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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과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의 액팅1)(acting) 스타일 비교 

-클로즈-업을 이용한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I. 시작하며
II. 2D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과장된 액팅
Ⅲ.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의 감정표현
3-1. 모션의 흔들림
3-2. 클로즈-업과 감정표현
IV.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문재철, 김유미

초 록

2000년대 초를 거치면서 리얼리티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달과 함께 서구를 중심으로 메인 

스트림 장편 애니메이션은 핸드 드로운(hand-drawn) 방식에서 점차 3D 컴퓨터 그래픽스 사용으로 변

화됐다. 전통적으로 드로잉 방식의 애니메이션은 원, 삼각형 등 단순한 형태로 추상화 된 캐릭터들의 

독특한 움직임에서 다른 예술장르와 차별화되는 미적 고유성을 찾았다면, 컴퓨터의 사용은 그 움직임

의 자동화 방식과 리얼리티 지향의 그래픽으로 인해 그와 같은 애니메이션의 미적 특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3D 컴퓨터 그래픽스의 제작방식의 도입은 애니메이션의 액팅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우선 실제 인간의 운동 메커니즘과 유사한 리깅(rigging)방식을 보면 3D 캐릭터의 액팅 

스타일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경우 캐릭터의 머리카락, 옷 등은 소

품이 아닌 캐릭터의 일부로써 액팅을 했다면, 이제 머리카락, 옷 등은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애니메

이터에겐 오직 캐릭터의 몸만이 액팅 대리물이 됐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 할 ‘스트레치 

앤 스쿼시(stretch and squash)’의 과장된 움직임을 매체의 특성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한 프레임씩 

수작업으로 그려지는 바, 미세하게 나타나는 선의 떨림은 피할 수 없다. 이 떨림은 묘한 미적효과로도 

기능하지만 동시에 이를 감추기 위해 과장된 움직임은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와 다르게 수학적

인 움직임 계산으로 매끄러운 움직임의 표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다소 이분화 된 액팅 방

식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같은 움직임에서 과장 된 제스처로 액팅하거나 또는 정적이며 절제 

된 동작으로 감정을 연기한다. 또한 z축의 깊이 공간을 추가되고 캐릭터를 직관적으로 움직임일 수 있

는 컴퓨터 그래픽의 편리성은, 뛰어난 드로잉 아티스트를 넘어 뛰어난 연기 지도자가 될 것을 애니메

이터에게 요구 한다. 특히 캐릭터의 감정표현과 관련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표현양식은 애니

메이터에게 액팅의 유형과 관련 넓은 선택을 제공한다. 이는 애니메이션에 있어 동작 위주의 액팅 스

타일에서 내면적 감정 표현으로의 연기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키워드: 액팅, 감정 표현, 캐릭터 애니메이션 , 클로즈업,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 컴퓨터 애니메이션

1) 본 논문에서는 '액팅(acting)'과 '연기'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했다. 액팅

은 주로 캐릭터의 동작과 관련된 뉘앙스를, 연기는 연극이나 영화의 경우에서

처럼 실제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표현과 관계되는 뉘앙스를 담고 자 했으며, 

인용문의 경우 원문에 사용된 용어를 최대한 그대로 썼다. 그밖에 관련된 용

어로 ‘퍼포먼스(performance)’가 있는데 액팅과 퍼포먼스의 차이 그리고 이

들 영어 용어와 ‘연기’라는 한국어 간의 차이에 대해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

요할 것이나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 다뤄보고

자 한다.



