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입체감이 스토리 안에서 히 활용되어 객에게 

정서  환기와 이야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주기 해서

는 본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Depth Script Design 

[2]이라 한다. 입체의 본화는 시간에 따른 깊이양의 

변화를 묘사한 것으로 [그림 11][3]과 같이 형으로 표

할 수 있다. [그림 11]는 입체 애니메이션인 <코 라

인>(2008)의 Depth Script Design이다. <코 라인>의 

깊이변화를 보면 주인공 코 라인의 에서 보여 지

는 이야기와 주인공의 감정을 반 한 두 세계의 차별화

된 표 에 을 두어, 실 세계장면에서는 입체값을 

약하게 하여, Flat한 느낌을 주었으며, 환상세계 장면에

서는 입체값을 강하게 표 하여 활동 이고 입체 인 

세계를 느끼도록 본화 되었다. Depth script Design

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에 합하게 사 설계 

되어야 한다. 재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입체 애니메이

션 부분이 이것을 잘 활용하 기 때문에 고품질의 입

체 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림 11. <코렐라인>(2008)의 Depth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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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Depth Script Design은 효과 인 입체감 표

을 해 깊이양 변화를 묘사한 것으로 세부 이거나 혹

은 간단하게 표 될 수도 있으며, [표 2]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 형 내 용

Constant 3D
스토리의 갈등이나 이야기 흐름과 상
관 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Depth 량을 가지도록 한다.
Progressive 3D
Constant와 비슷하며, 스토리의 갈
등이나 이야기 흐름과 상관없이 처음
에는 Depth량을 약하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한 Depth 량을 가지
도록 한다.
Matching 3D
위의 두 유형과 달리 기본적으로 스토
리의 갈등이나 이야기 흐름과 동일하
게 Depth 량을 부여하도록 한다.
Contrast & Affinity 3D
가장 복잡한 유형으로 기본적인 스토
리의 갈등이나 이야기 흐름 을 반영하
며 필요에 따라 감독 의도에 따른 입
체감 표현을 위해 다양한 Depth 량을 
부여하도록 한다.

표 2. Depth Script 유형구분

한 Depth Script Design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

려해야 한다. 첫 번째, 입체감에 해서는 시차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Parallax 안 역을 감안해서 카메라

에 가장 근 한 피사체와 가장 멀리 있는 피사체의 시

차를 고려하며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양안시차의 무

작 한 변화는 시각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

리 흐름에 계없는 Progressive 3D와 같은 단순한 

Depth 디자인의 작성은 피해야 한다. 세 번째, 연결되는 

컷 간에는 입체감의 연속성(Depth Continuity)이 보장

되어야 한다. 객은 장면이 바 면 잠시 동안 입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으로 재조 하게 되는데, 

이때 컷 간의 입체값 크기가 다르면 객들은 응하기

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시각피로를 유발하게 된다. 네 

번째, 카메라가 좌·우측으로의 움직임이 많은 장면일 

경우에는 입체값을 약하게 표 한다. 왜냐면 수평으로 

카메라가 움직일 경우에 객은 어지럼증으로 인해 시

각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듯 입체 콘텐츠에서 입체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것은 가장 요한 기술로써, 기획단계에서부터 스토리

에 따른 입체 깊이에 한 한 강약과 돌출 횟수를 

고려한 설계를 한다면, 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서

로 상호작용하는 고품질의 입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  

것이다.

4. 입체영상의 시·공간적 특성
Shot은 임의 연속이며,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즉, 보여주기의 측면이 강한 임은 Shot으로 이야기

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많은 Shot들은 내러티

를 해 일 된 순서와 비율이 정해지고, 서로 균형 있

게 계를 맺지만, 입체 상에서는 분명 차이 이 있

다. 평면 인 일반 상은 상 됨과 동시에 이야기의 

사건들에 의해 객이 몰입하는 주 인 시간만을 다

루는 반면, 입체 상은 서사  구조이외에 환 인 

가상공간속에 몰입할 수 있는 입체에 한 객들의 

응도도 다루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체감의 연속성과 연 이 있다. 를 들어 

장면의 표 력을 높이기 해 연결되는 Shot에 한 입

체감 차이가 많을 경우이다. 다시 말해 앞 Shot의 입체

감에 응된 객들은 다음 Shot에서 갑작스럽게 변화

한 입체감에 바로 응을 하지 못해 시각 피로를 유발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입체감의 차이가 없도록 하여 Shot을 환시키거나 그

지 않다면, Dissolve나 암  처리하여 객이 

Convergence를 재조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부여

해야 한다[표 3].

