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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시각 으로 사실감을 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특수한 콘텐츠분야로 여겨진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타의 애니메이션 제작방

식에 비하여 제작사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제작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의 데이터가 축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부터 시작하여, 방  그리고 2차 작물 생

산까지 애니메이션 공 학생과 교수가 심이 되어 단계 으로 지 재산권을 다져나가는 사례는 극히 드

물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에서 기존의 이 라인 외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제작 

로세스를 분석하고 지속 으로 신규성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작사례 연구를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한, 탁툰엔터 라이즈에서 제작한 TV시리즈 갤럭시키즈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선행연구사례에서 미진했던 자체 인 제작 로세스의 개발의 원형을 구축하고 더불어 통 인 수작업 

심의 제작과정외의 3D 린 과 같은 그래픽기술의 활용  고안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필연 으로 마주하던 난 이 더욱 공론화되고 구체 인 해

결방안의 공유가 활발해지기를 기 한다.

■ 중심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제작공정∣3D 프린팅∣

Abstract

Stop-motion animation is highly valued for realistic imagery and its ability to captivate the five 
senses of the audience. Despite this, practical research in this area is limited to date. The long 
hours required to produce stop-motion animation and turn these into profits can be attributed for 
the lack of knowledge in this area. In production research, the matter is made worse as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made through the collaborated efforts of students and 
teaching staff through each laborious stage of planning, broadcasting and making 2D models. 
Meanwhile as the animation industry finds the investigation of new production processes taxing, 
it has maintained its focus on pre-existing processes such as the use of pipeline.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new production method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stop-motion production. In addition, by working with Taktoon 
Enterprises on its T.V series Galaxy Kids the paper will revise real world production methods 
including the traditional use of hand made models. Thus by investigating the use of graphic 
technology such as 3D printing the paper will be able to extend current business models.
Research conducted in this paper is a necessary part of overcoming various contents production 

obstacles. Furthermore, it may help publicize issues faced in production leading to the discussion 
and sharing of new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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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적
KBS에서 2015년 방 되기 시작한 갤럭시키즈[1]는 

애니메이션 제작방법론으로 흔하지 않은 스톱모션 애

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 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통 으로 클 이로 제작했던 가 많아 클 이 애니

메이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일반 인 3차원 애니메이

션에 비해 독특한 재질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특징은 

수용자로 하여  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을 

가진다. 

갤럭시키즈는 과거 발사된 인공 성을 모티 로 기

계를 의인화한 주인공들의 모험  서사와 우주공간과 

연 된 과학  교육을 제공한다. 5-7세 아이들을 상

으로 우주와 로켓 그리고 행성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주

제로 방 시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2차 인 작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림 1. 갤럭시 키즈

갤럭시키즈의 제작에 있어 타 애니메이션과 구별되

는  다른 부분은 교육과 연계된 주체의 차별화이다. 

갤럭시키즈를 제작한 탁툰엔터 라이즈[2]는 앙 학

교 첨단 상 학원에 치한 기술지주회사로 애니메이

션 공 학원생이 주된 로덕션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교육연계단 에서 지재권 행사가 가능하 고 

덕분에 실무  교육이 그 로 생산 인 산업의 결과물

로 반 되는 독특한 로덕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

다. 한 지주회사로서 주 스튜디오를 제작 문으로 

운 하며 실질 인 제작, 기획에 한 총 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는 일반 인 학교 내의 애니메이션 련 

제작 방법론과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지재

권 소속에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지만 그 제작

에 한 기록은 일반 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 학

술 인 제작사례연구의 발표는 더욱 드문 편이다. 우리

는 갤럭시키즈를 제작하면서 얻은 지식을 논의하여 보

다 많은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교육기 에게 실무와 연

계된 문제와 해결방법에 한 공론화를 이끌어보고자 

한다. 더불어, 지재권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바탕

으로 어떠한 생상품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기획단

계에서 반 하는 노하우와 투자자와 방송 계자와의 

업에 한 지식 역시 기술하려 한다.

