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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과 그래픽 노블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잔상효과를 이용해 

연결되는 개별적인 이미지들을 카메라를 통해 하나씩 촬

영하고  편집한 뒤에 TV나 극장을 통해 방영되었었다 그

래픽 노블은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으

로 ‘소설만큼 길고 복잡한 스토리라인을 지닌 만화책의 

한 형태’라고 정의한다. 일반 만화보다 철학적이고 진지

한 주제를 다루며 스토리에 완결성을 가진 단행본 형식

으로 발간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픽 소설에서는 시간

이라는 4차원이 2차원 공간으로 압축되어 하나의 프레임 

화면 형태로 종이 위에 펼쳐진다. 서술함으로써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와 발상이 탄생하게 되었다.[1] 

Ⅱ. 그래픽노블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의 
텍스쳐 스타일 분석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픽 노블과 재패니메이

션의 큰 차이는 음영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나타나

며 모델링 면에 나타나는 라인들이 굵고 진하게 표현되

어 선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는 그래픽 노블의 

특징이기도 하다. [표 1에]는 초기 모델 및 선과 만화적 

요소를 추가한 이후의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 그림 1. (좌) 그래픽 노블 (우)재패니메이션

  초기 텍스쳐를 제작후에 카툰 표현의 라인추가는 손으

로 그린 시각적 감각을 증강시켜 카툰 스타일의 감성을 

높이게 되는데 추가되는 음영은 시각적 공간감을 강화시

키고 인물의 표정 특징을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표 1. 래픽 노블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타일 제작 공정

기본 텍스쳐

카툰 표현의 라인추가

 음영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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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d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의 발전은 시청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툰 쉐이딩 기술역

시 빠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2019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은 마블과 DC코믹스의 그래픽 노블 애니메이션의 새로

운 시각적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툰 쉐이딩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캐릭터 뿐 아니라 배경, 카메라, 애니메이션, 편집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전 영역에서 그래픽 노블을 보는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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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전통적인 툰 쉐이딩 애니메이션에서의 선과 

그래픽 노블 애니메이션에서의 선을 비교한 것이다. 크

게 3가지 관점에서 비교가 되었는데 형태의 윤곽선, 형태 

내부의 구조를 표현하는 라인, 그리고 음영이다. 윤곽선

의 경우 스파이더맨은 굵고 비연속적인 라인을 이용해 

그래픽 노블 스타일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의 

구조 라인은 재패니메이션에 비해 복잡한 라인과 구체적

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음영의 경우는 그래픽 노블의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조명으로 표현됨

에도 불구하고 음영에도 복잡한 라인을 구현하여 그래픽 

노블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 <달이예쁘다>와 <스파이더맨>중 선이 사용하는 

비교

<달이 예쁘다> <스파이더맨>

윤
곽
선

연속적인 라인 비연속적인 라인

내
부 
라
인

단순한 라인으로 
구성 

복잡한 라인과 
뚜렷한 형태

음
영
부
분.

키 라이트에 의한 
심플한 음영

음영에 라인 추가 
복잡한 음영 생성

  그래픽 노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러한 음영의 결을 이

용해 그래픽 노블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는데 이는 카툰

에서 점 주변의 흰 바탕과의 검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을 사용한 것이다. 밝고 어두움을 5%의 검은 점, 10%, 

20% 등 상위 10단위로 90까지 단계를 주어51% 이상이 

되면 여백 부분이 검정으로 남게 된다는 법칙을 사용하

고 있다.[2] 또한 일반적인 CG 영화보다 높은 채도를  가

지고 있다. [그림 2]는 스파이더맨 영화 속 옷과 툰 쉐이

딩 애니메이션 <나는 강소백> 중 옷 라인 비교를 보여주

고 있다.

  

▶▶ 그림 2. 스파이더맨 영화 속 옷과 툰 쉐이딩 

애니메이션 <나는 강소백> 중 옷의 라인

  캐릭터 외에도 영화 속 소품과 건축에도 결이있는 음

영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대비를 보면, 그래픽 

노블의 선이 장면에서도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 점도 툰 쉐이딩 애니메이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3. 애니메이션 속 배경 라인 비교

Ⅲ. 결론 

  그래픽노블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의 출현은 관객

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픽 노블 애

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애니메이션이 아닌 그래픽 

노블을 보는 것처럼 화면을 통한 가독성이 소리 없이도 

시청자가 화면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애

니메이션을 재패니메이션이라고 불릴 만큼 독창적인 스

타일을 구축한 상황에서 그래픽 노블 애니메이션은 가장 

미국적인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CG 애니메이션의 강국인 만큼 CG 애니메

이션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또 한번 극복한 예라고 

판단된다.<스파이더맨>의 텍스쳐 쉐이딩 기술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는 세계 각국의 그래픽 노블의 텍

스쳐 쉐이딩 기술  적용에 대해 연구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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