148

Ⅰ. 시작하며

1990년대 말까지 핸드 드로잉(hand-drawing)이 가장 널리 사용

되는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이었다면, 현재는 미국의 제작사

들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장편이 3D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창작되고 있다. 3D CG 제작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수적인 바, 

도입 초기에는 많은 소규모 제작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래

시(Adobe Flash), 툰붐(Toon Boom) 등을 사용한 2D 컴퓨터 애니

메이션으로 전향하였고, 픽사(Pixar), 블루스카이(Blue Sky)와 

같은 신생 제작사나 디즈니와 같은 오랜 전통의 대형 제작사들이 

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초기 애니메이션은 영화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애니

메이션만의 미학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예술적 가능성을 찾

으려 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는 매체 혹은 툴(tool)의 특

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면서 극사실성을 재현하려는 이른바 

‘비매개’1)의 욕망을 바탕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컴퓨

터로 제작된 작품들이 애니메이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애니메

이션 고유의 통통 튀는 유연한 탄성의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애니메이션 작가나 감독들이 초기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대해 우려했던 것은 조형적 측면에서의 고유의 예

술성 상실이 아닌, 애니메이션만의 독특한 움직임이 주는 환상성

의 상실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기존의 클래식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포토-리얼리스틱

(photo-realistic)한 재현이라는 이미지의 외양적 변화인데, 이

것 외에도 새로운 작업 방식이 가져 온 변화는 편집, 미장센, 사

운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캐릭터의 움직임 표현도 그 중 하나

다.

가령, 연기의 경우가 그렇다. 현대 영화는 ‘모션캡처’, ‘이

1) 제이 볼터(Jay Bolter) & 리처드 그루신(Richard Grusin), 이재현 역, 『재매

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p.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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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캡처’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배우의 연기를 디지털 

액터(actor)의 모습으로 구현해 낸다. 간단히 기술하면, 관절 그

리고 얼굴표정을 결정하는 주요 근육에 마킹을 한 배우가 영화에 

등장할 상상적 존재를 연기하는 동안 특수카메라는 타깃 마킹하

여 움직임을 데이터화한 후, 3D 디지털 캐릭터의 움직임에 적용

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Rise of 

the Planet of the Apes, 2011)에서 앤디 서키스(Andy Serkis)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분장 없이도 침팬지‘시저’의 감정을 연기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시저’의 퍼포먼스는 애니메이션인가 

아니면 실제 배우의 연기인가?

일각에선 모션캡처를 로토스코핑(rotoscoping)의 전통을 따르

는 것으로 보면서 애니메이션으로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 영화예

술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 

AMPAS) 경우, ‘골룸’의 퍼포먼스를 애니메이션으로 규정하여 

2003년 앤디 서키스를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 자격에서 탈락

시켰지만, 2009년엔 모션캡처를 배우의 연기로 보고 키 프레임 

방식은 애니메이션이라 규정했다.2) 아카데미의 내규는 그렇다 치

더라도  애니메이터들 또한 캡처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그들에 

의해 수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션캡처를 애니메이션의 범주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가령 <라따뚜이>(Ratatouille, 2007)의 앤드 크

레딧을 보면 모션캡처 없는 애니메이션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요컨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캐릭터 액팅(acting)

이 라이브 액션 영화의 연기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 등, 애

니메이션의 정체성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다.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액션 영화 모두 캐릭터의 액팅에 기반하

2) This approach culminated in the Academy’s 2007 amendment stating that 

“animation” is determined by the method of creating character 

performance as well as the 2010 declaration that motioncapture is not an 

animation technique. <Is it real ... or is it motion capture: The battle 

to redefine animation in the age of digital performance>, Yacov 

Freedman, The velvet light trap, Number 69, Spring 2012, pp.42.

3) 앞의 글, Yacov Freedman,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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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러티브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액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에드 훅스(Ed Hooks)

의 견해를 보자. 그는 애니메이터에게 연기 트레이닝이란 인형술

사나 작가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관찰, 논의 그리고 예시를 통

해서 배우게 된다고 했다. 관찰이란 점을 애니메이션 기법의 가

장 본질적인 측면으로 꼽았는데, 실제 배우의 연기는 상황의 몰

입으로 인해 배우의 무의식이 개입한다면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

의 연기는 애니메이터의 무의식을 매개로 관찰된 행동이 드로잉

이라는 과정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다.4) 

 영화의 연기에 대해 토니 바(Tony Barr)는 연기는 단순히 자

극에 대한 반응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상상력을 도입하며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야 재미를 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그 현실감이

란 관객의 현실세계를 반영한 것이기에 배우는 신체를 도구삼아 

훈련하여 연기를 육화(Physicallization)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

금 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5) 현실감과 훈련을 통한 

육화된 즉흥성은 2D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액팅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특성이다.