이와 같이 공론되고 학술 으로 분석한 내용들은 향

후, 애니메이션 업계, 교육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정

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더욱이 제작 사례 연

구가 매우 드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본 연구의 분석은 

구체  로덕션 기획을 하는 임을 확립하는데 기

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일반 인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은 크게 2차원 셀 애

니메이션과 3차원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

이션에서 통 인 2차원 제작 역시 기술 으로 정의

된 이 라인에 의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애니메이션은 결과물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한 격의 제작 이 라인이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2차

원과 3차원의 통  애니메이션과는 구분되는 제작 

로세스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제작 사례 연구

에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자체 인 제작 

공정에 해 분석하되, 일반 인 공통 제작법이나 기존 

사례 연구를 통해 알려진 지식 보다는 갤럭시키즈를 통

해 새로이 축 된 신규 정보를 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아마추어, 몰딩, 사

 기획, 사후 편집  포스트 로덕션에 한 내용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446

기술할 것이며, 한 본 기획의 생 기획에 해 언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지재권의 기본 인 내용과 함께 

사 기획에서부터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포함될 것이

다.

애니메이션 제작과정과 마  반에 한 내용을 

순차 으로 고찰해가며, 갤럭시키즈의 사례와 더불어 

차후에 행해질 수 있는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공

정 , 'Issue'에 해당하는 부분을 심으로 기술할 

정이다.

구분 제작 공정 Issue 해당내용

Pre-
Producti

on

1. Synopsis 기획 전반
Ⅲ-1. 기획2. Character Design 타겟 중심 

디자인
3. Set Design - -
4. Storyboard - -
5. Voice recording 선 녹음

Ⅲ-2. 제작6. Animation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Producti
on

7. Set 및 Prorps 제작 3D 프린팅 및 
재활용 Ⅲ-2. 제작8. Character 제작 3D 프린팅

9. Animation 촬영 촬영, 빛 
10. 가편집 - -

Post
producti

on

11.Composition and
   Special Effect 데이터 관리 Ⅲ-2. 제작
12. Sound design and music - -

기타 13. 지재권 파생 사업 사례 언급 Ⅳ-2. 지재권 
전략

표 1.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제작공정 및 본고에서 다룰 
내용

Ⅱ. 선행연구

1. 선행 콘텐츠 제작 사례 연구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이스스터디란 사람, 그룹, 상

황에 해 오랜 시간동안 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일

컫는다. 이는 업계마다 조 씩 다른 정의로 연계되는데 

각 업계가 주목하는 연구 상의 이스, 혹은 이벤트가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텐츠업계의 이스스

터디 연구는 제작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콘텐츠업계에서는 특히 형 인 매체 분석방법

론을 지양하는 게임업계의 경우 포스트모텀(postmortem)

과 같은 상이한 명칭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모든 제작사례는 아무리 신규성이 더라도 귀 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제작자 연구자에게 모

두 실한 정보이지만, 제작된 콘텐츠의 양에 비해 

히 빈약한 규모로 공표되고 있다. 제작사례연구를 살

펴보자면 기존 제작방법론에 한 연구는 콘텐츠 반

에 걸쳐 인 양이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선례가 

있다. 그  기술 인 논문 발표가 매우 활발한 CG 분

야와 특수효과 분야에서는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가장 극 으로 발표가 이루어지

고 있다. 아울러 특허가 아닌 제작에 한 세부 방법론 

등 역시도 그 상이 되고 있다. 를 들자면 ‘유체 시뮬

이션 기술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세 씨의 상 특수

효과 연출 사례[3]’, ‘ 화 “서유항마편” VFX 제작사례

[4]’ 등 특수효과에 한 논문과 함께 제작 사례와 기획

과정에 한 논문도 ‘한국과 국의 문화 교류의 

명암 (明暗): 화공동제작의 사례 분석[5]’, ‘한, , 미 

합작 애니메이션 기획에 나타난 과정 연구-KBS 방  

시리즈작품 “ 워 마스크” 심으로[6]’와 같이 다수 존

재한다.

