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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implementing the 'Local Government 3D

Contents Production Support Project' since 2010 to foster the 3D contents industry and secure high-quality

3D contents of local governments. This is part of national support for securing 3D media contents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stereo-scopic 3D animation is in the spotlight as media contents

appropriate for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pleasure of narrative and high-level of presence to promote

tourism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But existing stereo-scopic 3D animation-related studies are

mostly concentrated in three dimensional effect expression for particular scenes or theater. Therefore,

this study extracted elements required for storytelling planning by analyzing production cases of

stereo-scopic 3D animation using tourism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recognized

for a high quality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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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9년 영화 ‘아바타’의 성공이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의 3D입체상영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3D입체상영관의 숫자는 약

15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측되며, 지역 내의 체험관,

박물관, 전시관등의 건립에 있어 필수항목으로 인식

되고 있다. 3D입체영상 중에서도 3D입체애니메이션

의 경우, 지역의 관광자원을 성별·나이·인종 등에 구

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오락물로서 지역주민 여가생활의 질

향상에도 높은 기여도를 보이자, 최근 들어 각 지자

체들의 주도하에 제작되는 작품의 수는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3D입체애니메이션 스토리텔

링은 지자체 3D입체상영관의 특성상 약 15분에서 20

분 정도의 러닝타임에 완결된 서사구조와 이야기의 재

미, 높은 프레젠스(Presence)가 함께 구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사례를 통해 서사구조와 연출

기법 등 스토리텔링 기획의 특징을 분석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해냄으로서, 지자체 관광자원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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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D입체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기획의 가이드라

인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토리텔링의 정의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

성어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

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미국

영어교사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음성(voice)과 행위

(gesture)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는데, 대개 스토리텔러(storyteller)들

은 이 단어를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자 간의 인터랙티브(interac-

tive)한 과정이라 말한다. 셜리 레인즈(Shirly Raines,

스토리텔러)는 이야기(story)․청자(listener)․화자

(teller)가 존재하고,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에 참여하

는 이벤트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은 원래

문학이나 영화, 교육학 등에서 활용되던 방법이었다.

흔히 서사학이나 문학 또는 영화에서 쓰이는 내러티

브 혹은 플롯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이

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 관계로

엮어진 실제 혹은 허구적 사건들의 연결을 의미하는

내러티브나 플롯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류가 등장한

이래 스토리텔링은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에 있어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매

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고 하는데, 영화·

비디오·애니메이션·만화·게임·광고 등의 원천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 스토리텔링은 지금까

지의 텍스트 중심의 서사학에서 정의되어 온 개념들

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 즉 스토리텔링을 모든 서사

형식의 원형적인 질료로 상정하는 것이다[1].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

과 매체의 다양화 및 세분화로 인한 스토리텔링 개념

의 확장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서사와 이미지, 동영상과 음향이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호작용성, 네트워크성 등 다양한 기술

과 기능이 통합된 이 시대의 스토리텔링은 종전의

관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온전한 설명이 어렵다.

기존의 구술문화에서 문자가 도입되면서 이야기의

내용과 전개방식 전반에 걸쳐 완전히 혁신적인 변화

를 겪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리텔링은 매체가

내용과 양식을 결정하기도 한다[2].

서사학 중심의 전통적인 관점을 견지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융화되

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3D입체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이라면, ‘트리트먼트·시나리오 등 텍스트 중심의 서

사적 측면과 연출 기법이나 Depth(깊이감)값의 조절

과 같은 매체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완성된 이야

기’라고 정의해야 한다.

2.2 3D입체애니메이션의 정의

인간은 좌·우 두 눈의 간격(약 6.5cm)의 차이로

각각 다른 영상을 보게 된다. 이를 양안시차

(Binocular disparity)라 하며, 각각 다른 두 개의 영

상이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는 두 개의 영상

을 하나로 만들면서 영상의 원근감을 느끼게 된다

[3]. 이것이 모든 3D입체영상의 원리이다.

3D입체애니메이션은 마야(MAYA)나 3D스튜디

오 맥스(3ds MAX)와 같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3D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후, 소프트웨어

상에서 가상 카메라 시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좌우

방향에서 두 번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다[4]. 제작된

3D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내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배치한 뒤 촬영하고, 이때 3대로 이뤄진 스

테레오 카메라 중 Left와 Rihgt에 배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렌더링(Rendering)하여 뽑아내

는 것이다.