표 3. <드래곤 길들이기>(2009)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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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체 상은 카메라와 피사체 움직임에 따라 

몰입에 한 해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 으로 빠

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해 빠르게 패닝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카메라의 속도를 히 조 하

거나, 카메라가 움직이는 피사체와 함께 이동하도록 하

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사체의 움직임이 무 빠르게 

애니메이션 되는 경우, 입체를 인지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생기는 MotionBlur 등의 잔상효과로 몰입에 방해

가 되기 때문에 피사체의 움직임을 Slow Motion 기법 

혹은 Time Warp 기법을 사용하여 히 조 하는 것

이 좋다. 이러한 사례로 편과 달리 변신과정의 속도

가 히 차이가 나는 화<트랜스포머 3>(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의 상 콘텐츠들은 임 술이지만, 근본

으로 공간  한계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간  한계를 극복하기 해 과거 르네상스시 의 회

화에서부터 원근법 등을 사용하여 화면의 깊이를 표

함으로써 실과 착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재 하게 되

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입체 상은 평면

공간에서의 원근법으로 표 된 미학 인 단방향성 깊

이에서 양방향성 깊이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평

면 상 공간과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한 공간연출을 해

야 한다. 다시 말해 입체 상은 객이 물체의 치를 

실존  공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상공간에 한 체

험이 완벽히 가능해지도록 깊이를 표 할 수 있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트 페인 (Matte Painting), 

Camera Projection Mapping과 같은 기법으로 실제 깊

이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표 4. 공간별 피사체 유무에 따른 입체감

5. 자막과 피사체 특성에 따른 입체감
화 속에서의 주제는 연 된 수많은 복선과 장면, 

사에서 풍기는 뉘앙스와 그들의 표정, 몸짓 등에서 

그 의미를 알게 된다. 이것은 상 콘텐츠의 특징으로 

이미지를 시각화시켜 구체 인 의미를 객에게 달

한다. 그 기 때문에 추상 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게 하

는 문학작품과는 다른 것이다. 화 혹은 다양한 상

콘텐츠들은 상, 원어, 자막의 세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어 의미를 달하게 되는데, 그  자막은 구체화된 

상 이미지에 사실감을 부여하는데 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 

입체 상에서의 자막은 자체로서의 의미로도 작용

한다. 하지만 Z축의 확장으로 인해 가상공간이 추가되

면서 깊이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오 젝트 의미를 

지니게 되어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즉, 자막을 부

한 치에 배치하게 되면 객에게 시각피로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드림웍스의 <드

래곤 길들이기>(2010)에서는 자막을 스크린의 가장 앞

으로 돌출시켜 치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입체를 

객에게 달하 다.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되어 이후 제

작된 입체 콘텐츠들의 자막처리 한 개선되었다.

표 5. 자막 위치에 따른 입체감

입체 상에서의 피사체들은 스크린안의 가상공간을 

실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기 때문에 몰입에 있

어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입체라는 특수한 

조건을 더욱 극 화시키는 피사체가 있는 반면, 그 지 

못한 피사체가 있다. 자의 경우는 긴 형태를 지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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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큰 부피를 지니는 물체가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는 

불규칙한 변화로 부피감을 느끼는 못하는 불, 연기 등

이 해당된다. 따라서 효과 인 입체 콘텐츠 표 과 

객의 몰입을 해 상황에 맞는 한 선택이 필요하다.

Ⅲ. 3D 그래픽 기반의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

1. Stereo Camera
컴퓨터의 발달은 디지털 이미지 구 에 도움이 되어 

재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입체 콘텐츠는 실

보다 더욱 실감나며, 생동감 있는 표 이 가능하게 되

었다. 한 소 트웨어의 보   개인용 PC보 과 성

능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져 회사가 아닌 개인 한 입체 

콘텐츠 제작이 쉽게 이루어져 구나 3D 입체 상 콘

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Autodesk사의 

Maya는 Sony Pictures Imageworks, Disney Feature 

Animation, Dreamworks와 공동연구 끝에 Stereo 

Camera와 뷰포트에서 실시간으로 Stereo Preview가 

가능하게 하는 모듈을 포함하여 출시되었으며, 그 기능

이 우수하여 재 부분의 입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

사에서는 Maya를 사용하고 있다.

