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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규모 3D 컴퓨터애니메이션의 제작공정은 제작기술의 

발 과 산의 규모화로 인해 그 구조가 더욱 복잡화, 

세분화, 되고 있으며, 로덕션타입, 제작규모, 제작방식

과 같은 유형에 따라 제작 이 라인의 형태가 다양하

게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제작업체에서는 제작 

이 라인의 개념과 그 구성에 한 변화와 발 이 미

비하여 이에 한 재조명이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연구

의 배경을 주목하여 본 연구는 국내 소규모 3D애니메이

션의 제작 이 라인에 한 이해를 돕고, 소규모 국내 

로덕션 실정에 맞는 3D애니메이션 제작 이 라인의 

구성 방안을 모색 하고자하는데 그 목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규모 3D애니메이션의 제작 

이 라인 구성 모델과 방법론은 로젝트의 성향이나 주

변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 것만은 아니며, 3D 컴퓨터애니메이션 제작 이

라인의 구성을 해서는 그 목 을 충분히 이해하고, 

로덕션내의 작업자간의 정보의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로덕션의 환경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추어 구성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Manufacturing process of large-scale 3D computer 

animation is becoming sophistication, ramification 

because of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ique and 

extravagant budget. Form of manufacturing pipeline has 

been variously changed to production type, 

manufacturing scale, manufacturing form. But it is time 

that renewed discussion is needed because change and 

development for the organization is insufficient in small 

manufacturing company. The project aims to try to help 

understanding for manufacturing pipeline of internal 

small-scale 3D animation and to find a plan of 

organization for internal small-scale production of the 

real situation. 

Organization model and methodology of manufacturing 

pipeline of small manufacturing company is not absolute 

because it is enough possible to be changed to 

inclination of the project and its environment.

People must fully understand the purpose for 

organization of manufacturing pipeline of 3D computer 

animation and it must be organized to the situation for 

small-scale production so that every worker in 

production can share the information perfectly.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애니메이션의 제작의 구조가 디지털로 격하게 환되면서 

보다 효율 인 생산 공정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더 많

은 작업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을 최

로 활용할 수 있는 치 한 계획 하에 만들어지는 작업 공정이 

연구되고 발 되어 왔다.

그  부분의 3D애니메이션의 제작공정 즉, 이 라인은 

규모의 화, TV시리즈,DVD용을 심으로 표 화 되어졌

다. 하지만, 국내 3D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다수는 이러한 

규모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경우가 드물며, 독립 인 

이 라인을 가지고 있다가 보다는 OEM방식에 의한 이 라

인을 답습하거나, 그 개념조차 미흡한 상태이다.[1]

본 논문은 이미 기존에 제시한 규모의 이 라인을 국내 

소규모 3D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의 기 으로 이 라인을 재

구성하여 규모제작 방식이 제작흐름의 시간  병렬방식이

라면 소규모방식 즉, 제작흐름의 시간  루 방식을 제시함으

로 소규모 제작업체가 가지고 있는 제작인원의 활용도를 높이

고 제작 집 도를 높임을 목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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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
애니메이션 제작 이 라인 이란 생산을 해 각 구성요소

가 서로 일정한 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체를 말하며, 의

의 제작 시스템은 노동집약 인 수공성을 산업 인 공정으로 

재편해내는 시장의 자본논리에 따르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쌓

이는 제작의 일 인 흐름이나 인력의 배치  구조, 이를 지

원하는 모든 하드웨어 이고 소 트웨어 인 설비와 기자재 

등을 산업 인 측면에서의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로젝트를 만들기 한 모든 요소들의 상호 계를 나타내며, 

규모 3D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한 투자(funding)에서부터 

리 로덕션(Pre-Production), 로덕션(Production), 포스

트 로덕션(Post-Production), 마 , 배 , 수익 배분까지 

모든 것의 연계를 포함하는 의  의미와 그보다 좁은 의미

로 3D애니메이션 상을 만들기 한 로덕션에서의 체 

로젝트의 진행 스 을 뜻하며, 리 로덕션과 메인 로

덕션, 그리고 포스트 로덕션을 연계시키는 제작라인의 유동

 시스템을 의미한다.[2] 본 연구에서의 이 라인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로덕션 제작 이 라인을 뜻하며, 소규모 3D

