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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의 공간감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Sense of Space in 3D Architectural 
Visualization Animation

김종국*

Kim, Jong Kouk*

요 약 3D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건축 프리젠테이션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

게 되었다.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은 게임이나 영화와는 달리 시각적인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

게 되며 단순히 건축물을 관람하는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건축 공간에서 관람자가 느끼는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공간감은 건축의 물리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빛, 시간, 사람의 행위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고정된 이미지에 비해 시간성을 담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에서 효과적으로 공간감을 전달하기 위한 요소를 탐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하여 공개되어 있는 저명한 건축 시각화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관찰하여 관람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간

감을 전달하기 위한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조사한 건축 애니메이션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감 전달 요소를 카

메라의 움직임과 조작, 주변 사물의 움직임, 빛 환경의 변화, 기상의 변화, 시간의 조절, 초현실적 장면의 삽입으로 유

형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상현실 건축 컨텐츠의 몰입감에 대한 논의와 이어질 것이다.

주요어 : 건축 시각화, 3D 애니메이션, 공간감, 포토리얼리즘

Abstract 3D architectural visualization anim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architectural presentations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Unlike games and movies, architectural visualization animation most 
focuses on delivering visual information, and aims to express the sense of space that viewers feel in an 
architectural space, rather than simply providing an image of viewing buildings. The sense of space is affected 
not only by physical elements of architecture, but also by immaterial elements such as light, time, and human 
actions, and it is more advantageous to express it in animations that can contain temporality compared to a 
fixed imag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elements to effectively convey a sense of 
space in architectural visualization animation. To this end, the works of renowned architectural visualization 
artists that are open to the public were selected and observed to search for elements to effectively convey a 
sense of space to viewers. The elements that convey the sense of space that are common to the investigated 
architectural anim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he movement and manipulation of the camera, the movement of 
surrounding objects, the change of the light environment, the change of the weather, the control of time, and 
the insertion of a surreal scene. It will be followed by a discussion on the immersion of architectural contents.

Key words :  Architectural Visualization, 3D Animation, Sense of Space, Photo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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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D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은 컴퓨터와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2D 이미지 위주로 이루어져 오던

건축 프리젠테이션에서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

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은 대상 건축물의 내, 외관과

그것이 형성하는 공간의 정보를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게임이나 영화와 달리 스토리, 조

작감 등의 다른 몰입 요소들의 개입 없이 시각 정보의

충실도에 중점을 두게 된다.[1] 이러한 이유로 건축 시

각화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시 단순히 대상 건축물의

시각적 재현에만 의의를 두어 보다 의미있는 공간의 정

보를 제공하는 데에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Alex Roman(예명으로 본명은 Jorge Seva)은 “The

Third & The Seventh”라는 애니메이션을 발표하여

2010년 CGarchitect(www.cgarchitect.com)에서 주최한

International Architectural 3D Awards in Film에서 대

상을 수상하였다.(그림 1) 그는 이 작품에서 포토리얼리

스틱 건축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의 전 장

면을 실사와의 합성이 전혀 없이 온전히 컴퓨터 그래픽

스(CG)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영화촬영을 위한 카메

라의 예술적인 시각으로 유명 건축물을 바라보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바르

셀로나 파빌리온, 루이스 칸의 엑시터 도서관 등 유명

건축물들을 사실적으로 구현하였다. [2]

그림 1. 알렉스 로만의 The Third & The Seventh
Figure 1. The Third & the Seventh (Alex Roman)

이전의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들이 3D 모델링을 통

한 대상 건축물의 물리적인 지오메트리 요소들의 재현

에 치중해 온 것에 비하여 “The Third & The

Seventh”는 물리적인 요소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건

축 공간의 여러 다른 요소들을 애니메이션의 형식으로

표현하려고 시도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3] 이처럼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이

유는 단순히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 이미지를 확장하

여 이동하는 카메라의 시점으로 건축물을 관람하는 영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의하여 창조되는 건

축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관람자의 경험, 즉 공간감을

영상의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에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에서 효과적으로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그 방법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

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완전한 컴퓨터 그래픽스(CG) 환경에서 주

로 제작한 포토리얼리스틱 3D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

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스토리라인이 전혀 없거나 최소화된 건축 애니메이션

에서 순수하게 공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더 명

확하게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션그래픽이나

일러스트를 주된 표현기법으로 사용하는 건축 애니메

이션은 건축가의 설계 의도를 동영상 다이어그램 형태

로 설명하는 스토리라인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사

영상과의 합성이 주를 이루는 건축 애니메이션은 현재

대지의 도시환경이나 자연환경이라는 맥락 속에 놓인

건축물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많이 이

용된다. 이러한 건축 애니메이션은 물리적인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동떨

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

상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저명한 건축

가들과 활발히 협업하고 있는 건축 시각화 아티스트들

의 작품 중 웹상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작품으로

선정하였다.선정한 건축 애니메이션을 공간감의 표현이

라는 측면에서 여러 세부사항들을 관찰하여 각 건축 시

각화 애니메이션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을 탐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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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적인 건축 애니메이션과 공간감

1. 사실적인 건축 애니메이션

2.

