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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09년 개 한 “아바타”의 선 이후 화 상 콘텐츠 계의 화두는 단연코 스테 오스코픽 3D 상 

이다. 기존의 2D보다 두 배 이상의 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3D 시장은 재 3D 디스 이나 텔 비 과 

같은 하드웨어는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 이고 리그나 셔터 라스 등 련 제품 출시도 을 잇지만 정작 

3D 콘텐츠를 만들어 낼 인력 양성에 한 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3D 상 특유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작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3D 인력 양성에 가장 합한 곳은 학이다. 입체 상 

원리 습득과 휴먼 팩터, 3D 제작 실습, 2D에서 3D로의 컨버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 3D 제작 교육과정

을 제안한다. 학에서는 3D 제작과 련된 모든 분야를 커버하려하기 보다는 각 학의 규모나 기존 개

설 공을 고려하여 산학 연계 가능 분야, 융복합 분야 등으로 문 분야를 택하여 깊이 있게 근해야 

내실 있는 3D 문 인력 양성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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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its remarkable success, "Avatar" brought another way of creating cinematic story; the 

stereoscopic 3-D cinema. Comparing conventional 2-D filmmaking, you need twice as much of 

budget and manpower in 3-D filmmaking because of the complicated process and slow 

production speed. The 3-D hardware like 3-D TV and 3-D projector are already showing at 

the retail stores while 3-D filmmaking is still in veil, and no major educational institution is 

yet to start 3-D related education. As 3-D movies get popular and demand more 3-D 

filmmaking professional crew, educating 3-D filmmaking to 2-D based film students will 

improve their hiring rate in the market.  The successful result of the box office showing 3-D 

films like "Alice in Wonderland 3D" and "Titan 3D" forecasts that there will be more demand 

on 3-D related jobs  very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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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0년 재 국내에는 100개가 넘는 국공립  사립

학에서 다양한 이름의 화  상 련학과를 개설

하여 상 련 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학부 과정에

서는 화 사조와 화 이론, 화사 등을 비롯한 이론 

과목과 단편 화나 상물 등을 직  만들어보는 실습 

과정도 채택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한두 편 이

상의 실기 제작 경험을 해보게 된다[1]. ‘3D 맥스’나 ‘마

야’ 등과 같은 3D 컴퓨터 그래픽 로그램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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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애니메이션 공을 제외한 이들이 재까지 배우

고 실습하는 동 상  화 만들기는 부분 2D 기반

의 상이었다. 화가 발명된 이후 잠시 동안 입체 

화가 시장에 등장한 은 있었지만 조악한 완성도와 

객의 외면으로 실패를 겪고 사라졌다.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 화’라고 하면 의례히 2D 화를 의미했고 

화인 교육과 양성은 오로지 2D에만 집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제 각  학에서 진행 인 화  상 교육에

서 실사 입체 상 제작 과정인 스테 오스코픽

(stereoscopic) 3D(이후부터 3D) 제작과정을 추가해야 

한다. 산업계와 시장이 3D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

문이다. 2005년 이후 격히 증가한 3D 화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 으나 국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2009년 “아바타” (Avatar)의 

흥행 성공이 분기 이 되었다.

표 1. 국내 3D 상영작품 현황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국내 
3D 시네마의 현황 및 전망, 2008>

년도
국내 디지털 
3D 상 작품

상 작품

2006년 3 카, 몬스터 하우스, 크리스마스의 악몽

2007년 5 로빈슨 가족, 슈렉3, 라따뚜이, 서핑 
업, 베어울프

2008년 3 플라이 미 투 더 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볼트

2009년 7
블러드 발렌타인, 몬스터 대 에이리언, 
콜레라인, 업, U2-3D, 크리스마스 캐
롤, 아바타

이 의 3D 화는 “업” (Up), “크리스마스 캐롤” 

(Christmas Carol), “폴라 익스 스” (Polar Express) 

등 실제 배우가 나오지 않는 컴퓨터 그래픽 기반

(Computer Graphic Imagery)의 3D 애니메이션 화

다. 이러한 화들은 실제로 입체 촬 을 한 것이 아니

라 컴퓨터 내부에서 인물과 배경을 만들어 내 입체 효

과를 만들어 낸 100% 가상의 화들인데 국내 객들

은 이들을 화로 인정하기 보다는 ‘아동용’ 상물이라

는 편견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객동원력도 신통치 않

았다. 하지만 극 의 주인공이 부분 어른들이고 “에

일리언(Alien)” 시리즈의 스타 시고니 버(Sigourney 

Weaver)와 같은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라이  액션

(Live Action) 스테 오스코픽 3D를 표방하는 “아바타”

가 등장하자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3D에 열 했다. 