한편 보다 많은 사례연구가 행해지는 역은 통

인 산업과 연계된 디자인 분야, 매 작품마다의 기술과 

연결된 표 방법이 존재하는 미디어 아트 분야이다. 

‘Tableau Public 을 이용한 인포그래픽 제작 사례연구

[7]’, ‘정보유형에 따른 인터랙션 표  기법에 한 사례 

연구-뉴욕타임스의 인터랙티  인포그래픽을 심으

로[8]’,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뉴미디어 술형

식의 교육  역할에 한 고찰-디지털 펜을 활용한 “라

이  드로잉” 작품사례를 심으로[9]’ 등, 이 분야의 제

작사례연구는 반 인 컨셉의 확립과 구체화에 한 

자취를 충실히 남기는 편이다.

그밖에도 콘텐츠를 동반한 문화산업 반에 해 다

양한 사례 연구를 토 로 음악, 패션,  등의 사례 분

석 한 진척되고 있다. 그  몇 가지 를 들자면, ‘지

자체 자원을 모티 로 한 3D 입체애니메이션의 스

토리텔링 기획에 한 연구: 울산 남구와 경북청도의 

제작사례를 심으로[10]’, ‘소셜 펀드 이징을 통한 인

디 이블의 제작사례 연구[11]’, ‘성수동 구두지역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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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한 벽화 일러스트 제작사례[12]’, ‘트랜스포  드

스 설계  제작[13]’ 등이 되겠다. 이  트랜스포  

드 스 설계  제작은 패션 디자인에 연계된 연구이면

서 동시에 창작뮤지컬 ‘투란도트’의 무  소품 기획  

제작에 한 제작 사례 연구에 해당되기도 하다.

그림 2. 나달 vs Alien

2. 애니메이션 제작 연구의 문제점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공유가 특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 처음부터 사회과학의 이스스

터디와는 다르게 애니메이션 분야는 찰자와 제작자

가 동일한 상태에서 연구 기술의 주체가 객 성을 증명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작 노하우에 한 내

용은 법  향을 받는 특허권과 작권과 달리 보호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 제작 련 사례연구의 

결핍으로 이어졌따고 할 수 있다. 그 에서도 애니메

이션 분야는, 업계의 구조가 워낙 열악한 환경의 산업

으로 알려져 있고, 개선에 필요한 신규성을 제공할만한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게재된 논문 수 제작 사례 연구수 비율(%)

2016년 44 0 0 

2015년 75 4 5.3

2014년 81 0 0

2013년 64 1 1.5

표 2.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제작사례 연구수 

이러한 이유로 애니메이션 제작사례에 한 몇 가지 

사례들은 그 향력과 상 없이 소 한 자료이며, 이를 

통해 향후 더 많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제작 담론을 이

끌어 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를 들자면, ‘애니메

이션 연구: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국제 화제용 트

일러 제작 연구: 제 8 회 부산국제 화제에 사용된 트

일러 제작 사례를 심으로[14]’, ‘문화재의 디지털복

원을 한 3D 애니메이션 사례연구-신라 월성 복원

상 <천년왕국의 부활>제작과정을 심으로[15]’, ‘Nadal 

vs Alien/viral content for UEFA Euro 208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연구[16]’ 로 이  <Nadal vs Alien viral 

contents> 논문은 해외 송출용 바이럴 콘텐츠에 한 

제작 방법론  해외 클라이언트와 스타마 에 한 

경험을 고스란히 발표한 바 있다.