3D입체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반 3D애니메이션에

비해 작품의 서사구조와 입체연출에 대한 맞춤형 스

토리텔링 기획이 요구된다. 입체를 자연스럽게 연출

할 수 있는 서사구조의 구축은 물론, 카메라 워크와

다양한 입체연출 기법, 장면별 Depth값의 조절 등

정교한 기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제작사례 분석

3.1 작품 소개

본 연구에서 제작사례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작품



26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8권 제2호(2015. 2)

          

‘The transforming fighting bull, BAU’ ‘The Racing whale, Dong-Hae’

Fig. 1. Poster images of the two arts.

은 ‘변신싸움소, 바우’와 ‘레이싱고래, 동해’다. 두 작

품은 각각 ‘변신싸움소, 바우’가 ‘2014 한국 UHD 어

워드’ <작품상>을, ‘레이싱고래, 동해’가 ‘2014 부산

콘텐츠어워즈’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

고 있다. 또한 지역 해당 상영관의 관람객이 증가한

것은 물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TV

시리즈로의 재제작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모범적인

지자체 3D입체애니메이션 제작사례로 손꼽히는 작

품들이다.

‘변신싸움소, 바우’는 청도군의 ‘소싸움’이라는 대

표관광자원을 모티브로 하여 돌로 변하는 특별한 능

력을 지닌 초보싸움소 바우가 소싸움대회에 출전하

여 펼치는 활약상을 담고 있다. 경기가 거듭할수록

강한 상대들을 상대하던 주인공이 룰도 무시한 채

쓰러진 소들까지도 재차 공격하는 비열한 로봇소에

대항하여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레이싱 고래, 동해’는 울산 남구 장생포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고래’들이 펼치는 해저 레이싱을 소재

로, 미래 해양시대의 최고 스포츠가 된 가상의 웨일

레이싱 대회를 작품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웨일레이서가 된 태화와 그의 파트너 귀신

고래 동해가 전 세계 강자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우승하여, 세계최고의 레이서였던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2 서사 구조적 특징분석

신화학자 조셉 캡벨(Joseph Campbell)은 전 세계

의 다양한 영웅 신화를 분석하여 그 안의 원질신화

(Monomyth)라는 공통적인 구조를 발견했다[5]. 출

발 - 입문 - 귀환의 3단계로 나누고 17개의 여정으로

분리된 이 영웅서사의 사이클은 Table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큰 틀에서 두 작품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웅신화에 인간을 만족시키는 어떤 공통된 구조

가 있다는 조셉 캠벨의 말처럼, 영웅서사는 주인공이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교훈성과 도덕성을 강

조하고 휴머니즘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서사구조이다. 이는 지자체의 3D입체애니메이션이

어린이층부터 장년층까지 전 연령층에 어필해야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효과적인 서사구조의 채

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물의 필수적인 구성인자들을 구조주의적 관

점에서 본다면, 각각 이야기와 담론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란 서사물 속의 ‘무엇’

에 해당하며, 담론은 ‘어떻게’에 해당한다. 특히 이야

기는 행위, 돌발사 등의 요인을 포함하는 ‘사건적 요

소’와 등장인물 및 배경을 뜻하는 사물적 요소를 포

괄하는데[6], 지자체 관광자원을 활용한 3D입체애니

메이션 스토리텔링 기획에 있어 집중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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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Monomyth structure in the two arts

Stage Detailed itinerary
‘The transforming fighting

bull, BAU’
'Racing Whale, Dong-Hae'

Departure

of

stage 1

1
Royal summons of
heroism The main character (hero) ex-

presses pride through bullfighting

by means of fair victory and dis-

plays a sense of royal summons

and challenges himself through the

bullfighting match.

The main character (hero) partic-

ipates in the contest with the

mission to win in order to identify

the truth regarding the accident

that caused his father to lose his

life.