“아바타”는 기존의 할리우드 흥행 기록을 깨뜨리고 세

계 흥행 1 를 기록하며 국내에서도 흥행1 인 “괴

물”(2006)을 뛰어넘어 1,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객 동원력을 보여주었다[2]. 작년 12월 개 한 “아바타”

는 와이드 릴리즈(wide release) 방식의 배 인데도 

2010년 4월 재까지도 상 을 하고 있어서 장기 상  

기록도 세울 듯하다. 3D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바타”와 같은 라이  액션 3D 화는 이제 계속 만

들어 질 것이고 화 시장의 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이라는 설득력 있는 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바타”의 흥행몰이와 비슷한 시기에 열린 라스 베

가스의 CES(Consumer Electrics Show) 시장에서는 

소니와 삼성, LG 등 내로라하는 일류  가 업체들이 

3D TV를 선보 다[3]. 이어서 발표된 2010년 남아 리

카 공화국 월드컵의 3D 계 정 소식과 국내의 24시

간 3D 방송 채  등장 등의 소식들은 모두 3D 산업의 

성황을 고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3D가 화  상 

시장에서 요한 화두가 될 것임을 측  하고 있다

[4][5]. 화계와 디스 이를 심으로 한 가 업계, 

그리고 일반 들의 폭발  반응은 화  상 

련 학의 교과목에서 이제 3D 제작과정을 공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화 시장이 3D 화에 즉각

이고 폭발 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화 인력을 양성

하는 미국과 유럽의 화학교들은 3D 교육과 문가 

양성에 다소 느슨한 반응이다. 할리우드를 지척에 두고 

있는 로스앤젤 스에 치한 남가주 학에서 운 하

는 ETC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http://www.etcenter.org/)에서 3D 분야에 심을 나타

내고 있고 조지 루카스가 표로 있는 루카스필름 

(Lucas Film)의 커  스튜디오(Kerner Studio)가 캐나

다의 에 리 카 술 디자인 학(Emily Carr 

University of Art and Design)과 산학연계를 맺은 것

이 표 인 사례일 뿐이다[6]. 그 밖의 나라나 학에

서 3D 인력 양성이나 교육 과정 개편에 특별한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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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사례는 아직 드물다. 국내에도 3D와 련된 학

의 공 개설이나 교과과정 개정은 아직 발표된 사례가 

없는데 올해 국내 처음으로 3D 장편 화가 만들어질 

정이고 이후로도 3D 화나 상물 제작은 이어질 

정이어서 3D 문 인력 공 에 한 화 산업계의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단기 워크 이나 일회성 강좌로 3D 인력을 양성하거

나 수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기종의 카메

라나 포맷이 등장한 정도의 변화라면 기존의 2D 인력

을 단기간 교육시켜 3D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

각해 보겠지만 3D 상 제작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

니다. 제작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 는 격 이고 

총체 인 새로운 방식의 화 만들기인 것이다. 당분간 

국내외 화계는 3D 인력이 일천한 재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인력 수  문제로 고심할 것이 상된다. 

3D 산업의 요성을 인식하고 련 업계를 극 으로 

지원하고 있는 문화 부와 3D 디스 이 련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실제로 3D 창작물을 

제작하는 화 산업계는 입을 모아 3D 인력 양성의 필

요성과 시 함을 강조한다. 3D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 하드웨어 운용이나 창작물인 콘텐츠를 제

작할 인력의 뒷받침이 때맞추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D 련 교육과 인력이 하드웨어에만 집 되어 있는 

이유는 1950년 에 미국 시장에서 반짝 성황을 이루어

냈다가 쇠멸한 아날로그 3D의 불완 성을 디지털 기술

로 만회했다는 것을 하드웨어로 먼  입증해 보이고 싶

었던 엔지니어들의 기술  욕구가 한 원인일 것이다. 