배우들이“감각기억 훈련”을 통해 육화된 자발성과 즉흥성을 

이끌어 내 현실감 있는 연기를 한다면, 애니메이터들은 즉흥성이

나 우연성, 현실성보다도 자신들이 관찰한 행동(acting)에 개인

적 감정과 경험을 덧붙여, 사회관계에 의해 재단되지 않은 애니

메이션만의 관습적인 방식으로 캐릭터에 표현하는 경향이 우세하

다. 만일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한 처우에 화가 났다하더라도 우

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울거나 또는 어깨를 늘어뜨리며 걷진 않

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딘지 모를 의기소침하거나 분한 감정을 우

리의 눈에 띠지 않는 신체언어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이 도덕이나 예절 등 사회적 관계로 인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신체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4) Ed Hooks, Acting for Animators, Heinemann drama. p. xiii.

5) 토니 바, 이승구, 김학용 옮김,『영화연기』, 집문당, 영화진흥위원회, 2001.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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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해 애니메이터는 몸짓과 표정의 제약 없이 감정을 눈에 띠

게 캐릭터에 표현하는 것이다.   

분명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액팅과 라이브 액션 영

화에서 배우의 연기는 서로 다른 것으로 비견 될 만하다. 하지만 

3D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캐릭터의 액팅은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

션과 어떻게 다른가? 이 논문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표현방식과 

관념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2D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

과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미적 차이점들 가운데 캐릭터들의 액

팅 문제를 클로즈-업을 통한 감정표현과 관련해 비교 분석해보고

자 한다.

Ⅱ. 2D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과장된 액팅

“애니메이션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서 포착되는 움직임”

이라는 맥라렌의 정의는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경우 매우 합

당하다. 24분의 1초의 등간격으로 움직임을 기록하는 영화의 경

우 이와 같은 정의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또한 사실적 움

직임을 추구하는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비교적 제한

적이다.

그림 1. <알라딘> 연속된 네 프레임에서

 자스민의 스카프 선은 변화량이 일정치 않다.

리차드 윌리암스(Richard Williams) 역시 그의 책 서두에서 애

니메이터이자 감독인 그림 냇윅(Grim Natwick)의‘애니메이션은 

타이밍과 스페이싱(spacing)’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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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animating)에 관한 내용을 시작한다.6) '인-비트윈

(in-between)’의 수와 그 사이의 변화량으로 움직임의 속성이 

결정되는데, 하나의 포즈에서 다른 포즈로 수렴되는 움직임은 탄

성력 좋은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은 페그 바(peg bar)7)에 종이를 고정

시킨 후, 종이를 플리핑(flipping)8)하여 키 드로잉을 완성하고 

다시 키 드로잉들 사이에 새로운 종이를 넣어 인-비트윈을 그려

간다. 그리고 다시 키 드로잉과 인-비트윈 사이에 다른 종이를 

끼워 넣은 후 새로운 인-비트윈을 다시 채워준다. 종이를 페그 

바에서 뺀 후 종이를 다시 추가하는 과정에서 페그 홀(peg hole)

의 모서리는 점점 마찰에 의해 커지게 돼 작업이 반복될수록 종

이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플립핑 과정도 마찬가지다. 그림을 튕기면서 눈의 잔상에 

의지해 다음 동작을 그리는 것은 기계가 하는 것과는 다르기에 

부정확성으로 인한 선의 떨림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정지(still) 