2
Refusal of royal
summons

3 Supernatural force

4
Passing through the
first gateway

5 Stomach of the whale

Introduction

to stage 2

6 Path of trials

The main character faces great

trials because of fights with oppo-

nents who seem to get stronger

but is victorious and gradually

grows and exposes countenance as

a hero

Through the diversion of compet-

ing players and pressure of the

difficult courses, great trial

comes by but the main character

overcomes it on his own and dis-

plays his aspect as a hero.

7
Encounter with the
goddess

8 Female as the tempter

9
Reconciliation with
father

10 Deification

11 Public benefit

Return in

stage 3

12 Refusal of return The main character faces great
trial because of the robot cow, the

final enemy, but goes through re-
generation-resurrection stages
through the assistance and arous-

ing of those around him and finally
gains victory and returns. He seiz-
es freedom for his own as well as

his colleagues.

The main character faces the final

crisis upon entering the course of

death. The assistance of the help-

er and mutual trust enables him

to overcome and gain victory and

return. After winning, he finds out

the truth behind his father's death

and gains freedom in life.

13 Mysterious escape

14
Rescue from external
forces

15
Passing through the
returning gateway

16 Teachers of two worlds

17 Freedom in life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 요소에

있어, 두 작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인

다. 첫째로는 주변사건들이 배제되고 주인공이 역경

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에만 집중

한 중심사건 위주의 서사전개이며, 둘째로는 지자체

의 관광자원이 주인공 혹은 주조연급의 조력자로서

서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만약 관

광자원이 명승지나 특정지역일 경우, 작품의 주요무

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은 극도로 제한적인 시

간과 공간(경기장)의 활용이다. 이는 반복상영을 통

해 더욱 많은 관람객에게 노출하고, 관광자원을 긍정

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중점을 둔 서사 구조적 특징이

다. 또한 두 작품에 담긴 이야기는 입체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기에 용이한 격투, 레이싱

등의 행위가 서사의 중심사건의 핵심이 되도록 설계

되었다. 연출자가 서사를 결정짓거나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입체연출기법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서사구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입체연출은 관객이 높은 프레젠스 수

준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두 작품에서 드러난 서사 구조적 특징은 작품의

오락성과 홍보적 측면은 물론, 해당 관광자원의 이미

지 재고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신

싸움소, 바우’는 청도 소싸움이 가지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로서의 매력을 어필하여 주 고객층을 장·노년

층에서 어린이와 여성으로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

고 있으며, ‘레이싱고래, 동해’는 작품을 통해 고래의

도시 울산 장생포를 알림과 동시에 보고 즐기는 관경

문화에서 고래와 어울려 즐기는 친경문화의 비전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3.3 연출적 특징분석

두 작품에서는 Fig. 2와 같은 돌출강조나 Ride기

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법들은 3D입체애

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입체 연출법이다. 이는 격투나

레이싱이라는 소재가 갖는 역동성에 기인한 바 크다.

또한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서사구조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입체기법을 연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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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scene of the projection emphasis

technic in 'The transforming fighting bull, BAU'

The application scene of the Ride technic in 'The

Racing whale, Dong-Hae'

Fig. 2. Application of 3D Stereo-scopic directing technic in the two arts.

Fig. 3. Pre-depth script ('Racing Whale, Dong-Hae').

며, 입체의 강약을 신(Scene)별로 매우 세밀하게 조

절하고 있다. 3D입체영상의 핵심인 입체 강약 조절

은 정교한 디자인과 반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스토리텔링 기획단계 중 애니마틱 영상을 통해 Fig.

3과 같은 장면별 Pre-Depth Script를 작성하고, 이어

지는 메인영상제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작업

을 진행해야 한다. 최적화된 Depth값의 획득은 작품

제작과정 내내 반복되는 실험과 수정·보완을 통해서

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3D입체애니메이션의 연출은 새로운 형태

의 디지털 영상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돌출효과를 극

대화하여 강력한 현장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기

술적 관점과 입체효과가 스토리를 강화하고 배우가

연기를 통해 전달하는 캐릭터 구축의 정서적 측면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둔 미학적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돌출효과만을 강조한 라이드 필름(Ride Film)이 높

은 평가를 받은 이후 이러한 기술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입체애니메이션들이 시각적 피로와 구토 등

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게 되자, 입체연출은 이

야기를 강화시키고 캐릭터의 감정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도구일 뿐이라는 미학적 관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7].