3D 로그램을 이용한 입체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서 가장 요한 것은 Stereo Camera를 정확히 사용하

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체 촬  방

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Off-Axis는 입체카메라의 기본

값이며, Converged를 보완시킨 촬 방식으로 구나 

쉽게 입체 상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아주 용이하다. 

주로 Full CG로 입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한다. 

Conve rged는 교차식 촬 으로 Toe-In 옵션을 조 하

여 교차  치를 변화시킨다. 이 교차 은 0 의 치

와 같다. 교차식 촬 의 장 은 경에 있으며, 화면 

앙에 치한 피사체에 해 입체 효과를 강조하기가 용

이하다는 것이며, 단 으로는 과다한 입체효과로 두 

상의 수직시차가 일치 되지 않는 키스톤 상을 일으키

게 된다. Parallel은 평행식 촬 으로 0 이 없고, 피사

체가 왜곡되는 부분이 없어 의 피로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 은 있으나, 의도  혹은 강조를 하고자하

는 입체효과를 제작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단 이 있다. 

일반 으로 넓은 공간에 한 입체 촬  시 사용한다.

그림 12. 입체촬영방식에 따른 입체감 차이

두 번째, 두 개의 상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시차간

격의 차이가 없는 0 지 인 Zero Parallax의 치를 설

정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Zero Parallax의 치에 의해 

Negative(돌출) 역과 Positive(후퇴) 역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13. Zero Parallax 위치에 따른 입체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1120

참고로 Zero Parallax는 화면상에서 디스 이시켜 

입체 콘텐츠 제작 시 용이하게 치를 악할 수 있지

만, 즉각 인 조 이 되지 않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에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시 다음과 같이 셋

하면 아주 손쉽게 조 할 수 있다. 먼 , Locator를 생

성하고, Z.P의 치에다 배치시킨 후, 입체카메라와 

Locator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때 DistanceDimension 

-ShapeNode가 생성되고, 이 Node의 distance 속성과 

입체카메라의 Z.P속성을 연결한다. 그리고 입체카메라

가 항상 Locato r를 바라보도록 설정하면 화면상에서 

Locator의 치변화 시 Z.P가 즉각 으로 조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Zero Parallax와 Locator의 연결

세 번째, 양안시차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입체 카

메라이기에 장면에 합한 Left와 Right Camera의 거

리를 조 해야 한다. 두 의 카메라 간격에 따라 입체

효과의 강약이 조 되기 때문이다.

그림 15. 카메라간격에 따른 깊이감

2. 시차(Parallax)조절 및 안전영역 설정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시 두 의 카메라 간

격조 은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왜냐면 간격이 

무 넓어지면 두 상이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여 객

들에게 시각피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카메

라 간격조 을 입체 상에서는 시차(Parallax)조 이라 

한다. 시차조 을 한다는 의미는 픽셀의 수를 악하는

데 부터 시작되는데, 두 상사이의 픽셀 수가 많으면 

입체효과가 강하며, 으면 약하게 표 된다. 픽셀 수를 

구하는 방식은 각 제작회사마다 고유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여러 테스트와 경험에 의해 갖춰지는 

것이기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으로 3%룰을 용하는 방법과 Calculator를 

사용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 시차를 조 하게 된

다. 먼 , 3%룰은 카메라로부터 경까지 거리의 1/30

당 1inch(2.5cm)로 계산되는 기 을 의미한다. 즉, 카메

라 간격을 6.35cm (2.5inch)로 설정하면, 카메라로부터 

2m 떨어진 피사체를 촬  시 효과 인 입체 상을 얻

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3%룰 방식은 정지된 

입체 이미지 혹은 실사 촬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다.