장면의 경우 눈에 두드러진다. 균일한 굵기로 정리되어 있지만 

드로잉 선의 불일치로 캐릭터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

나 사실상 이 떨림은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같은 혹은 미풍과 

같은, 지각하지 못하지만 기계적 정지(stasis)나 수학적 정확성

이 주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런 잔상의 정

형화되지 않은 형태는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이 디즈니 애니메이

션에서 발견한 자유로운 플라즈마(plasma)의9) 특성을 가장 잘 보

여주기에, 많은 애니메이터들은 클린업10) 된 드로잉 보다 러프한 

6) Richard Williams, The Animators’s Survival Kit, Faber and Faber, p. 35.

7) 여러 장의 애니메이션 고정시키기 위한 막대기로, 보통 5개의 금속 꽂이가 달

려있다. 이에 맞게 애니메이션 작화지의 한쪽 끝에 구멍을 뚫고 페그 바에 고

정하여 그림을 그린다.  

8) 여러 장의 드로잉을 순서대로 포갠 뒤, 각 손가락 사이에 그림을 끼워 손가락

의 움직임으로 그림을 바꿔가며 보는 방식으로, 플립북(flipbook)을 이와 비

슷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인 플립북은 드로

잉을 빠르게 연속시켜 그림들 간의 잔상으로 환영을 경험시켜주는 예술이다.

9) 에이젠슈테인(Sergei Eisenstein)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의 어떠한 

형태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하는 특성에서 고정된 정체성으로부터의 

자유를 보면서 이를 플라즈마라는 개념과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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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슬 테스트11)의 움직임에 더 매료되기도 한다. 

아마도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움직임이 정적이기보다는 유

연하고 탄성력이 좋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단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해진 타이밍의 순간에 큰 운동성

을 주는 과장된 액팅 스타일은 기술적 조건에 대한 일종의 미학

적 반응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액팅은 연극의 경우와 비교해볼 

만하다. 무대가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이라 할 연극은 객석까지의 

거리로 인해 배우의 표정이나 작은 제스처는 보여줄 수 없다. 심

지어 조용한 독백마저도 큰 발성으로 관객에게 전달돼야 한다. 

멀리 있는 관객이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우는 큰 몸동작으로 

연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관객과의 거리라는 연극매체의 공연 환

경이 영화와 구분되는 독특한 연극의 연기 미학을 낳았다고 할 

것이다.  

2D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경우, 롱 샷과 익스트림 클로즈-

업 샷의 연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풀 샷과 미디움 샷 정도 사이에

서 피사체의 크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드로잉 선의 굵

기는 거리와 관계가 있는데, 가까운 대상은 굵은 선으로 그리고 

그보다 멀리 있는 대상은 얇은 선으로 표현된다. 먼 거리에 있는 

캐릭터의 동작을 얇은 선으로 표현한다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고 선의 간섭으로 아지랑이 같은 모아레(moire)의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또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2D의 평면성으로 인해 

텍스추어와 형태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커 캐릭터의 감정변화에 

따른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표현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클로즈-업을 통한 캐릭터의 감정 표현은 눈썹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눈동자를 심하게 움직이는 식의 과장을 통해 관객에게 

어필하게 된다. 요컨대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액

10) 움직임을 테스트하고 수차례 수정을 거친 드로잉을 다시 깨끗한 종이에 옮겨 

그리는 작업으로, 이때 선의 굵기와 깨끗한 휙은 중요시 된다.

11) 펜슬 테스트(pencil test)는 간결한 선으로 클린업하기 전에 연필로 그린 그

림들을 촬영하여 그 움직임을 보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연필 선은 많은 수정

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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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은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라이브액션 영화보다는 연

극의 경우와 유사하게 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장되어 보이는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액팅이 단

순히 매체적/기술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형성, 발전된 것은 아니

다. 물리적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드로잉 방식의 애니메이션은 

형태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다양한 재료를 감정 연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옷, 머리카락 같은 캐릭터를 구성하는 부속물

도 연기에 이용되며,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 이런 것들은 의도를 

갖고 움직이며 변형된다. 캐릭터의 연기는 몸 중심의 과장된 움

직임 뿐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것의 액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런 점에서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에서 액팅의 주체는 

폭이 넓다 하겠다.