Ⅲ. 갤럭시키즈 제작 사례

1. 기획
1.1 초기 기획
기획단계에서는 탁툰엔터 라이즈는 기획 주체가 되

었다. 심 직원이 첨단 상 학원 애니메이션 공 학

생  교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획 아이디어는 학술 

연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학생 기획

은 몇 개월간의 조정을 통해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로써 2016년 제작되

고 방 을 시작하여 북미 배 에 성공한 뾰쪽뾰족 포크

가족 틸리 애니메이션이 있다[17]. 

갤럭시키즈의 주요 컨셉은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상의 환에 한 것이었다. 일반 으로 아이들은 공

룡과 로 에 한 즉각 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

다. 그 이후의 다음 청소년이 좋아하는 상으로 이어

가는 릿지 역할의 상 캐릭터에 한 고민 끝에 나

온 것은 바로 교육시장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과학  

상물의 의인화 다. 

우주를 상으로 하는 갤럭시키즈의 주인공들은 기

존에 우주로 발사되어 활약했던 다양한 우주선들이다. 

기 계획에 따르면, 메인캐릭터 소년이 등장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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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후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보다 친구와의 우정이

라는 공감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하여 후에 

코스모라는 인물을 추가하 다. 

1.2 2차 저작물 고려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 자체가 큰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작 이후에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 2차 작물

에 한 계획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한 캐릭

터 제작의 원칙  하나는 시장의 연령 뿐 아니라 지리

 치도 요하다는 것이다. 갤럭시키즈에서 등장하

는 우주선은 미국의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에서 따온 

아틀라, 카시니의 시니, 스투 니크의 투닉, 선 우의 

우 등 미국, 랑스, 러시아, 국등지의 다양한 우주

선, 인공 성 등이 모태가 되었다. 이러한 지리  상

을 미리 생각하는 기획은 향후 그에 응하는 해외 애

니메이션 매를 이끌게 된다. 2015년 10월 랑스 칸

느에서 열린 콘텐츠박람회 ‘MIPCOM2015'에서 인도 

애니메이션 배 사인 'Tigerbell'과 약을 맺어 인도

와 앙아시아 등지에서 방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

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립 인 기획이 반 된 결

실이다.

무엇보다 심 을 기울인 부분은 2차 작물에 한 

상품의 수익성이다. 기존 문구캐릭터사업은 단히 포

화되어있고 이를 새로이 개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다. 갤럭시키즈에서 주목한 부분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특징상 다양한 물리법칙에 한 지

식습득이 시청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다. 미취학 아

동은 등학교 학년이 되면서 공간인식이 성장하고 

로켓의 원리, 우주의 무한성에 해 심을 가지는 시

기가 온다. 이때에 다양한 항성, 행성, 혜성, 물리법칙에 

한 호기심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를 통해 체계 으로 풀어나간다면, 교육도구

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에피소드의 일부를 보면 악당 몽키의 장난으

로 헬리혜성의 궤도를 바꾸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 

에피소드는 태양 주변을 력의 향으로 궤도운동을 

하는 혜성의 존재와, 우리가 있는 지구, 그리고 그의 

성인 달 등 역시 서로의 력에 의한 공 을 하고 있다

는 을 쉽게 달하고 있다.  다른 로는 역시 악당 

몽키의 장난으로 목성의 가스를 빨아들여 목성이 홀쭉

해지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수용자

는 각 행성이 가지고 있는 구성물질의 차이를 쉽게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도구와 연계된 캐릭터의 기획

은 실제로 이후 다수의 과학 에서 갤럭시키즈와 련

된 2차 사업을 연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 3. 헬리혜성 에피소드 1편

1.3 투자자와의 협력
실 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제작비의 확보

에 한 문제가 기획에 큰 향을 미쳤다. 탁툰엔터

라이즈 역시 지분을 소유하지만 체 애니메이션의 제

작 산인 15억-20억원 정도의 규모를 자체 으로 조

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결국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데, 기투자는 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사업 등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통해 자 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는 트 일러제작에 한 산으로 부분 소