소니를 비롯한 일본의 가 업체와 유럽의 기업들이 주

도했던 텔 비  시장이 삼성과 엘지로 주도권이 바

자 기존 가 업체들은 온 힘을 다해 원래의 치를 되

찾으려 했으나 삼성과 엘지와의 격차가 단시간에 따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이 안으로 찾아

낸 것은 바로 3D 텔 비 이었다. 세계 굴지의 가 사

와 디스 이 업체들이 힘을 쏟아 3D 디스 이 기

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목할 만

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콘텐츠를 만들던 화 제작사와 

방송 콘텐츠 제작사들은 미처 3D 제작 방식에 한 이

해와 응에 한발 늦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화 제작 교육 내용은 화 제작 포맷이 개

선되면서 는 새로운 포맷이 등장하면서 늘 조 씩 내

용을 변화시켜왔다. 화가 발명된 이후 각 나라의 

학 화 공에서 화 인력을 양성하면서 화의 제작 

기술 발달에 따라 교과 내용을 수정하며 시 에 맞는 

한 내용으로 수정해 온 것이다. 를 들어 비디오

도 없고 16mm 필름은 장비와 필름을 구하기 비싸고 어

렵던 시 에는 슈퍼8mm 필름으로 단편 화를 만들었

다. 상 생이나 고  과정에서는 상 으로 비싸고 제

작방식이 까다로웠던 16mm 필름과 장비를 이용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 실기 교과 과정에서 16mm 

카메라 작동법과 스틴백 편집기와 같은 아날로그 장비

를 다루는 방법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후 비디

오 캠코더 기술이 개발되자 비디오가 필름의 자리를 

체하기 시작했고 디지털이 도입되자 각  학교에서는 

필름이나 아날로그 비디오보다는 DV(digital video)의 

사용 빈도가 잦아졌고 이후 디지털 화 제작이 세가 

되었다. 3D 제작 교육을 제안하는 것은 모든 학이 기

존의 화 교육 과정을 통째로 바꾸거나 화 제작 교

육과정 속에 새롭게 3D 제작 교육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는 필요한 숫자 이상의 

화 상 인력이 길러지고 있고 국에서 수천 명의 학생

들이 화 상을 공부하고 있지만 졸업 후 이들을 받

아  수 있는 화사나 제작 장은 충분하지 않은 상

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화 내용을 교육받은 

학생들 가운데 3D 상 교육을 받은 학생은 차별화와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여건과 능력이 따라

주는 학에서 3D 화 제작 교육을 먼  실시하여 3D 

문가를 양성해 낸다면 특화된 화 교육이라는 차별

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일부 학의 화 상 공에

서 항공 촬 과 수  촬  등 화의 특수 분야 교육에 

투자하는 사례를 본 이 있는데 이처럼 3D 상 교육

은 다양한 화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상 제작 포맷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3D 화 제작 내용이 화 상  련 공 

내용 과정에 추가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들이 졸업 후 

상업 화나 장편 화 작업에 참여해야 할 경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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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로 하고 비된 상 문 인력으로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3D 화 제작과 기술에 련된 내용

은 기존의 ‘ 화 기술’, ‘디지털 비디오 제작 기 ’, ‘단편 

화 제작 워크 ’ 등과 같은 화  상 공 실기 

과목에 추가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국내 학의 화  상 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  재로써는 3D에 한 즉각 인 반응을 보

이고 있는 곳은 드물다. 운 학교 등 일부 공과 학

의 디스 이 연구소에서 하드웨어  근을 극

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상물 창작을 공으로 하는 

화 공 등의 학에서는 일단 3D 련 추이를 지켜보

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막 발을 뗀 단계 즈

음에 있는 낮선 포맷인 3D가 2D를 체할 것이라는 

측은 아직 조심스럽다. 하지만 3D가 차세  상의 

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데에는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충분한 객  자료와 시장의 반응이 있다. 

표 2. 전 세계 3D 스크린 수 증가 전망 추이 <출처: 디지털 
시네마 컨퍼런스 '영상산업의 혁명-디지털 시네마의 
소개' 발표자: 최남식>

연도 3D 스크린 수

2005년 96개
2006년 390개
2007년 909개
2008년 1,660개
2009년 2,753개
2010년 4,512개

우리 앞에 등장한 3D는 여 히 많은 문제 과 개

발이 진행 인 미숙한 단계의 포맷이지만 3D를 비

하지 않은 화 상 공에서는 불완 한 공자를 배

출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될 수 있다. 기존의 한국 화 

산업 시장의 크기를 넓히고 부가가치 창조와 고용 창출

에도 일조할 수 있는 3D 상 제작 교육에 각 학들은 

늦지 않게 비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3D는 2D와 제작 방식이 다르다. 슈퍼8mm 나 16mm 

필름을 사용하여 단편 화를 제작하다가 렴하고 편

리한 DV나 HDV가 학의 실습 포맷으로 자리 잡은 

경우의 변화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르다. 