그림 2. <알라딘> 자스민의 옷자락은 천천히 공중에서 떨어진다.   

Ⅲ.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의 클로즈-업과 감정표현

1. 모션의 흔들림

라이브 액션 영화와 구분이 어려울 만큼 사실적인 이미지와 움

직임을 생산해낼 수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액팅 스타

일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변화

를 가져왔다. 한 캐릭터가 외형이 복잡한 기계를 앞뒤로 흔들면

서 아무렇게나 뛰는 모습을 풀 샷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것은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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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경우 고비용의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작업임은 상상만으로도 알 수 있다.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에서

는 x,y,z 축의 모든 공간을 누비는 움직임은 사실상 드로잉 실력

이 뛰어난 애니메이터들에게나 가능한, 고비용의 연출이었다. 하

지만 디지털 툴을 이용하는 애니메이터들은 선 원근법에 따라 그

림을 그리는 대신 삼차원 공간에서 직관적인 감각으로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움직임에 있어 사실성을 추구하려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해 액팅의 범위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조각과 같이 외형만 있는 모델 오브젝트에 인간

의 골격구조의 뼈가 계급적 구조로 연결되어 배치되고, 뼈들의 

움직임과 함께 수축, 이완되는 근육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

록 갖가지 컨트롤러들이 리그(rig)된다.12) 또한 애니메이터가 작

업 중 실수로 캐릭터의 외형을 변형시키는 거나, 원하지 않는 방

식으로 뼈를 회전시키는 걸 막기 위해 (보통 작업의 편리성의 위

해) 어트리뷰트(Attributes)에 대한 접근은 차단된다. 다시 말

해, 애니메이터가 복잡한 생각을 하는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임의

적으로 캐릭터의 머리 형태를 부풀리거나 늘리고, 코믹한 상황 

묘사를 위해 지그재그로 흔들거리는 다리의 표현은 불가능하

다.13) 애니메이션 고유의 자유로운 미학이 제한되는 것이다.14)

12) 리깅(rigging)이란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한 작업으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아마추어와 같은 뼈대를 셋업하는 것과 유사하다.

13) 특수한 연출 의도를 목적으로 변형이 가능한 캐릭터 역시 셋업 된 범주에서 

가능할 뿐, 결국 애니메이터에게 움직임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14) 캐릭터의 액팅과 관련 애니메이터의 무의식이 액팅이 드러나는 형태도 제작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드로잉 방식에서는 전통적으로 포즈 투 포즈

(pose to pose)의 키 프레임 방식으로 동작을 진행시키는데 특정 동작의 처음

과 끝 포즈를 먼저 그린 후 그 사이의 드로잉들을 가상 궤적을 따라 인-비트

윈(in-between) 그림으로 채운다. 그런데 이 방식이 3D 소프트웨어로는 키와 

키 사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보간법(interpolation)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에서는 인-비트윈 작업 중 우연성과 애니메이

터의 무의식이 캐릭터의 동작으로 반영 될 수 있다면, 3D 소프트웨어의 자동 

보간법은 비록 애니메이터의 수정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적 계

산에 의해 만들어지기에 연기에 대한 애니메이터의 무의식은 동작의 과정보다

는 캐릭터의 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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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옷, 머리카락과 같은 캐릭터의 부속물들은 클래식 애니메

