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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기술구현에서의 포토리얼리즘 효과 

- 겨울왕국의 이미지 재현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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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며 3D 애니메이션

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이러한 흥행 원인 가운데에 이른바 최첨단 디지털 기

술의 적합한 도입 및 사실적인 재현에 의한 영상 콘텐츠 효과는 사진매체의 리얼

리티 구현을 통해 가상현실과 이미지 재현이라는 영상미학의 의미 전달 및 경계를 

재해석해 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발달은 

사진의 특수성을 부각한 3D 리얼리티 이미지에 의한 가상현실을 구현함으로써 실

재와 가상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효과를 자아낸다. 기존의 리

얼리티의 개념을 초월한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콘텐츠 기술 및 영상미

학적 측면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와 벤야민의 아우라 이론에서 살필 수 있다. 

여기에서 포토리얼리티에 의한 3D 이미지는 가상현실의 존재적 가치 및 리얼리티

의 의미 생성 과정 그리고 공간 표현의 실재성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

다. 

2014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겨울왕국’은 이러한 영상기술 및 미학적 의미를 바탕

으로 3D 애니메이션의 이미지 재현성을 극대화하여 상업성, 예술성, 창조성의 발

전을 도래하게 하였다. 여기에서의 허구적 리얼리티 기술 구현 및 의미 전달은 예

술과 상업, 그리고 미학과 논리 사이의 관계 변화를 통해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문화 영역 및 네트워크 형성 작용에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

화와 사회, 재현과 현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대립과 경험의 

긴장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가상현실 ,리얼리티, 포토리얼리즘, 겨울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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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겨울왕국’은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역대 최고의 

흥행작이다.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넘어섰고, 글

로벌 극장 수입만도 12억 달러를 넘어섰다.1) 애니메이션 한편이 

자동차 수만 대를 파는 효과를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러한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스토리텔링의 신선함, 다

양한 캐릭터들의 현재화를 모색한 부분 등 다음의 선행연구들에

서 그 이유를 살필 수 있다.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은 할리우드 작품들에 비해 스토리와 연

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스토리와 

레이아웃 부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전문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보다는 유아용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에 

국한되어 있는 점에서 살필 수 있다.2) 그리고 과거의 애니메이션

은 주로 어린이 대상의 오락물로 취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

의 내용이 권선징악, 해피엔딩과 같은 결말을 쉽게 예측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

이션은 과거의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관

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2010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라푼

젤(Tangled)>에서는 능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디

즈니는 <겨울왕국>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

를 보여주기 위해 원작을 각색하고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특수배

경 효과에 노력을 기하였다. <라푼젤>과 <겨울왕국>은 공히 평민

남자와 공주의 만남이라는 구도 형식의 공통점이 있지만 <겨울왕

국>은 이러한 남녀의 갈등 관계를 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기 

1) 12억 2천 만 달러, 인터내셔널 박스 오피스(2014년 5월 27일) 집계,Moviefone, 

   http://news.moviefone.com/2014/05/27/frozen-highest-grossing-box-office/

2) 박석원,  ｢한국장편 애니메이션과 미국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공정의 차이｣,
『애니메이션 연구』, Vol.10 No.2(2014),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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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세계와의 갈등에 초점을 두어 스토리를 전개한다.3) 

<겨울왕국>의 성공적인 요인 가운데에 또 하나는 두 여자 주인

공의 모습이 이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이기 때문이다. 2006년 댄 

킨들런의 책 <알파걸(Alpha Girls)>에서 보여주는 알파걸이란, 

이 시대를 살아 가기위해 순종적이고 순진한 소녀가 아닌 소년들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한, 모든 면에서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녀를 말한다고 한다. <겨울왕국>에서는 이러한 알파걸의 모습

을 연상하게 하는 두 공주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신의 능력을 자

신만의 공간에서 펼쳐내는 언니 엘사와 세상을 향해 맞서는 동생 

안나를 통해 관객들은 그 동안의 멋진 왕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이미지의 공주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공주 이미지에 흥미를 느끼