그림 16. 실측 공간구성 
  

그림 17. 비실측 공간구성

<그림 16>과 같이 실측으로 모델링을 한 경우에는 

Interaxial Separation = 6.35 / Zero Parallax = 254인 

기본값을 사용하면 된다. 이때, 후퇴 역의 피사체 치

는 최  경피사체 픽셀 수의 1.5~2배정도인 치로 

설정해 다. 그러나 <그림 17>과 같이 실측으로 모델

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경 피사체 오 젝트의 

거리가 200에서 40으로 5배 어들었으므로, Interaxial 

Separation : 6.35 / 5 = 1.27, Zero Parallax  : 254 / 5 

= 50 로 값으로 조 한다. 후퇴 역 설정은 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음은 Calculator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것은 주로 실사 입체 촬  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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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으나, CG로 콘텐츠를 

제작 시에는 실측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 에 맞게 수치를 변환시켜 사

용하면 된다. 재 카메라 간격 값을 알아내는 

Calculator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Stereo Base 

Calculator[4]를 기 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18. Calculator를 이용한 카메라 간격 조절

먼 , 3차원 공간에서 카메라의 가장 가까운 피사체

와 가장 먼 피사체의 거리 값을 측정한 후 Calculator의 

dMin과 dMax에다 기입하고, 해당 카메라의 거리 

값을 Lensf에다가 기입한 후, Cal! 버튼을 클릭하면 

Base에 카메라 간격 값이 도출된다. 도출된 값을 Maya 

입체카메라의 Interaxial Separation에다가 용한 후 

Z.P의 치를 3%룰의 3차원 공간을 실측으로 모델링하

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계산하여 조 하면 된다[그림 18].

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카메라 간격 값이 설정

되면 Z.P의 치를 기 으로 최  시차 역을 설정하

여 돌출 피사체에 한 입체값이 그 범 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객들에게 시각 피로 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한 시차는 콘텐츠가 보여 지는 스크린의 크

기에 향을 받기 때문에 입체 콘텐츠 제작 시 항상 염

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스크린의 크기 등을 고려한 

최  시차 값을 얻기 해서는 USC School의 3차원 체

험 연구소 창립 로그램 리자인 Philip Lelyveld가 

제시한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Rendering Size / Screen Size) 

              * Interocular Distance = PP(pixel)

40 ft(480인치) 극장용 스크린일 경우에는 (1920 

pixel(67.73cm) / 480 inch(1219.2cm)) * 2.5 inch 

(6.35cm) = 0.35cm (단 변환 = 10 pixel)과 60인치 3D 

TV일 경우에는 (1920 pixel(67.73cm) / 60 inch 

(152.4cm)) * 2.5 inch(6.35cm) = 2.82cm(단 변환 = 80 

pixel)의 시차 값이 나온다. 후퇴되는 역의 최  시차 

값은 돌출 역 값에 2배 정도까지 설정한다.

여기서 요한 것은 시차의 안 역 픽셀 값은 최

값이지 값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피사체의 움직임

이 최  시차 값 이상을 가졌을 때 시각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된 입체연출이 아닌 경우에는 시차 

안  역 안에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로 Dreamworks 에서는 Negative의 최 값을 30 pixel, 

Positive의 최 값을 50 Pixel로 설정하고 있으며[5], 

Pixar는 주로 약한 입체감을 표 하기 해 Negative의 

최 값을 10 pixel, Positive의 최 값을 18 pixel로 설정

하고 있다[6]. 만약, 와 같은 공식에 의해 최 시차 

역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 6]과 같이 설정한다.

시각피로를 최소화하는 역의 구분

Comfort Zone에서 관람이 편안한 
정도를 구분한다면 좌측의 그림처럼 
녹색부분으로 올수록 편안하며, 붉
은색 부분으로 갈수록 시각피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
기에 일반적으로 60% 이내의 영역
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표 6. 입체 안전영역

3. Multi-Rig Camera   
Multi-Rig 기법이란, 하나의 장면을 여러 의 카메

라를 이용하여 입체값을 조 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법은 경과 배경에 치한 피사체가 서로 무 

멀리 치해 있는 상황이나, 특정 피사체가 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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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밖으로 움직여야 할 경우 등 하나의 피사체를 기

으로 카메라 간격 값을 쉽게 조 하기 힘들 때 사용

된다. [그림 19]에서 보듯이 피사체 A, B가 가까이 있다

가 서로 움직이는 방향이 반 가 되어 피사체 A가 카메

라에 근 하게 된다면, 하나의 입체카메라로 촬 할 때 

입체값이 강해져 시각피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경우 

부분 경 피사체 A에 맞춰 카메라 간격을 이게 되

는데, 그 결과 피사체 B가 있는 역은 입체값이 아주 

약하게 표 되어 평면 으로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

된다.

그림 19. 하나의 입체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그림 20. 이안 촬영 렌더링

하지만, [그림 21]에서와 같이 입체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여, 안쪽의 입체 카메라는 경 피사체 A에 맞추

어 조 하고, 바깥쪽의 입체 카메라는 피사체 B에 맞추

어 조 한다면 [그림 19]에서 본 문제 을 쉽게 해결함

과 동시에 한 입체값을 표 하게 된다.