이션의 경우 캐릭터의 일부분으로서 연출의도에 따라 움직임을 

달리할 수 있었지만(사람과 같은 움직임을 만들려는 합의하에 리

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체로 특수효과에 의해 시

뮬레이션 되므로 부속물들의 액팅은 애니메이터의 몫이 아닌 경

우가 많다. 캐릭터의 액팅은 자연적인 일상의 움직임에 가까워졌

다. 가령 사색에 잠긴 정적인 캐릭터를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

으로 표현한다면 선들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연출의도가 상실

될 수 있어 동작을 과장하는 연출로 이를 커버할 가능성이 농후

했다. 하지만 컴퓨터의 수학적 계산은 튀는 움직임이 없는 동작 

표현을 가능하게 해 이제는 미세한 동작까지도 인간의 행동에 가

깝게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액션과 휴지(休止)상태의 대립으로 

극적 긴장감을 표현하는 경우, 캐릭터의 감정 외엔 모션의 흔들

림과 같은 시선을 뺏길 방해요소가 제거되어 관객의 정서적 공감

을 이전에 비해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3. 알라딘(위)과 메리다(아래)의 얼굴의 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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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리다의 설득에 경청하는 캐릭터들은 

움직임이 미세한 움직임을 보인다.

2. 클로즈-업과 감정연기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리(distance)와 내적 관련성이 있는 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이러한 거리에 따라 샷의 크기와 기

능이 결정된다. 관객과의 거리로 인해 연극 무대의 연기자가 과

장된 몸짓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영화 연기자 역시 쇼트 

크기에 따라 몸짓의 크기가 달라진다.15) 특히 클로즈-업은 확대

의 의미도 있지만 거리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세한 변

화나 형태에 시선을 고정시켜 대상과의 내밀한 관계를 설정하는 

등 서술맥락에 따라서는 언어 외적인 표현력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를테면 미세한 손의 떨림, 눈의 깜빡임 등의 클로즈-업은 대상

을 친밀하게 하거나 혹은 은밀한 거리에서 관찰함으로써 관객을 

배우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루시킨다.

실제 사람의 동작과 유사한 묘사가 가능해진 3D 컴퓨터 애니메

이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액팅의 변화는 클로즈-업과 관련된 것

이다. 많은 경우 2D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에서 얼굴 클로즈-업

은 종종 눈썹을 과하게 움직이거나 턱을 길게 늘어뜨리는 등 

‘스트레치 앤 스쿼시’의 대비를 통해 감정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것은 다시 연극과 비교해볼 때 무대에서 먼 거리의 관객이 배

우의 표정 디테일을 볼 수 없어 짙은 메이크업과 과장된 표정으

15) 김용구, 「영화연기에 있어서 세 가지 거리(distances)에 관한 소고」,  한

국영화교육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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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연기를 기술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클로즈-업 연

출에 한계가 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캐

릭터의 얼굴에 무작위적인 땀구멍, 피부색의 입자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여 종이 위에 스케치하고 채색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불필요하고, 또한 동작이 크지 않은 장면의 경우 

애니메이터의 손으로 그려진 선들의 미세한 떨림을 피하기란 어

려운 것이다. 그러한 이유가 아니어도 드로잉 방식의 애니메이션

의 미학적 특징은 동작의 과장과 선의 자유분방함을 이용해 감정

을 표현하는데 있었다.

프레임 전체를 채운 얼굴, 거기에 나타난 미세한 표정의 움직

임은 영화에서 흔히 보게 되는 감정표현 방식이다. 얼굴이란 사

람들에게 익숙하고 언어외적으로 가장 큰 감정표현이 일어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에, 보통의 클로즈-업 연출은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어 이와 같은 효과를 이끌어 낸다.16)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아이언 자이언트>(The Iron Giant, 1999)의 경우에서 확인되듯

이, 얼굴과 몸의 드로잉은 반복 사용하는 경우 간혹 눈과 입에 

움직임을 주어 캐릭터가 정지 상태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여하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덕분에 3D 컴퓨터 애

니메이션에서도 영화적 연출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묘사가 상당부

분 가능해졌다. 3D 소프트웨어로 모델링된 얼굴은 스무스

(smooth)17) 방식을 거치는 바, 육안으로 매끄러운 표면이 얼마나 

많은 폴리곤인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면으로 이루어져 

주름과 같은 어떠한 얼굴의 굴곡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움직임

의 함수적 계산은 떨림 없는 동작도 가능하게 해 보다 자연스러

운 연기 연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6) 뇌의 하측두엽 FFA(Fusiform Face area)은 미세한 얼굴의 특징 인지할 수 있

어 미세한 얼굴근육의 움직일지라도 심리의 변화도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 

박문호, 『뇌 생각의 출현 대칭, 대칭의 붕괴에서 의식까지』, 휴머니스트, 

2008, p. 307.