진되기 마련이지만, 트 일러는 다양한 투자자와의 미

을 통해 제작 가능성을 단 받는데 이용된다. 이 때 

제작사는 서로 다른 략을 가진 양쪽의 투자 기 을 

만나게 된다. 첫 째는 이익을 목 으로 하는 재무  투

자자, 두 번째는 일정한 권리 확보를 통한 향후 이익을 

생각하는 략  투자자이다. 자는 일반 창업투자회

사에 해당되고, 후자는 SK, KBS와 같은 향후 목표를 

공유하는 투자자이다. 따라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기획은 이들의 콘텐츠 장기계획에 한 비 을 어느 정

도 공유할 수밖에 없다. 를 들자면, 기 기획의 갤럭

시키즈는 체 으로 어두운 분 기에 진지한 내용이

었지만, 향후 어린이를 심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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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한 내용으로 바 었다. 그리고 심각한 디포메이션을 

자주 볼 수 있는 클 이 애니메이션  표 을 어린이의 

부정  반응을 지양하고자 최 한 자제하는 식으로 기

획되었다. 체 으로 KBS 등의 략  투자자들은 애

니메이션 부분에 있어 정통한 문가로 수십 년간의 방

송 경험이 있으므로, 제작사인 탁툰엔터 라이즈의 자

체 단에 모든 것을 맡기되, 실질 인 시장상황에 

한 충실한 조언을 하는 력  계가 된 것은 매우 바

람직한 것이다. 조언에 따라 변화한 내용 에는 에피

소드 편성에 한 것도 존재하는데, 기존 기획은  시

리즈에 걸친 장기 인 스토리라인 심이었으나, 5-7세 

아이들의 집 도를 감안할 때에 10여분 정도에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단막극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방  시 높은 시

청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바 있다.

2. 제작
2.1 스튜디오 이원화 환경 구축
탁툰엔터 라이즈는 크게 두 개의 장소를 심으로 

활동한다. 하나는 앙 학교 흑석동에 치한 본사이

고, 실제 제작을 진행하는 주의 앙애니메이션스튜

디오이다. 주에 스튜디오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공

간문제이다. 10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스톱모션애니

메이션의 특성상 서울에서 이런 큰 장소를 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산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

면 주에서는 지방 재정을 통한, 지역활성화 문화 펀

드로 콘텐츠지원 사업이 진행 이었고 (문화체육

부에서 출자한 아시아문화투자조합의 투자로 주 CGI

센터에 입주) 이를 통해 지방 스튜디오의 지원이 용이

한 상태 다. 이에 탁툰엔터 라이즈는 서울 (본사생

략)에서 마 , 기획, 그리고 일부 포스트 로덕션을 

담당하고, 주 스튜디오에서는 캐릭터 제작, 애니메이

션 제작  촬 , 세트 제작 등의 실제 피지컬 제작과 

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 탁툰엔터 라이즈

의 인력은 재 2016년, 18명, 주 앙애니메이션 스

튜디오는 28명이 재직 으로, 이들은 모두 일제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주 스튜디오로 이 한 기존 

서울인력들 이후에도 스튜디오는 주를 심으로 신

규 술 련 인력을 새로 모집한 바 있다. 이들 역시 일

련의 응기간을 거친 후 재 매우 유능한 제작 인력

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원화된 제작사의 모습은 사실 애니메이션 

업계 이 에 2차 산업에서 흔히 보는 본사, 공장의 모습

과 유사하다. 다만 콘텐츠 산업에서는 기존 2차 산업과

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존재한다. 제품 다량 생산

을 한 공장은 애 에 결정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고, 본사에서는 이를 유통, 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콘텐츠는 하나의 완성된 것이 복제되는 

형태가 아닌 단 하나의 원본 그 자체가 결과물이므로 

본사와 지방 스튜디오의 일체된 제작 공정 공유가 필요

하다. 이 부분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촬 된 데이터의 

공유와 공동제작에 한 문제 이다. 서울에서 주까

지 물리  이동은 2-3시간이 걸리는 반면 공유 서버를 

통한 송은 매우 즉각 인 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갤럭시키즈처럼 4K로 촬 한 비압축 원본

이 세트별, 캐릭터별, 라이  상황별로 쌓일 경우 디지

털 송이 테라바이트 이상의 규모가 되는 경우가 흔하

다. 일반 인 상황에서는 하드디스크를 물리 으로 

달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상황이다.