고 공감한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감하게 되는 또 다른 이

유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 안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

는 감정인 사랑과 공포에 관한 내용이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거

기에 실재와 같은 영상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악이 곁들여져 

디즈니 특유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하게 되었다.4) 이러한 

<겨울왕국>의 흥행에 이어 다각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쏟아졌는

데, 이 가운데에 기호학적으로 캐릭터들의 성격을 분석한 논문도 

있다. 여기에서는 캐릭터들의 행동과 성격을 분석하여 9가지 유

형으로 나누었다. 기존의 선과 악이 분명한 캐릭터들과 달리 <겨

울왕국>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유발5)하여 흥행에 성공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 및 마케팅 시

3) 서유석, ｢영화리뷰<겨울왕국(Frozen)>: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겨울 매력에 빠

지다｣,『통일한국』, Vol.-No.363(2014), p 73

4) 김애령, ｢‘알파걸’시대의 공주이야기,<겨울왕국>｣, 『여/성 이론』, Vol.- 

No.30(2014), p219-220

5)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을9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개혁가, 돕고자하는 사람, 성

취 하는 사람, 개인주의자, 탐구자, 충실한 사람, 열정적인사람, 도전하는 사

람, 평화주의자로 나누었다. 겨울왕국의 캐릭터에서는 성취형의 동생 안나와 

개혁가형인 언니 엘사, 도움을 주는 유형인 얼음장수 크리스토프, 열정형인 

눈사람 올라프, 자기주장이 강한 유형인 한스 왕자로 나누었다. 공현희, ｢<겨
울왕국>의 서술구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일러스트레이션 포럼』,Vol.38 

No-(2014),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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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현황은 그리 밝지가 않다. 특히 3D 기술 구현 및 콘텐츠 시

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 영상 기술의 수준도 세계화에 뒤지지 않은 기술 보유국으로 

급성장하였지만, 현실은 콘텐츠 기술 발전 및 성장을 둔화시키는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데에는 단순히 애니메이션 시장의 마케

팅 부재의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본

질적 원인인 사회적, 정치적, 미학적, 심리학적, 영상기술 등의 

문제들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이른바 사실적인 캐릭터와 배경 이미지 그리고 카메라 효과를 재

현하여 만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애니메이션에서도 포토리

얼리즘의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영상 기술 콘텐츠 및 미학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3D 이미지는 사진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움직

임과 시간성을 바탕으로 공간구성의 조형성 및 심미성을 통해 사

실과 같은 환영을 만들어 낸다. 입체감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적으로는 원근법을 이용하여 피사체와 피사체 간의 

거리, 배경과 피사체와의 관계 움직임에 의한 원근감의 차이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영상연출과 촬영법을 이용하면 

입체감을 강조할 수 있다.6) 이러한 영상 기술의 포토리얼리티 효

과로 관객의 몰입 도를 높여 2013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겨울왕

국>에서는 다루는 배경이나 소재 등이 실제 배경이 모델이거나 

현장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사 구현과 시뮬레이션 효과에 의

한 것이다.7)  이는 3D 기술 구현에서 포토리얼리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 것으로 사실적인 캐릭터와 배경 이미지 그리고 카메라 

효과를 재현하여 만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그것의 디지털 

기술 발전 및 효과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3D 애니메이션 기술 구현에서 ‘포토리얼리

즘(Photorealism)’의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 <겨울왕국(Frozen)>

6) 이선진, ｢3D애니메이션 영화의 카메라를 통한 깊이감 표현 연구  :  <크리스

마스 캐롤>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Vol.7 No.1(2011), p.42-44

7) 디즈니 한국 공식 웹사이트, http://www.disney.co.kr/movies/frozen/, 검색

어: 디즈니 제작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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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이미지 재현성을 중심으로 그것의 기술적· 영상미학