건축 애니메이션은 그 자체로는 정적인 건축 공간에

관람자가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재감, 현장감,

몰입감 등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영화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여 건축이라는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한다.[4] 이

처럼 건축 애니메이션에 공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하지만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장면의 사실감일 것이다. 포토리얼리스틱 건축 렌

더링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물리적으로

정확한 빛의 계산, 정확한 오브젝트 형상의 재현, 사실

적인 재질과 텍스쳐의 표현, 그리고 사진에 나타나는

카메라의 특성 재현이며 이 원칙들은 또한 사실적인

3D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위한 기본 조건

이 된다. 다만 정지된 이미지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영

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촬영 기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5]

2. 건축 애니메이션에서 공간감의 전달

건축 공간은 물리적인 요소들에 빛과 시간 같은 비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 그 가치와 본질이 부여되어 사람

들에게 인식, 활용되므로 공간감이란 물리적 요소로 둘

러싸인 환경이 관찰자에게 전달하는 감정이며, 물리적

요소를 넘어 사회, 시간, 행위의 영향을 받는 추상적 개

념이다.[6] 건축 애니메이션은 공간감을 표현하기에 건

축 이미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하나의

고정된 시간상의 장면만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에 비

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이 공간감과 현장감

의 표현에서 이점이 있는 반면에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완전한 풀 모션 애니메이

션과 스틸 이미지 사이에 시네마그래프(Cinemagraph)

라는 형식이 사용된다.[7] 그림 2와 같은 시네마그래프

는 정지된 카메라에 기록되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영상

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형식을 가진다. 건축을 그 대상

으로 할 경우의 예시를 들면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완

전히 정지되어 있으므로 불어오는 바람에 주변의 식물

이 흔들리는 모습이라든지 실내 장면에서는 커튼이 흔

들리는 것과 같은 장면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영상 등이

있다. 정지된 이미지에 이처럼 움직임을 부여하여 관람

자의 감정을 유발하고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2. 시네마그래프 (더 바운더리)
Figure 2. Cinemagraph (The Boundary)

관람자에게 궁극적인 공간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축 컨텐츠가 가상현실(VR)의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

자가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구현된 가상의

건축 공간을 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현실의 체험

을 위한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와 컴퓨터 그래픽

과 관련된 하드웨어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으

나 포토리얼리스틱 컴퓨터 렌더링 이미지나 애니메이

션 영상의 사실감에 필적하는 컨텐츠를 아직은 VR을

통하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 애니메이션은 카메

라의 이동과 시점의 변화가 있으므로 자유도가 제한되

고 시점이 큐레이트된 일종의 가상현실 컨텐츠로 분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 애니메이션에서 효과적인

공간감 전달을 위한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양질의 건축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Ⅲ. 건축 애니메이션의 공간감 전달

요소

건축 애니메이션은 화면 내에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건축 렌더링 이미지와의 주된 차이점이지만 건

축 애니메이션 표현의 주 대상인 건축물 그 자체는 문

이나 창문처럼 사용자의 조작이 가능한 건축 요소 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 보

통이다. 따라서 건축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과 변화는 대부분 건물 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한 것이

다. 이를 선정한 건축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분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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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대상에 따라 분류하였다.

1. 카메라의 움직임과 조작

건축 애니메이션에서 주된 움직임은 가상 카메라의

움직임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관람자가 실제 건물 내

부에 들어가서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혹은 건물 외부에

서 시점을 연속적으로 바꾸어 가며 건물의 내부와 외부

를 바라보는 것을 모방한 것이다. 정지된 건축 렌더링

이미지는 많은 숫자의 이미지를 제공하더라도 장면사

이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연속적인 카메라의 움직임

을 가지고 있는 건축 애니메이션에서 대상 건축물의 공

간감을 표현하기가 훨씬 유리하다.