그림 4. 광주 중앙 스튜디오

3D 애니메이션의 경우, 실제로 송되는 데이터는 메

타 데이터와 버텍스, 칼라 데이터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더링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해 서비스한

다면 소  공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더팜의 역할은 하

청 자동화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스톱애니메이션의 

경우 매 임을 최고의 화질로 촬 하며 향후 후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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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해 무손실압축을 지향하는 

계로 그 용량이 상당하다.

다시 말해 스톱모션애니메이션과 같은 특수한 상황

에서 스튜디오와 이원화는 데이터 송에 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의 솔루션은 가상 스토

리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제된 가상 이미지의 편집에 의

한 데이터 안정성 (data integrity)을 보장하는 특수한 

이 라인 구축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기술  연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시장의 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은 장기 으로 보아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

일 것으로 상된다. 향후 데이터 송 속도가 빨라지

더라도 틀림없이 촬 데이터의 용량 역시 늘어나는 상

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 3D 프린팅 도입
스톱모션애니메이션과 3D 린 의 결합은 매우 

정 인 생산성 향상을 측할 수 있다. ‘코 라인’, ‘

라노만’ 등의 최근 클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를 도입

한 바 있듯, 그 역할은 앞으로 지 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익은, 먼  작업을 한 3차원 작 툴로 디자인 

도구의 일원화를 할 수 있다는 , 그리고 손쉬운 재생

산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 캐릭터 이외의 배경 제작

과 소품 등에 기존 모델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등, 기존 스톱모션이 비효율 으로 여겨지는 가장 큰 

문제  하나인 피지컬 모델의 생산 자동화에 있다. 이

미 갤럭시키즈 트 일러 (2014)에서 Stratsys의 조형 

린 으로 이를 실험한 결과 그 가능성을 확신했고, 

갤럭시키즈 본편  재 제작이 완료된 시즌 2는 애니

메이션 반에 3D 린 이 여하고 있다[18].

그림 5.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캐릭터 사진

캐릭터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해 지속 인 수작업

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견고성이 요하지만, 3D 린

의 특성상 외골격 이외의 내부 지지 구조물의 격자 형

태는 인 강건성은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치명

인 미동을 버틸 수 있는 무게감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

이었다. 더구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특징상 과거 촬

 임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

정하기 해서 3D 린  된 캐릭터의 내부 공간은 충

분한 질량을 확보하기 한 충 물을 재우고, 그 에 

클 이 소품을 장착하도록 하 다. 반면 세트 디자인의 

경우, 일반 으로 캐릭터와 같은 세부  애니메이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체 으로 3D 린 으로 

마무리하고 촬 하는 것이 효율 이었다. 다만, 조명이 

비출 때에 조형 3D 린 의 재료가 되는 포토폴리

머(photopolymer) 특유의 반투명성  난반사성이 존

재하므로, 재료 에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용 문 처리제 처리 후 흡착이 쉬운 도료로 에어 러

쉬를 사용 채색하는 과정을 걸쳐 경도와 함께 발색과 

반사량을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은 직  상을 손으로 

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 필연 으로 캐릭터 손, 

세트 훼손 문제가 발생하 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2.3 애니메이션
갤럭시키즈의 애니메이션은 기존 스톱모션애니메이

션의 제작공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캐릭터의 바탕이 

되는 볼엔소켓 아마추어 방식의 에 린 된 외곽

을 입힌 후에 와이어 라잉 리그(flying rig)등의 고정 

장치를 설치하고 매 임 미세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하 다.