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실재성 및 이미지의 파급력을 직접적으

로 경험할 수 있는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상현실의 존재적 가

치 및 리얼리티의 의미 생성 과정 그리고 공간 표현의 실재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포토리얼리즘에 내재한 미학적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이론과 벤야민의 아우라 이

론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리얼리티 개념을 고찰한다. 또한 

<겨울왕국>의 이미지 재현성을 탐구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의 리얼

리티 효과 사례를 검토한다. 나아가 포토리얼리즘이 3D 애니메이

션의 기술 구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특

히 겨울왕국에 담긴 디지털 영상 분석 및 해석을 통해 디지털 콘

텐츠 분야의 기술적․ 영상미학적 측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포토리얼리즘 이론 고찰

사진이 발명된 초기에는 사진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순간의 기록이라는 사진적인 요

소를 이용한 회화가 생겨나면서 사진의 예술성이 부각되기 시작

했다.8) 이는 매체와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사진이 예술이라는 

시비를 역으로 해석하여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영상에서의 포토리얼리즘은 기존의 회화와 같은 예술에서의 

8) 1839년 프랑스의 풍경화가 다게르(Jacque-Mandet Daguerre)에 의해 공식적으

로 사진이 발명된 이래로  사진은 현재까지 회화와 함께 발전되어왔다. 사진

이 발명된 초기에는 사진을 예술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그저 회화에서

의 부수적인 역할로 간주되거나, 예술적 요소가 아닌 카메라 기술에 의해 만

들어진 이미지 혹은 인덱스로 인식되어왔다. 이렇게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사

진은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순간을 담아내고, 인간의 기억에서 잊혀 

질 수 있는 장면을 포착해 남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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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얼리즘9)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사진은 그 자

체의 특징과 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창조성을 갖는 매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진의 리얼리티10)에 대한 해석이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간주되어 사진을 독자적인 예술매체로 인정하게 했다.

1. 보드리야르와 포토리얼리즘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끌었던 보드리야르는 미술에서 

실제적인 것의 재현을 통해 원본의 우월성을 배재하고 인간의 경

험을 하이퍼리얼한 것으로 규정했다. 실재가 아닌 파생실재로 전

환되는 작업으로 그 안에 모든 대체물을 시뮬라크르라고 했다.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이론은 원본성의 개념이 사라지는 현대

에서 모조품이 지배하는 시뮬라시옹 세계를 말하고 있다.  현실

을 모방한 가상세계가 현실을 지배함으로써 현실로부터 현실의 

이미지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가상적 현실모델로부터  현실

이 생겨나는 것이다.11) 이러한 단계에서는 현실과 현실 사이의 

이미지 관계가 모호해 지면서 현실이 허구가 되고 허구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matrix)>2편 리로디드에서 주인공 

네오는 사실은 가상의 인물이며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한 인물이 서가에서 책을 한권 꺼내든

다 그 책이 바로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인데, 

현실을 위협했던 가상이 어느새 현실을 잡아먹고 주변으로 밀려

난 현실이 가상 성을 폭로하게 된다. 

9) 포토리얼리즘이란 하이퍼리얼리즘(Hyperrealism), 슈퍼리얼리즘

(Seperrealism)과 같은 의미로도 해석되며,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사실이 아

닌 사진의 이미지로 생각하여 모든 부분에서 세밀한 표현을 하는데 사물을 사

진과 같이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10) 사진은 현실 그 자체나 현실의 대응이 아니라 작가의 이미지라는 사실에 대

한 이해이다. 단순히 현실의 복사가 아니라, 리얼리티의 우연한 발견, 그 이

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할 때 창조적인 사진이 발전할 수 있다. Petr Tausk, 

하종희 옮김, Photography in the 20th Century,『20세기 사진사』, 눈빛, 

1995, p.166

11) Luke, Timothy W , "Power and politics in hyperreality: The critical 

project of Jean Baudrillard", Social Science Journal, Vol. 28 Issue 

3(1991), p.3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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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재 매개되는 시뮬라크르는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포

토 리얼리티를 만들어 내면서 원본의 우월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인공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보는 사람들을 압도시킨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시뮬라시옹은 원본도 사실도 없는 실재(real)를 말한다. 