17) 3D 모델링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곡면도 각진 형태가 되

도록 만든 후에 마지막 랜더링 과정에서, 하나의 면을 여러 단계로 나눠 부드

럽게 만들어준다. 이때 폴리곤(면)의 수는 항상 4배수로 증가한다. 



159

가령 <메리다와 마법사의 숲>(Brave, 2012)에서 메리다가 남편 

후보들의 활쏘기 경연장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 활

을 쏘는 장면을 보자. 메리다는 이미 과녁 중심에 꽂혀 있는 활

을 갈라 쏘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 장면은 클로즈-업으로 연출되

어 주인공의 심리와 극적 긴장감을 표현한다. 긴장되고 집중된 

순간은 군중들의 과장된 감정 표현 없이도 주인공인 메리다의 숨

을 고르는 소리, 약간의 찌푸림, 얼굴에서 손으로의 이동, 활시

위와 손을 벗어나는 화살 등이 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으로 표

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얼굴의 홍조 그리고 주근깨의 고밀도 텍

스추어와 폴리곤은 피부 표면의 작은 땀구멍과 미세한 주름의 표

현을 클로즈-업을 통해 내보이며, 얼굴의 피부는 살짝 수축된다. 

화살을 조심스럽게 놓아주는 손가락과 얼굴에 작은 상처를 내며 

활시위를 떠나는 활의 슬로우 모션은 어떠한 큰 동작이나 대사 

없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클로즈-업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이미지는 시각적 충격과 함께, 동작이 아닌 이

미지로써 관객에게 면밀한 관찰을 유도한다. 동작위주의 다른 장

면들과는 달리 정지된 듯한 이 클로즈-업은 긴밀한 거리적 유대

로 극적 몰입을 이끌어 내면서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그림 5. <메리다와 마법사의 숲>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으로 극대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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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전통적인 드로잉 방식의 애니메이션이 3D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구분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캐릭터나 사물의 모습이 

단순한 도형으로 추상화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사실성의 약

화)과 과장된 액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알라딘>나 <아이언 자이언트>와 같은 평면 드로

잉에서 초기 3D 컴퓨터 그래픽은 3차원 공간의 리얼리티를 강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으며, 또한 풀 3D 애니메이션조차 애니메이

션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드로잉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3차원의 

공간으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장르의 미학적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와는 상관없이 드로잉에

서 컴퓨터 그래픽으로의 테크놀로지 변화는 작업방식은 물론 이

미지 스타일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덕분에 가능해진 텍스추어의 풍부함은 반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반면, 캐릭터의 연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질문

을 제기한다.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추상적 형태성은 여전히 다수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외형(비율, 얼굴의 과장 등)에 

나타나고 있다. 동작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포즈에서 다른 포즈로 

튀는 듯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가까워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라이브 액션 영

화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과장됐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

론 스토리와 컨셉에 따라 동작의 표현이 다양하고, 라이브 액션 

영화의 경우도 일반화 할 수 없기에 작업방식에 따라 연기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18) 보다 넓은 맥락에서 연기에 미

치는 다양한 요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테

18) 이를테면 여타의 영화와 비교해 볼 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The Grand 

Budapest Hotel, 2014)의 배우들은 다소 경직된 몸짓과 과장된 표정으로 코미

디 연기를 보여준다. 이는 장르와 테마, 연출의도에 따라 연기의 유형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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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놀로지의 도입은 기존의 애니메이션 액팅 스타일과 상충되기도 