카메라의 종류가 필름에서 DV로 바 었어도 즈를 

통해 들어 온 피사체의 모습과 움직임을 장하는 방식

이 셀룰로이드에 화학 약품을 입힌 필름에서 피사체의 

형태와 색깔을 CCD(charge coupled device)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와 같은 자칩에 장하는 방식의 차이 을 뿐 촬 의 

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 노출, 심도, 각 

즈와 각 즈의 특성을 고려한 즈의 선택 등은 

필름 방식의 촬 에서나 디지털 카메라에서나 비슷하

게 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3D 방식의 촬 이란 마치 

하나의 만 갖고 사냥을 하다가 두 개의 을 갖게 된 

것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충류 등 부분의 동물

들은 두 개의 을 갖고 있다. 사람의 귀에 해당하는 청

각 기 도 부분의 동물은 두 개를 갖고 있다. 두 개로 

보고, 두 개로 들음으로써 우리는 2차원 인 x, y축에 

추가 으로 z축에 해당하는 깊이감을 갖게 되며 이것은 

먹이를 사냥할 때 정교한 공격 을 찾는데 필수 인 도

움을 주고 반 로 먹이 사슬의 상  포식자에게 사냥 

상이 될 때에는 치명 인 공격을 감지해내고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개의 을 갖고 있다가 불의의 사

고 등으로 인하여 외 박이가 된 경우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은 유지되겠지만 사물의 간격과 돌출감 등의 단

이 정확치 않아 응하는 데에 많은 고통과 노력이 따

르게 된다. z축, 즉 깊이감의 상실은 부분의 동물에게 

있어서 생존을 할 만큼 커다란 장애이다. 그동안 

화를 만들어 온 방식은 외 으로 세상을 보던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하나의 에 해당하는 싱  즈 시

스템으로 힘겹게 삼차원의 세상을 재 해내다가 이제 

3D의 듀얼 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두 개가 된 

것이다. 이 에 알고 있던 상 문법과 미학은 이제 ‘깊

이감’(depth) 이라는 선물과 부담이 동시에 주어진 것이

다. 상의 표 폭이 확장되어 객에게는 새로운 경험

이 선물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제작 방식을 

부분 수정하고 새로운 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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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주얼 역을 담당하는 제작 스탭과 창작과 표 을 

담당해야하는 연출과 배우, 작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여겨질 것이다. 무성 화에서 유성 화로 사운드가 

도입되고 흑백 필름에서 컬러 상으로 색깔이 칠해졌

을 때처럼 새로운 화 제작 방식과 기존의 상 미학

은 이제 한바탕 홍역을 치룰 것이다. 덕분에 객들은 

기존의 상 포맷에 새롭고 흥미로운 선택의 폭을 하나 

더 늘리게 될 것이고 인류의 상은  한 번 도약의 기

회를 하게 될 것이다. 

3D 기술은 재에도 개발이 진행 이고 새로운 기

술이 하루가 다르게 도입되는 와 이어서 이 부분에 

련된 표 화나 가이드라인 등은 미처 정립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이다. 각국의 디스 이  상 기술 개

발 업체들은 마다 독자 인 방식과 입체 구  기술을 

따로 출시하고 있어서 최종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과 모

델을 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이다. 3D 극장

에서 조차도 해당 멀티 스가 채택하고 있는 사 방

식과 사용하고 있는 입체 안경의 종류가 달라서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극장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화를 람했는지에 따라 3D의 요한 차이 인 조도

와 입체감의 경험도가 차이를 보인다. 