이러한 가상의 실재를 파생실재(Hyperreal)라고 하는데 시뮬라시

옹에 의해 만들어지는 실재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재와는 다르

다.12) 전통적 미학에서의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숨기는 것

에 비해 보들리야르의 시뮬라시옹에서의 이미지는 사실과는 무관

한 이미지 자체가 순수한 시뮬라크르가 된다.13) 

2. 발터 벤야민과 포토리얼리즘

발터 벤야민이 사진의 복제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1900년대 

전후에 예술의 기술적 복제가 예술작품의 영향력에 심대한 변화

를 끼치고, 예술의 작업방식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했다.14) 사진을 전통적인 예술이 아니고의 또 다른 장르의 예술

로 보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

는 객관적인 특성이 특수화 되면서, 이러한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예술작품의 대중화를 선도하게 되었다. 벤야민은 대중매

체가 등장한 시기를 ‘기술의 재생산시대’15)라고 규정하고, 이 

시대를 ‘아우라의 몰락16)’이라고 표현하였다. 아우라라는 개념

은 사전적 의미로는 ‘영기’, ‘신비스러운 효력’ 등으로 번역

12) Pogell, Sarah , "The Verisimilitude Inspector: George Saunders as the 

New Baudrillard?", Critique. Vol. 52 Issue 4(2011), p.460-478.

13) Jean Baudrillard, 하태완  역, Simulacres et Simulation,  『시뮬라시

옹』, 민음사, 2013, p.39

14) Walter Benjamin, 최성만 옮김,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h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Kleine Geschichte der Photographie,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길, 2014, p.102

15) Peim, Nick , "Walter Benjamin in the Age of Digital Reproduction: Aura 

in Education: A Rereading of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41 Issue 

3(2007), p.363-376

16) 심혜련 , 『20세기 매체철학』, 그린비, 201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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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본래 철학적인 개념은 아니고, 주술적․ 종교적인 의

미로서 쓰였다. 아우라를 가진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측면은 원본성(originalität), 진품성(echtheit), 일회성

(Einmaligkeit)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7) 매체미학의 선구자인 

벤야민은 이런 이론을 통해 전통미학을 반대하고, 사진이나 영화

와 같은 기술의 재생산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의 상업예술

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는 사진의 복제성이 전통적인 회화와는 

다른 아우라를 담아낸다고 하였다. 특히 사진의 절대 반복성은 

과거의 어느 시점을 카메라를 통해 예술화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9세기의 벤야민이 말하는 사진의 복제는 지금의 디지

털 복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사진은 아날로

그 형식의 필름을 통해 복제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의 디지털 복

제는 원본과 복사본이 모두 같은 형식이다. 지금의 디지털 이미

지와 비교한다면 예전의 아날로그방식에서 는 회화에서의 아우라

인 원본성과 진품성 그리고 일회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단 한 

개의 필름을 통해 얻어지는 한 장의 사진을 갤러리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방법이라면, 기존 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우라를 가질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

털 환경에서의 복제는 원본과 복사본이 같고, 인터넷상에서 다수

에게 보여 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진에서 보

여 지는 아우라는 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3D 애니메이션 리얼리티 효과

사진 매체는 회화가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인 ‘영상의 

정확성’18)을 바탕으로 회화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분야에서도 응

용되고 있다. 3D의 경우 이미지의 포토리얼리티 인화과정을 거친 

이미지 혹은 동영상에서의 스틸 이미지 등 기존의 사진을 캡처, 

저장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은 사진의 예술성 및 특수한 기술적 측

17) 심혜련, 앞의 책, p.46

18) Petr Tausk, 앞의 책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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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관련이 깊다. 렌즈의 특성과 카메라의 위치설정 및 움직임

은 가상의 공간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데 중요하다. 애니메이

션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나 이미지에 움직이는 듯 한 착각을 만

들어 내고,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현실에서는 불가

능한 운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또 다른 환상 성을 제공한다.