기존 노하우를 활용하여 라이 의 변화가 고정 인 

상황에서는 이어를 동시에 촬 하고 반복 인 변화 

상황에서는 세트와 캐릭터의 별도로 각 라이 의 효과

를 재사용하 다. 이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에서 기본

으로 사용되는 인비트  자동화 공정의 일부 기능을 재

할 수 있으므로 제작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었다. 

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타이 을 쉽게 맞추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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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사  사 녹음을 통해 정확한 동작 임을 

측하고 이를 타임테이블과 연동시킬 수 있었다.

도 인 부분으로 우주를 상으로 하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스토리로 인해 무 력 상태의 표  

방법에 한 고민이 필요했다. 일반 인 무 력 상태의 

유 이란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경우 정속을 유지하는 

등속 운동 는 등각 회 의 인비트 이 쉽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매번 촬 해야 하는 스톱모션애

니메이션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가능한 부분, 즉 라이 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 부분

은 캐릭터의 분리촬  후 포스트 로덕션 편집 부분에

서 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따라서 일반 인 스톱애니메이션과는 달리 우주공간의 

촬 은 상당부분 블루스크린을 이용한 크로마키 촬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이를 통해 독립 인 애니

메이션 개체 캐릭터가 각각 촬 일로 존재하도록 만

들었다. 모든 애니메이션은 스톱모션의 특징상 스틸 이

미지의 촬 으로 이루어지므로, 4K 의 품질로 촬 되

었고, 향후 포스트 로덕션을 해 기본 인 지워야 하

는 라잉 리그들을 선처리 한 후 편집 공정으로 보내

도록 하 다.

고정  환경 가변  환경

라이팅의 변화 레이어 동시 촬영 분리 후 효과 재사용
무중력 상태 표현 정속 변화 인비트윈 후반 편집
캐릭터 개체화 크로마키 선 처리 작업

표 3. 우주환경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작업 분류

그림 6. 전체 공정 파이프라인 개요

Ⅳ. 방송 및 지재권 2차 사업

1. 방영

갤럭시키즈는 2015년 9월 19일 KBS를 통해 첫 방송

을 하 고 한 시즌을 총 26개의 에피소드로 마감하

다. 어린이 애니메이션에서의 시청률은 2%정도를 최상

으로 보는 업계의 행이 있는데, 갤럭시키즈의 시청률

은 경쟁 애니메이션  비교  우수한 시청률로, 1% 

반에서 2%에 가까운 시청률을 유지하 다. 당시 경쟁 

애니메이션으로 이보다 높은 시청률을 유지한 것은 이

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정도 다. 성공 인 시즌을 마친 결과 갤럭시키즈

는 지속 가능한 애니메이션으로 평가가 완료되었고, 이

에 힘입어 시즌 2를 2016년 9월 24부터 방 할 정이

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닌 해외배 도 자연스럽게 진행되

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인도네시아를 바탕으로 하여 

동남아의 경우 권배  매가 완료되었다. 다만, 일반

인 애니메이션의 방송은 시즌 2가 마무리된 시 에

서 진행될 정인데 이는 각 에피소드의 묶음을 하나의 

방송시간 로 편집해야하기 때문이다. 재 갤럭시키

즈의 각 에피소드는 11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데, 일반 으로 방송 송출 슬롯을 차지하기 한 단

는 22분 정도이다. 따라서  에피소드로는 두 개씩을 

묶어 방송해야 하며 이럴 경우 한 시즌을 채울만한 방

송분량이 나오지 않는다.

2. 지재권 전략
2.1 지적 재산권 일반 
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 송신권, 시권, 

배포권, 여권, 2차 작물작성권이 있다. 작재산

권은 양도나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특히 애니메이션 업

계에서 지  재산권과 연 된 부분은 애니메이션 자체 

보다는 2차 으로 생되는 캐릭터 연계 상품의 권리

이다.