제작사들이 제작 이 라인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악하고, 

로젝트에 맞는 효율 인 3D애니메이션 제작 이 라인을 

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3D애니메이셔 표  제작 이 라인의 요소

는 무엇이며, 어떠한 유기  계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발 하는 3D애니메이션 이 라인 모델  

소규모제작업체의 이 라인 활성화를 해 어떠한 형태

로 환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제기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연구 상의 범 를 극장용 3D애니메이션 과 TV시리즈 

3D애니메이션 DVD용 3D애니메이션과 같이 제작인원이 10

명 이상인 제작사의 이 라인을 제외한 10인 미만의  3D애

니메이션 소규모 제작사로 연구의 범 를 한정하며, 연구의 결

론을 돌출하기 해 기존 연구보고서  련자료 인터넷 자

료를 심으로 재구성하며 표  이 라인을 가정하고, 제시

하여 다양한 이 라인의 종류를 신 하고자 한다. 한 통

계자료와 업계 세미나  워크샵 자료를 기반으로 과정을 검

증하고 소규모 3D애니메이션 업계의 계자와의 다양한 심층 

면 을 통하여 논리 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3D애니메이션 표준 제작 파이프라인 요소 분석

리 로덕션

① 기획

② 시나리오

③ 콘티

④ 캐릭터/배경 원화디자인

↓
메인 로덕션

⑤ 모델링

⑥ 맵핑

⑦ 리깅

⑧ 이아웃

⑨ 애니메이션

⑩ 라이

⑪ 랜더링

⑫ 특수효과

↓
포스트 로덕션

⑬ 합성

⑭ 컬러 트리

⑮ 사운드

⑯ 편집

⑰ 출력

▶▶ 그림 1. 3D애니메이션 일반적 파이프라인 [3]

그림1.은 김필종(2004),박만수(2003)가 제시한  3D 애니메

이션 이 라인을 병렬  구조를 수직  구조로 재구성 하

다. 이는 규모 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루 성을 

최 한 단순화 하여 각각의 역할을 구분지어 각 부분의 제작

인원을 표시함으로서 소규모 제작업체의 제작인원  제작방

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1.1 리 로덕션(Pre-Production)

리 로덕션은 기획 제작 단계를 말하며, 로 트의 성고

여부가 리 로덕션에서 결정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

통 리 로덕션 단계에서 제작 산과 그에 따르는 모든기획

단계로 컴퓨터애니메이션 는 비주얼 이펙트 로젝트가 

로덕션 단계에 들어가기 까지의 모든 개념화와 계획을 포함

한다. 즉, 컨셉(concept)설정, 기획, 집필(screen writing), 캐

스 (casting), 로젝트 리계획(planning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과 같은 비 시각  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design), 스토리보드(story boarding), 애

니메틱(animatics)같은 로젝트의 종합 인 상의 개선 같

은 시각 인 일도 포함한다.[4] 

1.2 메인 로덕션(Main Production)

리 로덕션 단계가 끝나면 본격 인 작업의 단계인 로

덕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며, 간단한 3D 컴퓨터애니메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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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덕션 과정은 모델링(Modeling), 리깅(Rigging), 애니메이

션(Animation), 라이 (Lighting), 이펙트(Effects), 그리고 

더링(Rendering)의 기본 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

덕션의 첫 번째 과정으로 3D 컴퓨터애니메이션에 사용되어질 

캐릭터와 사물, 그리고 배경, 소품들이 모델링 되어지는데 컴

퓨터 모델링은 모델러가 직  원화를 보고, 모델링 툴을 이용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조각된 상물 는 실제 상물에 3D 

디지타이 를 사용하여 컴퓨터 로그램에 직  입력할 수도 

있으며, 3D 스캐 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이처럼 3D 

모델링은 3D 컴퓨터 기술력에 따라 범 하게 제작될 수 있

다. 이 게 캐릭터들과 상물이 모델링이 만들어지면, 캐릭터

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표 할 수 있는 골격이 더해진다. 이러

한 기술을 리깅(rigging)이라 부르고, 리깅된 모델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터가 직  키(Key)를 잡는 키 

임 애니메이션, 는 실제 배우로부터의 모든 동작과 움직임을 

디지털화 하여 캐릭터로 직 으로 입력되는 모션 캡처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한다. 일단 상물의 모델링이 되

고 애니메이션이 되면 더링 되어질 수 있으며 컴퓨터 더

링은 애니메이션 된 모델을 카메라와 라이 과 물질들을 통해 

가시 인 2D 이미지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다.[5]