초창기 디즈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의 영화에서 사용하는 편집

방식이나 각색, 카메라 움직임과 같은 방법을 적용시켰다. 그로

인해 더욱 실제와 같은 리얼리티를 구사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기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적용함으로서 애니메이션 시장을 이끌어갔다. 1937년에 제작된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 and Seven Dwarfs)>는 사

진적인 리얼리티의 측면과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조합해서 만들어

졌는데 멀티플레인(multiplane) 카메라를 이용하여 프레임 하나

하나를 직접 촬영하였는데 캐릭터와 배경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로토스코핑(rotoscoping)기법을 이용

하여 실사와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로인해 애

니메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리얼리티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19) 1989년도에 제작된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그림1>는 2D의 캐릭터 이미지와 3D의 배경이미지를 이용

하여 훨씬 입체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사실적인 

표현은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발전되어왔다. 애니메이션에서의 

사실적인 표현을 위한 요소인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디테

일한 표정의 변화, 실제 같은 배경 등에 의해 보는 사람은 실재

가 아니지만 실재라고 느껴지게 된다.

19) 전형도, ｢2D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사실적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한국디

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no.-(200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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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녀와 야수

1995년에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Toy 

Story)>가 만들어졌다. 기존에 영화제작방식과 애니메이션제작방

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첨단 컴퓨터 기술방식에 디즈

니의 사실적인 서사 성을 도입한 토이스토리는 컴퓨터 애니메이

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2001년에 개봉한 <파이널 판타지

(Final Fantasy)><그림 2>는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기술

적인 면에서는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의 

리얼리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림 2.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판타지에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기술적인 발

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리얼리티를 구사했기 때문이

다. 실제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도 관객은 실제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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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지하게 되어 애니메이션에서 추구하는 환상적 리얼리티를 

만족 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는 것

은 다르다. 2006년에 제작된 <해피피트(Happy Feet)>는 펭귄이 

사실적인 조류의 모습이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더 닮아있다. 다

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 펭귄이 아니고 펭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상을 바탕으로 하는 허구적 리얼리티

는 오히려 관객에게 즐거움을 준다.20)

<겨울왕국> 본편이 시작하기 전에 상영된 단편 <말을 잡아라>

에서 흑백 애니메이션과 3D애니메이션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미지

를 보여준다. 미키마우스가 악당 캐릭터를 혼내주는 가벼운 내용 

안에 디즈니는 자신들의 전통 위에 기술적인 면을 적용시키겠다

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21) 이는 디즈니  스타일로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의 2D에서 3D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IV. 겨울왕국의 포토리얼리즘

회화에서의 리얼리티와 같이 <겨울왕국>에서의 포토리얼리티 

효과는 현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묘사한다. 예컨대 여

름 속에서 갑자기 겨울로 바뀌고 또 다시 여름이 되는 것을 자연

스럽게 보여준다던지 여름 안에서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가운데에 

다양한 형태의 겨울을 상징하게 되는 눈의 모습은 이 애니메이션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적인 눈의 묘사를 위해 제작

진은 눈 쌓인 와이오밍에 가서 직접 눈밭을 걸으며 캐릭터를 연

구했고, 사실적으로 보여 지기 위해 덩어리진 눈, 가루눈, 온도

20) 임현지, ｢3D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사실성에 관한 비교연구: 해피피트를 중심

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1(2007), p.7

21) 백지홍, ｢(Essay)전통과 변화 그리고_<겨울왕국>｣,『미술세계』, 통권 351호

(2014),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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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는 눈의 형태를 연구해 재현해 냈다. 실제의 각기 

다른 배경 온도에서의 눈과 얼음의 결정체 시각 효과를 담아 배

경과 상황에 맞게 재구성<그림3>하였다. 그래서 안나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눈 폭탄 맞는 장면이나 크리스토프와 안나가 눈 위로 