표 3. 3D 영화관용 입체 상영 제품 특성 비교 <출처: (주)마
스터 이미지, 2009년 10월 2009 부산 국제 영화제 
3D 컨퍼런스“디지털 3D 시네마 상영 시스템”>

구분
마스터 이미지
(국내업체)

Real D 돌비 XpanD

방식 원편광 회전필터 셔터 LCD RGB 컬러 
필터

IR emitter + 
Shutter LCD 

안경
구조 외부 장착형 외부 장착형 내부 장착형 외부 장착형
안경 편광 안경 편광 안경 RGB 안경 shutter LCD 

안경
스크린 실버 스크린 실버 스크린 일반 스크린 일반 스크린
컨텐츠 Non Ghost 

Busted
Ghost 
Busted

Non Ghost 
Busted

Non Ghost 
Busted

시장점
유도

한국 CGV, 
프리머스 보급, 
아시아, 미국 
시장 도입중

북미, 유럽 
시장 지배 

점유율 86% 
이상

미국 시장 
도입중

유럽 시장 
도입중

이미 시장에 출시된 3D 텔 비 도 삼성의 셔터 

라스 방식과 LG의 편  방식, 모니터 업체인 엔비디아

의 3D 구  방식이 제각각 달라서 각 가정에서는 TV와 

별도의 안경구입에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것은 물론 여

러 의 TV를 소유한 가정에서는 각 랜드에 맞는 안

경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 같은 혼돈은 3D의 교육에도 미칠 수 있는데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정 랜드가 택한 3D 방식을 다

루기보다는 3D 제작에 일반 으로 용되는 공통 방식

을 으로 다음과 같은 3D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1. 입체영상 원리 습득의 이해
기원 부터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이론인 스테 오

스코픽 입체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재 개발 인 

부분의 3D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스테 오스코

픽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심도 지각(Depth 

Perception) 요인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심도 지각은 

크게 양안에 의한 요소와 단안에 의한 요소로 나  수 

있는데 각 요소의 차이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7].

표 4. 심도지각을 일으키는 시각의 요인
구분 요소

양안에 의한 
결과

폭주(vergence)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

단안에 의한 
결과

초점조절, 운동시차 (Motion Parallax)
시야의 크기 (Visual Field Size)
공기투시(Aerial Perspective)
선원근법(Linear Perspective)
명암(Lighr and Shade)
중첩(Overlapping)
진출색 및 후퇴색(Advancing/ Receding Color)

건강한 성인의 왼쪽 과 오른쪽 은 평균 6.5cm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두 으로 사물을 바라

보면 왼쪽 으로 얻어지는 상과 오른쪽 으로 얻어

지는 약간 상이한 두 개의 상이 뇌로 달되며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해석될 때 입체감이 형성된다는 이론

이 이른바 ‘양안 시차’(binocular disparity)로 이는 스테

오스코픽 3D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3D의 촬

에 있어서도 사람의 양안을 본 뜬 두 개의 카메라로 

피사체를 게 되는데 두 의 카메라를 나란히 배치하

여 상을 기록하고 이를 하나로 합쳐서 입체감을 구

하는 방식이다.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 물리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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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커서 6.5cm 이내로 배열이 어렵거나 가까운 거리

에 있는 피사체를 촬 할 경우처럼 6.5cm 보다 더 좁

져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카메라를 평행으로 배열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카메라를 수직으로 배치하고 빔 

스 리터(beam splitter)라는 반사경을 설치해 두 개의 

상을 얻는 수직형 듀얼 촬  방식을 사용한다. 교육

과정에는 수평으로 두 의 카메라를 나란히 배열하는 

수평 리그와 수직으로 한 의 카메라를 즈를 심으

로 매다는 수직 리그의 원리와 리그의 사용시 카메라 

간의 각도와 카메라간의 폭을 조 하는 방법과 그 효과

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람은 한 사물을 바라볼 때 집 하고자 하는 특정 

사물로 좌, 우의 시선을 모아서 바라보게 되는데 바라

보고자 하는 특정 피사체로 의 각도가 안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컨버 스(convergence)라고 한다. 이는 3D

를 촬 할 때에도 용되는데 사용하는 두 개의 카메라

의 각도를 오므려서 특정 피사체에 집 시키는 것이다. 

이 게 해서 얻어지는 두 개의 시 이 만나는 지 을 0

(homologous point) 혹은 컨버 스 포인트

(convergence point)라고 하며 이 0 을 어디로 지정하

느냐에 따라 입체 화의 돌출 역과 후퇴 역을 나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화의 입체감이 얼마나 공

격 인지를 결정짓는 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양안 

시차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입

체  느낌인데 결국 3D는 사람이 입체감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에서 양안시차에 집 하여 깊이감을 조작

하여 달하려는 화  메시지와 감정에 하게 사

용하므로 써 객으로 하여  장에 함께 하고 있는 

느낌과 새롭고 낮선 공간을 체험하는 듯 한 느낌을 

해주려는 것이다. 