두 작품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단편 3D입체애

니메이션 연출에 있어 미학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의

공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작

품은 기본적으로 서사의 흐름에 따른 효율적인

Depth값의 조절,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에서의

자연스러운 입체연출을 통해 입체가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미학적 관점을 견지하면

서도, 돌출강조나 Ride기법과 같은 입체연출을 작품

전반에 활용함으로서 기술적인 관점 또한 충분히 반

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학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의 공존이 가능한 이유

는 짧은 러닝타임과 3D Sweetening의 활용에서 찾

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D입체영상이 주는 시각적

피로감은 시청 30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난다고 알려

져 있다. 상대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단편이

대부분인 지자체의 3D입체애니메이션은 기술적인

관점이 적용됨에 있어, 극장용 장편이나 TV시리즈

에 비해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롭다.

3D Sweetening은 관람객의 시각적 피로도는 물

론 광과민적 발작 등과 같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휴먼팩터(Human Factor)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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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IRC 3D Sweetening technological support report.

로 제작기술을 추가 구현하여 보다 인간 친화적인

3D입체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법을 말한다[8]. 위 두

작품과 같이, 돌출강조와 Ride기법 등 입체연출의 사

용 빈도가 높은 3D입체애니메이션은 3D Sweeten-

ing 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Fig. 4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Death Range, 색대비 등 관람에 있어 부작

용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분석과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픽사의 밥 화이트힐(Bob Whitehill)은 2009년 시

그라프 학회에서 영상스토리와 감정선의 변화에 따

라 입체의 정도를 연출했다고 밝히면서, 영상마다 가

장 적절한 입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3D입

체라는 것도 결국은 스토리텔링의 틀로 이해해야 한

다는 것이다[9].

본 연구에서는 제작사례를 통해 지자체 관광자원

을 활용한 3D입체애니메이션을 분석하고, 스토리텔

링 기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였다. 첫째, 지자체의 관광자원의 홍보가 주된 목적

이므로 작품의 소재로 반드시 지역과 관련된 유명인

물, 경관, 동물을 활용한다. 그리고 가족단위 관람객

들을 대상으로 영웅서사나 스포츠, 어드벤쳐 등의 장



26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8권 제2호(2015. 2)

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관광자원이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서사의 중심이 되

도록 설정하여, 가치와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킨다.

셋째, 관객이 서사에 대한 재미와 입체감이 주는 높

은 프레젠스 수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기획 단계부터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장면을

통해 자연스러운 입체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끝으로 입체연출은 다양한 연출기법의 사용을 통해

입체감을 극대화시키되, 기획 단계부터 Pre-Depth

Script를 디자인 및 3D Sweetening와 같은 부작용

방지기술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직도 다수의 국내 지자체 3D입체상영관에서는

단순히 정보전달을 위한 관광 홍보물이나, 그 지역을

가이드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

다. 관광자원에 대한 단조로운 설명으로 일관하거나,

개연성 없는 시간여행을 통해 관광지역을 안내하는

영상물이 과연 3D입체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필요

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영상물은 간단한 실사촬영

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 정보전달의

목적만 강조하여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그 영상물은

3D입체영상이나 애니메이션으로서의 가치와 기능

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3D입체영상 수요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런 작품들

을 양산하여 상영한다면, 대중들의 외면 속에 3D입

체영상산업의 침체를 부추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상용화된 극장용 3D상영관의 흥행 정체

와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3D방송 중단 선언 등 국

내 3D입체영상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입체애니메이션의 성장 잠

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바타와 드래곤 길들이기

등 기존 흥행작들을 비롯한 극장용 3D입체애니메이

션이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가 3D입체상영관을 갖춘 문화시설을 지속적

으로 건립하면서 영상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다. 높은 수준의 3D입체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지

자체와 관련 사업계 및 학계의 스토리텔링 기획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절대적 권선징악의

구도를 탈피한 다양한 형태의 서사구조 활용이나 조

명과 그림자, 색의 대비 등 시각적 요소를 포함한 입

체연출의 완성도 재고 등 다양한 연구와 보완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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