떨어지는 장면은 실제와 거의 흡사해 보인다.22)

그림 3. 눈의 모습

또한 환상적 리얼리티를 잘 나타내 주는 요인 중 실제로는 존

재하지 않는 얼음 성을 꼽을 수 있는데, 엘사가 머무는 얼음 성

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진은 퀘벡 주에 있는 얼음 호텔에서 지내

면서 얼음이 빛에 반사되는 모습과 시선에 따라 바뀌는 얼음의 

색을 캡처해 재현해 냈다.23) 

<겨울왕국>의 실제 배경이 되는 아렌델 왕국은 노르웨이 베르

겐의 피요르24)라는 지역이다. 원작의 배경인 노르웨이를 재현하

기 위해서 캐릭터들의 의상, 카펫, 벽지, 디자인 소품 등을 작품

에 반영해 현실성을 더했다. 이렇게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시각

적 비주얼에 애니메이션의 요소를 가미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몰

22) 유니온프레스 뉴스,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199, 검색어: [인

터뷰] 피터 델 베초, 제작자가 밝힌 ‘겨울왕국’ 탄생기

23) 유니온프레스 뉴스, 앞의 글

24) 빙하가 흘러내려 U자형의 좁고 가파른 계곡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해수가 채

워지는 곳을 피요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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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영화 속에서 주요캐릭터들은 

창백한 피부색깔과 은빛 또는 금발머리들이 많고 북유럽 대표적

인 요정인 트롤이 등장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징과 민속성이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25)

그림 4. 노르웨이 베르겐 VS. 겨울왕국 이미지

3D 애니메이션은 디테일한 사실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공간구성

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사실과 같은 환영을 만들어낸다.26) 애

니메이션에서의 배경공간은 주로 인물의 심리상태나 극적상황 등

의 스토리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데 <겨울 왕국>에서는 주제곡 

‘렛잇고(let it go)'가 나오는 부분에서 롱테이크 기법27)<그림

5>을 사용했다. 홀로 먼 길을 떠나는 주인공의 외로운 모습은 롱 

테이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배경 화면을 이동시키면서 관객으

로 하여금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이 장면에서도 인

25) 이윤종, ｢마녀와 왕녀사이:<겨울왕국>의 흥행으로 보는 한국의 오늘｣, 『문

화과학』, Vol.- No.78 (2014), p 156

26) 노인식., ｢포토리얼리즘과 3D이미지의 추상적 개념고찰: 극사실회화와 3D이

미지의 추상표현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Vol.9 No.-(2006), p.339

27) 롱 테이크는 하나의 쇼트를 끊지 않고 길게 촬영하는 방법으로 화면의 깊이

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공간의 깊이를 시공간의 

제한 없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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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인 조명으로 주인공을 비추는 데에, 그 효과는 배경과 인물

을 극적으로 나타나도록 강조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효과를 

극적으로 만드는 노래 가사와 주인공이 입은 드레스의 색상의 변

화는 캐릭터의 심리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애니메이션

에서 색상은 중요한 요소이다. 색상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이나 

이미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8) 드

레스에서 나타나는 디자인도 엘사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신의 욕

망을 억압시키는 이미지의 꼭꼭 여민 드레스와 장갑에서 목선을 

드러내고 여성성을 강조시킨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통해 주인공의 

자유로워지는 심적인 변화도 표현되고 있다.29) 여기에서도 자연

스러운 캐릭터의 동작으로 몰입 감을 더하게 되는데, 실제로 노

래를 부르는 이디나 멘젤이 녹음실에서 ‘렛잇고(let it go)'를 

부를 때 숨 쉬는 모습과 동작, 포즈까지 캡처해서 애니메이션으

로 재현했기 때문이다.