(1) 물리적인 카메라의 움직임

영화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움직임에는 줌

(Zoom), 팬(Pan), 틸트(Tilt), 돌리(Dolly), 트럭(Truck),

페데스탈(Pedestal), 집/크레인(Jib/Crane), 오빗(Orbit)

등이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최근 드론을 통한 비디

오 촬영의 보급으로 이전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던

CGI 애니메이션의 카메라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

게 되었다.

그림 3. 라세르- MVRDV설계 (인그램) [8]
Figure 3. LaSerre by MVRDV (Engram)

(2) 얕은 피사계심도를 가진 카메라의 초점 변경

재료의 질감이나 디테일과 함께 전체적인 공간감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의 초점을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롱테이크 촬영 기법으로

주로 사용한다.(그림 4)

그림 4. 알렉스 로만의 The Third & The Seventh [2]
Figure 4. The Third & the Seventh (Alex Roman)

2. 주변 사물의 움직임

건축 애니메이션에서 대부분의 경우 정지해 있는 건

축물 주변에서 움직이는 자연, 사람과 탈것의 움직임은

대상 건축물과 내부 공간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 주어

영상에 스케일감을 부여한다. 또한, 건축 공간에 생동감

과 현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여 공간감을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1) 자연의 움직임

그림 5 더 바운더리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연의 움직임에는 주로 바람에 따른 식물(꽃잎, 낙엽

포함), 물결(바다, 호수, 하천, 욕조와 풀, 분수)의 움직

임과 불꽃(벽난로, 모닥불), 수증기(욕조, 요리) 등이 있

다.

그림 5. 87 파크- 렌조 피아노 설계(더 바운더리) [9]
Figure 5. 87 Park by Renzo Piano (The Boundary)

(2) 인파와 차량의 움직임

주로 대상 건축물 외부의 교통수단(자동차, 기차, 비

행기, 선박, 자전거)의 이동이며 건물 주변과 내부의 보

행자들은 건축 공간의 용도와 분위기를 표현한다.(그림

6)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369-376,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73 -

그림 6. 토라노몬-아자부다이- 헤더윅 설계 (디박스) [10]
Figure 6. Toranomon-Azabudai by Heatherwick Studio

(DBox)

(3) 건축 요소들의 움직임

건축물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정적이나 사용자가 조

작이 가능한 창문, 문, 셔터, 루버, 차양, 커튼, 실링팬

등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에 포함할 수 있다.

3. 빛 환경의 변화

(1) 태양의 움직임과 그림자의 변화

하루의 태양의 고도와 방위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내, 외부에 침투하는 직사광선과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변하면서 공간의 분위기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게 된

다.(그림 7) 주로 뒤에 나오는 타임랩스 기법과 함께 사

용하여 단편 애니메이션에서도 다양한 일조와 채광에

대응하는 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한다.

그림 7. 알버니가-켄고쿠마 설계 (헤이즈데이비슨) [11]
Figure 7. Layering, Alberni St. by Kengo Kuma (Hayes

Davidson)

(2) 실내 및 실외의 인공조명의 효과

그림 8과 같이 주로 야간 장면에 실내외의 인공조명

에 따른 공간의 빛 환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커튼월과 같은 투명한 외피를 통하여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를 함께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아티스트들이 황혼

장면을 선호한다. 황혼 장면에서는 아직 천공광이 남아

있어 건축물의 외부의 재료와 형태를 잘 표현할 수 있

으며, 내부 조명의 점등으로 내부 공간을 외부로 효과

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림 8. 로즈힐 뉴욕 (리슨트 스페이스) [12]
Figure 8. Rose Hill NYC (Recent Spaces)

4. 기상의 변화

기상은 강우, 바람, 구름 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리적인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 하늘의 표현

하늘은 건축물의 내외부의 빛 환경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천공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맑은 하늘, 오버

캐스트 하늘(완전히 흐린 하늘) 등이 있으며 구름의 움

직임이 외부 건축 재료에 반사되어 건물의 외관이 다양

한 인상을 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 9에

서는 구름의 그림자가 넓은 계단을 이동하며 마치 바람

이 부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림 9. 알렉스 로만의 The Third & The Seventh [2]
Figure 9. The Third & the Seventh (Alex Roman)

(2) 빗방울과 눈송이의 표현

비와 눈은 단순히 날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관람

자가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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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장면은 대지에 남아있