하지만 또 보완을 이루면서 애니메이션 내에서 캐릭터의 유형에 

따라 액팅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하겠

다. 가령 단순 도형의 형태로 추상화된 디자인의 캐릭터는 과장

된 움직임으로, 또한 인간과 비슷한 외형으로 디자인된 캐릭터는 

인간의 일상적 행동과 비슷한 형태로 연기하는 식이다. 액팅 연

출과 관련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핵심문제인 “클로즈-업을 활용한 감정 표

현”의 경우와 관련해 보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실적 표현

력의 강화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미지가 풍부한 표현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정서적 동일화와 몰입

을 이끌어 내기 쉽기 때문으로, 클로즈업을 통한 감정표현에 있

어 이미지의 디테일과 표면적 정확성은 연출에 유리한 국면을 조

성한다.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의 작업방식과 기술적 특성에서 

비롯된 이미지의 떨림과 같은 부정확성 등이 액팅 스타일을 과장

과 동작(action) 위주로 이끈 한 원인이었다면, 사실적 시뮬레이

션을 가능케 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영화적 연기의 도입가능성

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겠다. 특히 빛, 바람, 중력의 랜더링 등

과 같이 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개발된 3D 소프트웨

어의 사용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캐릭터의 부속물들의 액팅을 

과거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보다 영화적 표현방식에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캐릭터의 감정표현과 관련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표현양식은 액팅의 유형에 있어 넓은 선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에 있어 행동 위주의 액팅 스타일에서 내면적 감

정표현의 영역으로 연기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의 편리성은 뛰어난 드로잉 아티스트나 애니메이터를 넘어 

훌륭한 연기 지도자가 될 것을 애니메이션 연출자(혹은 애니메이

터)에게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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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Acting Style Between 

2D Hand-drawn Animation and 3D Computer Animation

: Focused on Expression of Emotion by Using Close-up

Moon, Jaecheol ․ Kim, Yumi

Around the turn of 21st century, there has been a major 

technological shift in the animation industry. With development of 

reality-based computer graphics, major American animation studios 

replaced hand-drawn method with the new 3D computer graphics. 

Traditional animation was known for its simplified shapes such as 

circles and triangle that makes characters’ movements distinctive 

from non-animated feature films. Computer-generated animation has 

largely replaced it, but is under continuous criticism that 

automated movements and reality-like graphics devaluate the 

aesthetics of animation. Although hand-drawn animation is still 

produced, 3D computer graphics have taken commercial lead and there 

has been many changes to acting of animated characters, which calls 

for detailed investigation. Firstly, the changes in acting of 3D 

characters can be traced from looking at human-like rigging method 

that mimics humanistic moving mechanism. Also, if hair and clothing 

was part of hand-drawn characters’ acting, it has now been hidden 

inside mathematical simulation of 3D graphics, leaving only the body 

to be used in acting. Secondly, looking at “Stretch and Squash” 

method, which represents the distinctive movements of animation, 

through the lens of media, a paradox arises. Hand-drawn animation 

are produced frame-by-frame, and a subtle change would make animated 

frames shiver. This slight shivering acts as an aesthetic 

distinction of animated feature films, but can also require 

exaggerated movements to hide the shivering. On the contrary,  

acting of 3D animation make use of calculated movements that may 

seem exaggerated compared to human acting, but seem much more 

moderate and static compared to hand-drawn acting. Moreover, 3D 

computer graphics add the third dimension that allows more intuitive 

movements - maybe animators no longer need fine drawing skills; what 

they now need is directing skills to animate characters in 3D space 

intuitively. On the assumption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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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artistic expressionism are inseparable, this paper 

compares acting of 3D animation studio Pixar and classical drawing 

studio Disney to investigate character acting style and movements. 

Key Word : acting, expression of emotion, close-up, character 

animation, hand drawn animation, computer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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