그림 5. 롱 테이크

28) 한지운, 김보연,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적용된 색채의 이미지와 상징에 대한 

연구: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디자인 협의

회』,Vol.2014 No.5(2014), p.219

29) 이혜원, 김민정, ｢<겨울왕국>을 통해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환상성｣, 『만

화애니메이션 연구』,Vol.- No.35(2014),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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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 테이크(Long Take) 외에 깊이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딥 포커스(Deep Focus)가 있다. 딥 포커스는 광각렌즈를 이용하

여 전경과 후경 모두 선명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전경과 후경 사이의 인위적인 거리감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인물 위주의 묘사나 심리적인 것을 표현하기에는 아웃포커스가 

필요하겠지만, 인물과 배경 사이의 원근감이나 배경과 인물의 전

체적인 설명에서는 딥 포커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겨울눈으로 뒤덮인 아렌델의 모습이나 산 아

래에서 산위의 엘사의 얼음 성을 보여주는데 이용되었다. 

<겨울왕국>에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허구적 캐릭터들을 통해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눈사람 

울라프와 트롤<그림 6>의 등장은 다른 인물 캐릭터에서 인지하지 

못한 허구적 가상현실의 실재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 관객은 이러한 허구적 실재 효과를 통해 감정이 이입

되어 몰입할 수 있으며 다른 인물 캐릭터에서 감지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가상현실의 실재성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 울라프가 

보여주는 허구적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엘사

의 다중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기도 하다. 눈사람

이면서 겨울을 동경하는 모습에서 차가운 겉모습 안에 따뜻한 마

음을 가진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울라프는 동생 안

나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않고 진실한 사랑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관습과 도덕적인 메시지를 이야기 곳곳에서 보여주면서 재미를 

유발한다. 또 다른 캐릭터인 트롤 역시 중요한 캐릭터이지만 분

량은 적다. 그러나 스토리 전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디즈니의 

전형적인 공식인 ‘진실한 사랑의 키스’ 라는 메시지를 알려주

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0)  

30) 이혜원, 김민정, 앞의 논문,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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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눈사람 울라프, 트롤

이러한 <겨울왕국>의 허구적 캐릭터들의 특성은 실재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는 시뮬라크르 이론에서 살필 수 있다. 보

드리야르에 따르면 시뮬라크르가 지배하는 세상은 실재도 아니면

서 더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이 지배하는 세계이며, 그 세계는 실

재의 파멸과 실재 그 자체가 폐허가 되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

았다. 시뮬라크르에 의해 실제로 실재의 쥐보다 미키마우스가 가

지고 있는 이미지가 더 강력한 세상이 되었다.31) 

<겨울왕국>에서의 엘사는 주인공인 동시에 또 다른 주인공인 

안나에게 시련을 주는 적대자라는 점에서 이중적이고 복잡한 인

물로 묘사된다.32) 동생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공포심으로 인해 동

생을 밀어내는 일이며, 위엄을 갖춘 군주라는 형상에 자신의 여

성스러움을 가둬놓는 일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공히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실재가 아니지만 더

욱 실재성을 띤 인물 캐릭터로 인해 자신을 투영하여 잠재된 또 

다른 자신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것은 아

닐까?

이렇듯 <겨울왕국>에서의 가상의 이미지들은 실재보다 더 사실

적으로 인식되고 또 그러한 이미지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영

31) Hegarty, Paul1 , "Constructing (in) the 'Real' World Simulation and 

Architecture in Baudrillard", French Cultural Studies. Vol. 19 Issue 

3(2008), p.319

32) 이윤종, 앞의 논문,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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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사진에서의 리얼리티와는 또 다른 아우라를 만들어 가상현

실의 실재성을 극대화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3D 기술 구현에서 포토리얼리즘의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와 벤야민의 아우라 이론 고찰을 

중심으로 ‘겨울왕국’에 나타난 이미지 재현성에서의 기술적· 

영상미학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였다.

사실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이론은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하

다. 예컨대 광고를 보면 ‘실제의 상품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

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다. 이는 광고 대상과 실재 대상이 같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소비자는 그 광고를 통해 제품을 사게 된다. 