는 물기 때문에 건축물의 야경이 반사되어 화려하고 몽

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그림 10과 같이 유

리에 흘러내린 빗물을 통하여 바라본 실내는 좀더 아늑

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눈이 내린 장

면은 건축물 외부의 재료를 모두 감추어 형태를 강조하

기도 하고, 내부의 따뜻한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그림 10. 611 웨스트 56번가 (더 바운더리) [13]
Figure 10. 611 West 56th St (The Boundary)

(3) 안개와 스모그의 표현

그림 11처럼 안개와 스모그는 단순히 시각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빛을 산란시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때로는 고층건물이나 수

평으로 긴 건물의 일부가 안개에 가려지는 장면 등을

연출하여 건축물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 영상에 사용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실내 장면에 사용되어 외부의 거

친 환경과 대비되는 실내의 안락함을 강조하는 데에 쓰

이기도 한다.

그림 11. 파리 올림픽 수영 경기장 (인그램) [14]
Figure 11. Paris Olympic acquatic Centre(Engram)

5. 시간의 조절

(1) 타임랩스

타임랩스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모아서 영상으로 만드는 기법을 의미하며 시간을 압축

하는 효과가 있다. 주로 태양광과 그림자의 변화, 낮과

밤의 조명 환경의 변화, 또는 그림 12와 같이 사람과

자동차 움직임의 페이드 아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

다. 타임랩스는 앞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움직임과 함께

사용되어 대상 오브젝트나 빛, 기상의 움직임을 가속화

시켜 짧은 영상 안에 다양한 분위기와 공간감의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2. 알버니가-켄고쿠마 설계 (헤이즈데이비슨) [11]
Figure 12. Layering, Alberni St. by Kengo Kuma (Hayes

Davidson)

(2)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은 타임랩스와는 반대로 같은 시간내에

더 많은 프레임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시

간을 확장시켜 디테일을 표현하고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에서는 자주 사용

되지 않는다.

6. 초현실적 장면의 삽입

사실적인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에 쉽게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오브젝트를 삽입하

여 초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일이 종종 있다. 예시

로 그림 13에서는 외부 조명이 하늘로 떠오르며 주변의

조경요소와 자연을 고루 비추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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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알렉스 로만의 The Third & The Seventh [2]
Figure 13. The Third and The Seventh (Alex Roman)

이밖에도 The Third & The Seventh[2]에서는 공중

에 떠있는 텍스트, 실내에 생성된 구름, 실내에 떠있는

거대한 물방울, 도서관에서 서적들의 폭발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건축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현실의

이미지와 매우 가까이 닮아가면서 관람자들이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현상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초현실적

인 장면을 일부 포함하여 건축 애니메이션의 사실감이

매우 뛰어나지만 명확히 전부 3D 디지털 기술로 만들

어진 장면임을 보여줌으로써 미묘하게 실사와 다를 수

밖에 없는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의 사실감에 대한 부

담을 덜고 건축가가 창조한 공간에 대한 의도와 관람자

가 느끼는 공간감의 표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

려는 의도이다.

IⅤ. 결 론

본 고에서는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 제작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공간감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적

인 건축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선정한 후 이를 관찰하여

포토리얼리스틱 건축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애니메이

션에서 관람객이 현장감과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

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에 공간감의 전달을 강화하

기 위하여 나타나는 특징들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메라의 움직임과 조작, 주변 사물의 움직임, 빛

환경의 변화, 기상의 변화, 시간의 조절, 초현실적 장면

의 삽입임을 찾아 낼 수 있었다. (표 1 참조)

표 1. 건축 시각화 애니메이션의 공간감 전달을 위한 요소
Table 1. Elements for the Expression of Sense of Space
on Architectural Visualization Animation

카메라의움직임과조작
(1) 물리적인 카메라의 움직임

(2) 얕은 피사계심도를 가진 카메라의
초점 변경

주변 사물의 움직임
(1) 자연의 움직임

(2) 인파와 차량의 움직임
(3) 건축 요소들의 움직임

빛 환경의 변화
(1) 태양의 움직임과 그림자의 변화
(2) 실내 및 실외의 인공조명의 효과

기상의 변화
(1) 하늘의 표현

(2) 빗방울과 눈송이의 표현
(3) 안개와 스모그의 표현

시간의 조절
(1) 타임랩스
(2) 슬로우 모션

초현실적 장면의 삽입 특수효과

건축 애니메이션에서 앞에서 탐색한 요소들을 통해

서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감은 궁극적으로 가상현실의

컨텐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공간감은 가상현실에서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대

시키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가상현실 건

축 컨텐츠의 몰입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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