크게 보자면 캐릭터 사업은 라이센싱 산업의 분류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이센싱 사업은 문화

콘텐츠 뿐만이 아닌 기존 산업계, 특히 의약 등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있는 큰 개념의 지재권 매 비즈니스 

모델이다. 다만 한창완[22][23]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콘

텐츠의 에서는 기술 인 부분을 제외한, 화,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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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를 통

해 에게 알려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부가사업

을 하는 경우‘캐릭터 라이선싱 산업’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를 통해 캐릭터는 상품화 기능

(Merchandizing), 문화상품 기능(Cultural Product), 고

객 흡인기능(Customer Attraction), 홍보기능

(CorporateIdentity, C·I) 을 지니고, 생  비즈니스모

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갤럭시키즈는 직  개발하는 기획창작개발의 분류에 

속하므로 창작자의 작권 확보를 통한 라이센싱사업

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의 비율상 그 수익에 한 권리

는 투자기 들과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처음부터 권

리확보를 해 노력한 결과 탁툰엔터테인먼트는 일반

인 소 애니메이션 업계만큼의 제작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최소 30% 정도의 작권을 가지고 있

을 때 비로소 자체 인 2차 라이센싱에 한 자발  활

동이 용이해진다.

2.2 지재권 비즈니스 모델 확산 
작물의 라이센싱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추

진되었다. 첫째는 캐릭터에 연 된 테마 크, 둘째는 과

학교육용 콘텐츠 제작이다.

기획단계에서 우주와 과학에 연 된 세부 콘텐츠를 

바탕으로 제작된 갤럭시키즈는 상한 로 학부모의 

공감이 매우 요한 흡인요건으로 단되었다. 이에 따

라 과학 의 우주물리 상을 설명하는 면 로젝션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약을 진행하 다. 구체 으로는 

방 이 되기도 에 국의 과학 에 설치된 돔 극장용 

갤럭시키즈 제작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환경 자체

를 테마 크의 소재로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모두 좋

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우주선에 한 동경을 가지

고 있는 아이들은 실내테마 크라는 구조의 특성상 자

신이 우주선을 타고 활동하고 있다는 공상을 자연스럽

게 실 할 수 있다. 한 자신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이 되어 몽키의 악행을 지하고 이를 통해 우주 물리 

련 지식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재 이 테마

크는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에 설치되어 운  이며, 

국의 상하이에 연내 개설될 정이다.

그림 7. 제주도 갤럭시키즈 테마파크

Ⅴ. 결 론

본 논문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기획부분에 고려해야할 다양한 들을 살펴 으로써 

애니메이션 기획 자체의 방향에 한 담론을 던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발 에 따른 이 라인 변화

의 과정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향후 취해야 할 길

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는 이다.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스톱애니메이션의 

TV 방송용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면에서 모험

일 수밖에 없다. 열악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리스크를 

무릅쓸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해서는 기획 단

계에서 작권 활용을 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이를 행사하기 해서는 투자자만이 이익을 가져

가는 구조가 아닌 업체 자체의 투자 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특유의 제작 공정은 과거와 달

라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기술 으로 일부 제작공정

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이 라인의 일부로 편입할 가

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19-21]. 빠른 데이터의 송, 

사 시각화를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 3D 린 을 통

한 제작 환경 등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맞춰 제작 공정

은 차 효율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향후 기술

의 발 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

장 큰 이유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재 인간의 손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갤럭시키즈> 제작 사례 연구 453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통 인 제작방법을 부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향후 후속 연구로 매

년 변화하는 기술 제작방법론을 발표하고자 한다. 재 

기획 촬  방 되는 탁툰엔터 라이즈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례 연구를 지속 으로 공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기획, 상품화, 제작공정에 기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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