1.3 포스트 로덕션(Post-Production)

3D애니메이션의 포스트 로덕션과정은 3D 환경에서 더

링 된 2D 이미지들을 배열하고 구성하는 연속된 이미지를 제

작하는 단계로 스토리보드에 계획했던 내용들을 최종 으로 

마무리 하고, 한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작품의 

표 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거나 상하지 못했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단계이다. 보통 색상보정, 편집, 이미지 수정, 이미지 

합성, 연속 이미지 제작 등을 통해 이미지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목 이 있으며, 2D로 더링 된 이미지를 보정하는 기술은 

이미지를 편집하고, 생상, 색의 조, 밝기를 수정하는데 많이 

이용한다. 색상을 보정함으로써 이미지 체를 밝게 하거나 어

두운 톤과 밝은 톤 사이의 조치를 낮춰  수가 있고, 실수로 

제작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여러 이미지들을 합성할 수도 있으

며, 이미지의 합성은 시간 이나 공간 인 제약을 넘어서 합성

시킨다.[6]

비디오 출력의 화질은 부분 비디오 포맷의 종류, 비디오테

이 의 품질과 비디오 코딩 기기의 성능에 좌우된다. 

2. 3D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유형
극장용 3D 컴퓨터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규모 로덕션

의 경우 로젝트 하나를 완성하기 해 긴 기간의 리 로덕

션 단계를 거치며, 리 로덕션 단계에 비해 비교  짧은 기

간의 로덕션 단계를 진행한다. TV 시리즈를 제작하는 로

덕션의 경우 에피소드의 분량에 따라 제작 기간이 달라지고, 

제작 환경이나 산에 따라서 같은 TV 시리즈를 제작하는 

로덕션이라도 이 라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 개의 로젝

트에는 보통 1화에 20개 내외의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진다(국

내 TV시리즈 '지스커드' (주)에네메스,2007 참고). 

TV 시리즈와 극장용의 3D 컴퓨터애니메이션 제작 이

라인에서의 가장 큰 차이 이라 하면, TV 시리즈에서는 한 개

의 로젝트에 제작 이 라인의 사이클이 각 에피소드마다 

반복 으로 완성이 되며, 극장용에서는 단지 한 개의 로젝트

에 한 개의 완성된 제작 이 라인이 존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로덕션의 계속 인 

유지를 해서는 로젝트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TV 

시리즈의 경우 하나의 에피소드의 로덕션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에피소드의 리 로덕션이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고, TV 시리즈와 극장용 모두 한 개의 로젝트가 진행 

일 때 다음 로젝트에 한 리 로덕션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로덕션이 존재하는 한 로젝트는 짧게

는 1년, 길게는 2-3년 이내에 차기 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규모 제작업체는 로젝트의 유형이 극장용 처럼 단

편 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한 TV시리즈 처럼 연속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로젝트 유형상 비슷한 조건에 불과하며 

로젝트 진행에 있어서는 표  이 라인을 구성하기 보다

는 제작 인력 심의 이 라인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유형으

로 보아야 한다. 

3. 3D애니메이션 제작 규모
3D 컴퓨터애니메이션의 제작 이 라인의 구성 시 요하

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로젝트를 효과 으로 진행하기 해

서 어떠한 작업단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의 인력을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필요

인원을 고용하기 해서는 산이 크게 작용한다. 한 이러한 

산을 통하여 로덕션의 규모가 결정 난다.

규모 로젝트의 특징으로는 길고 완성도 높은 리 로

덕션 단계를 가지며, 세분화된 이 라인과 로덕션내의 인 

하우스 소 트웨어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R&D에 투자를 아

끼지 않고, 끊임없이 실험하며, 더 높은 리티(high quality)

를 해 노력한다는 이다. 한 제작 이 라인이 세분화되

어있음에 따라 그에 따른 리인원 역시 세분화 되어있어 그 

인원의 수가 제작인원과 부서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규모 로젝트의 작업환경과 제작인원에 한 우는 풍족

한 산으로 인해 다른 소규모 로젝트보다 우월하여 작업자

로 하여  작업에 열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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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규모의 로젝트일수록 흥행 결과에 한 압박감이 심

 부담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소규모 로젝트로는 우선 으로 극장용 3D 컴퓨터애니메