그림 21. 여러 대의 입체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그림 22. 다안 촬영 렌더링 

한편, Pixar에서는 Multi-Rig 기법을 단순히 입체값

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새로운 스토리텔링

의 도구로 사용하여 가상공간을 표 하기도 했다. 그 

로 2010년에 제작된 Pixar의 입체 단편 애니메이션인 

<낮과 밤(Day&Night)>이 있다. [그림 23]은 본 연구자

가 <낮과 밤>의 한 장면을 Multi-Rig 기법을 사용해 

하나의 사례로 표 해 보았다.

그림 23. 스토리텔링 도구로 사용한 예

이러한 Multi-Rig 기법은 실사촬 에서는 장비의 복

잡한 문제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CG를 사용하

여 입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이 기법의 요성이 부각되어 최근에 발표

한 Autodesk Maya 2012에서는 화면상에서 즉각 으로 

카메라마다 입체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Ⅳ. 결 론

3D 입체 상 콘텐츠는 과거에 특수 목 을 가진 장

소, 즉 테마 크 등의 흥미를 돋구는 일종의 뉴미디어 

콘텐츠로서 고비용의 장비구축, 제작 로그램의 기술



3D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법 연구 123

 미흡, 제한 인 시장 범  등의 이유로 깊이 있는 

근이 어려웠으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재의 

입체 상 콘텐츠는 람  제작 분야에서 더 이상 특

별한 상이 아니게 되어 국내에서도 3D 입체 상 콘

텐츠의 제작건수가 과거에 비해 속히 늘어났다. 더불

어 입체 콘텐츠 제작 련 기술에 한 연구  교육이 

꾸 히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부분 실사촬   컨

버  기법, 디스 이 장치 등의 공학 분야에 련된 

연구로 치 되어 입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3D CG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상태로 

사료된다. 입체 상이 활성화 된지 2년이 채 안된 국내

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체계 인 3D 그래픽을 활용한 

입체콘텐츠 제작기술에 해 이론화하는 노력이 필요

한 시 이라고 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3D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

작에 있어서 본질 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D 상과 

다른 입체 상의 특성에 한 이론  논의와 콘텐츠 제

작에 있어 기술  요소인 3D 그래픽 로그램을 활용

한 입체표 과 제작방법에 해 연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 다. 첫 번째, 입체 상에 있어서 

기존의 2D 상과는 달리 기획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Depth Script Design과 시· 공간, 자막 등의 입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객에게 실재감 있는 상을 보여

과 동시에 시각피로를 최소화시키는 연출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입체 상 콘텐츠 

제작 시 단순히 입체감을 사람의 시각에만 의존하여 제

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입체안경을 쓰고, 모니

터를 보며 입체감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단해서

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입체 콘텐츠가 보여

지는 스크린 크기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

법은 입체 상이 최종 으로 상 될 모니터 혹은 스크

린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고가의 장비, 혹은 극장

과 같은 특수한 장소 여에 따른 고비용 등의 이유로 

최종 인 입체값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스크

린 크기에 따른 시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입체

값을 구하면 효율 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3D 

그래픽에서는 Multi-Rig와 같은 특수카메라를 쉽게 사

용하여, 이안촬 에 있어서 일어나는 과도한 입체값에 

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 Multi-Rig 카메

라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3D 입체 상 제작기술은 재에도 개발이 진행 이

고,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하루가 다르게 도입되고 있

지만 3D 그래픽을 이용한 기술력이 그 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한 어려움으로 인해 노하우 축 이 쉽게 되지 않는 국

내의 상황을 고려하고, 더 이상 입체 산업 선진국의 기

술력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기 해서는 본 연구를 기본

으로 활용하여 향후 효과 인 3D 입체 촬 과 편집

에 한 자료축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교육 분야

의 활성화로 입체콘텐츠 인 라 구축을 한 자료로 활

용되어 문 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명, 입체 상은 21세기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있

어서 가장 기 되어지는 상매체  하나이며, 우리에

게 커다란 즐거움을 가져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제작 노하우에 따른 좋은 기술력이 뒷받침 되었을 때에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고, 고품질의 입체 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해서는 기본 인 연구부터 지속 으로 신

히 다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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