시뮬라크르로서의 이미지는 실재하지 않지만 실재인 듯 위장한

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실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애니

메이션은 이러한 이론을 밑받침하듯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처

럼 만들어낸다.33) 겨울왕국에서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처럼 보여

지는 캐릭터를 통해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는 3D를 통한 입체감으로 만들어진 사실적인 이미지와 애니메이

션을 이용한 가상현실의 감정이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발터 벤야민이 말하고 있는 사진예술의 기술적 복제 문제는 이

전의 예술적 요소가 아닌 카메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혹은 인덱스로 인식되어 왔던 것을 다시 전통적 기술로서의 예술

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장르의 예술로 보고자 한 것이

다.34) 겨울왕국이 실제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미지를 통해 사실적

인 면을 강조하고, 단순히 이미지를 복제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

고 가상의 공간에 실제의 이미지를 대입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표

33) 이혜진, 김윤재, ｢보드리야르와 시뮬라크르, 그리고 이미지｣,『인문학연

구』, Vol.11No.-(2006), p139

34) Duttlinger, Carolin, "Imaginary Encounters: Walter Benjamin and the 

Aura of Photography", Poetics Today.  Vol. 29 Issue 1(2008),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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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함으로 기존의 애니메이션에서보다 한층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포토리얼리티 특성 및 의미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술 구현에서 영상기술의 미학적 측면과 함께 발전하여왔다. 디

지털 영상은 실재하는 사물의 영상으로서가 아니라 영상 그 자체

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대상을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자

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영상을 가능하도록 만들면

서 새로운 시각예술의 장르를 넓혔다.35)

2013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겨울왕국>은 이러한 영상기술 및 미

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3D 애니메이션의 이미지 재현성을 극대화

하여 상업성, 예술성, 창조성의 발전을 도래하게 하였다. 여기에

서의 허구적 리얼리티 기술 구현 및 의미 전달은 예술과 상업, 

그리고 미학과 논리 사이의 관계 변화를 통해 3D 애니메이션 콘

텐츠 문화 영역 및 네트워크 형성 작용에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와 사회, 재현과 현실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대립과 경험의 긴장감을 제공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현상은 <겨울왕국>의 흥행과 함께 이와 관련

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에서 살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관련 미학적 개념과 영상기술학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는 <겨울왕국> 한 편으로 세계를 주목시킨 애니메

이션 영역의 또 다른 독창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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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realism Effect of 3D Technical Realization 

- With an Emphasis on Image Reproduction of <Frozen>

Park, Kyung Mi · Yang, Jong Hoon

Animation <Frozen> is showing the highest record in entertainment 

around the world and writing the history of 3D animation again. The 

image contents effect thanks to the proper introduction of the 

state-of-art digital technology,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the 

outstanding entertainment and the factual reproduction of the 

images, provided an opportunity to transmit the meaning of image 

aesthetics, which is a virtual reality and image reproduction 

through the reality realization of photo medium, and to reinterpret 

the boundary of virtual reality.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technology due to scientific technologies 

demolishes the boundary of virtual reality and reality and creates 

the effect of making viewers be absorbed by realizing the virtual 

reality by means of 3D reality images which highlight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photos. The aspect of the contents technology and 

image aesthetics which can be interpreted in a view point beyond the 

existing concept of reality is found in the aura theory of Benjamin 

and in the Simulacres of Baudrillard. The 3D image by photo-reality 

herein presents various suggestions in the aspect of real existence 

of spatial expression, the meaning creation process of reality, the 

existence value of virtual images.

Key Word : Virtual Reality, Reality, Photorealism, Frozen



280

박경미

    상명대학교 디지털 이미지학과 박사과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6 휴먼시아703동 603호

010-4003-4174

 km4174@naver.com 

*교신저자

양종훈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010-2996-3565

darkroom@smu.ac.kr

논문투고일 : 2014.08.10

심사종료일 : 2014.08.26

게재확정일 : 201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