이션에 비해 TV 시리즈 3D 컴퓨터애니메이션의 산과 구성

원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소규모 로젝

트는 은 산 내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로젝트를 완수해

야 하기 때문에 항시 인원부족과 스 에 하여 부담감을 

가지며, 이러한 것들이 리티에 한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한

다. 한 제작 이 라인에 있어서 세분화가 덜 되었기 때문

에 발생할 수 있는 상으로 한 사람의 작업자가 본인의 직무 

외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그 만큼 자신의 직무

에 열 할 수가 없는 단 을 가지게 된다.[7]

4. 3D애니메이션 표준 제작 파이프라인 유기적 관계
일반  3D애니메이션 제작 이 라인 그림1.과 같이 리, 

메인, 포스트 로덕션 단계로 진행 된다. 이 과정은 각각의 독

립된 특성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부분이 상호 보완 

계에 있다. 이런 제작 구조는 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각각

의 시작과 끝의 역할이 정해진다. 앞서서 로젝트 유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보통은 로젝트가 연결되어 시작과 끝의 

연결 간에 새로운 일을 받게 되어야 되지만, 보통 극장용 

로젝트와  소규모의 제작업체는 로젝트가 계속 연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기 때문에 표  이 라인 처럼 각 분

야의 문가를 상주 고용하기 매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를 들어 모델링이 끝나면, 모델러는 새로운 모델링 데이터가 

생기기 까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합성부분은 랜더

링 된 이미지가 생기기 까지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규모 로젝트

일 경우 고용되는 시 을 달리하여 문제 을 해결하고 있으나, 

소규모 제작업체에서는 인력 수 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

작인원을 고용승계하고 가야 되는 문제 을 가지게 된다. 

5. 3D애니메이션 소규모 제작업체 파이프라인
소규모 로젝트 업체의 이 라인 구조는 제작인력에 많

은 부분이 결정된다. 우선 리 로덕션 부분이 결정되어지면 

원화디자인에 의해 모델러가 모델링을 시작한다. 이때, 만들어

진 모델링은 모델러가 리깅에 필요한 충분한 서페이스  길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모델러가 모델링과 

리깅을 비하고 있는 동안 원화디자인은 모델링 데이터를 이

용하여 맵핑을 진행 에 있어야 하며 모델링의 완성된 데이

터를 애니메이터에게 보내면 애니메이터는 이아웃을 진행

해야한다. 물론 부족한 모델링 데이터를 신하여 더미를 사용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애니메이션부분은 가장 많은 인

원이 소비되는 공정이므로 이아웃, 블로킹, 세부애니메이션

과정으로 세분화 하여 이아웃이 진행되면서 완료된 이아

웃은 블로킹으로 환되고 블로킹이 진행되면서 세부애니메

이션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완료된 애니메이션은 라이  

 랜더링과정에 들어가야 하며, 이 시기는 모델링 데이터의 

완료를 뜻하며 모델러들이 최소인원(수정할 수 있는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이 라이   랜더링 트에 속해야 한다.

완료된 랜더링 이미지는 이아웃, 블로킹 애니메이션을 맡

았던 트가 투입되어져야 한다. 이 게 함으로써 최소의 인원

을 가지고 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각 트의 문가를 

최소화 함으로써 제작 액을 최소할 수 있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제작 이 라인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제

작 이 라인의 개념과 리 로덕션, 메인 로덕션, 포스트

로덕션으로 나 어 살펴 과 동시에 각 제작 단계에서의 주

요포지션들의 설명을 통하여 3D애니메이션 제작 이 라인

의 개념과 구성을 도출하 고, 국내의 소규모 산 3D애니

메이션 제작을 한 이 라인의 구성에 있어서 작업자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본 인 창작인원과 제작인원외의 

리인원의 구성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3D애니메이션의 제작 이 라인은 결국 

로덕션이 처해있는 환경, 즉 로덕션을 구성하는 자원들에 

따라 항시 변할 수 있으며, 그 환경에 가장 하게 구성되고, 

각 직무에 따라 구성원을 정확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한 제작인원을 선발할 때 기본 인 제작

사 내의 특징  이 라인을 이해시켜 확장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시키는 도 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D애니메이션의 제작 이 라인 구성 

모델과 방법론은 인 것이 아니며, 3D애니메이션의 조사

상을 필자가 제작에 참여한 소규모 3D 로덕션 제작 이

라인에 한 조사 분석의 한계를 밝히며, 본 연구의 결과가 

어려운 작업여건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발

을 해 노력하는 3D애니메이션 소규모 로덕션들에 조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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