단안에 의한 심도 지각을 일으키는 방법은 양안에 의

한 깊이감의 표  결과가 충분치 못할 경우나 양안시차

의 피로도를 낮추어야 하는 경우 등에서 보조 으로 사

용되는 입체감 재  원리이다[8]. 그동안 한 개의 카메

라로( 으로) 화를 만들어 오는 동안 촬  감독들은 

단안 심도 지각에 달인의 경지에 이르 었고 객 역시 

이 방법으로 얻어지는 깊이감에 익숙하다. 가까이 있는 

사물이 크고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아이는 거 하게 보이고 배경의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는 작아 보이지만 그 크기를 오

인하기 보다는 배경의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

는 것인지를 짐작해내는 것이다. 명암과 선원근법, 

첩, 진출색  후퇴색 등도 특별한 학습 없이 그동안의 

상 경험이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단안에 

의한 심도지각을 이해하는 방법들이다. 이 방법들은 단

순하지만 3D에서도 끊임없이 사용되는 입체감 재  방

법이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3D와 휴먼 팩터(Human Factor)
휴먼 팩터는 일본에어시스템( 재는 주식회사 일본

항공)에 의하면 인간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안 하고 

쾌 하며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인

간의 특성·능력·한계에 한 지식을 종합 으로 응용하

고, 인간과 기계나 시스템과의 조화된 공존에 하여 

탐구하는 실천  학문 혹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인간에

게 미치는 향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의 

편의와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갖가지 제품들은 인

간이 출생 이후 후천 인 노력을 통하여 혹은 자연 으

로 갖게 되는 갖가지 감각 체득 능력과 인지력, 이해력 

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선천

 혹은 후천  능력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할 때 인간은 물리 이고 심리

인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불편함과 부 함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같은 향이 반복될 때 사용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

이다.   

3D 제작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휴먼 팩터 문제는 많

이 있지만 그  가장 요한 것은 시각  피로도(visual 

fatigue) 개선의 문제이다[9]. 3D 디스 이나 컨텐츠

를 개발하는 문가들을 상으로 3D 련제품을 사용

할 때 가장 불편한 을 꼽으라 하면 과반수의 응답자

는 시각  피로감을 꼽는다. 세계 표 화기구 산하 

상 안 성 련 의기구의 보고서는 상물에서 고려

해야 할 안 성 측면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과민성 발작(photosensitive epileptic seizure)

과 시각 운동 유도 멀미(visually induced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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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ness), 그리고 시각  피로 다. 화제가 었던 “아

바타” 역시 엄청난 산과 문가들이 투입되어 만든 

고  품질의 3D 화이지만 객  발작과 구토 증상

까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학(Northwestern University, Chicago, IL)의 안과 

문의 마이클 로젠버그(Rosenberg) 박사는 “보통 때는 

뇌가 의 미세한 불균형을 히 조 할 수 있지만 

3D 화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감각 경험이기 때문

에 뇌가 평상시보다 과부하를 받아 두통이 일어날 수 

있다” 고 말하고 뉴욕 맨체스터 학(Manchester 

University, New York)의 안과, 신경학과 교수인 데보

러 리드만(Friedman) 박사는 “사람의 두 은 서로 

조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본다. 이를 뇌에서 처리해 

깊이를 인식하게 되는데 3D 화의 상은 객의 

과 각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뇌는 이를 바로잡

기 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두통이 일어

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10]. 

시각  피로감이 발생하는 이유  하나는 양안시차 

정보가 제공될 때 객의 안구에 발생하는 3차원 세계

에 한 조 (accomodation)과 컨버 스 정보가 일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구 안쪽에는 카메라의 

필름이나 DV 카메라의 경우 CCD나 CMOS 칩에 해당

하는 망막(retina)이 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깨끗하게 

이 형성된 상을 맺게 하기 해서는 즈의 두께가 

히 조 되어야 한다. 즉 응시하는 상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즈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빛의 굴 률을 

높이고 반 로 멀리 있을 때에는 즈의 두께를 얇게 

하여 굴 률을 낮춤으로써 상이 망막에 깨끗하게 맺

히도록 작동 한다. 이와 같은 운동을 즈의 조 이라

고 하며 즈의 조 은 인간이 외부세계의 3차원 특성

을 인지하기 해서 이용하는 요한 정보 의 하나이

다. 이 게 얻어진 3차원 정보의 이 상을 단일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두뇌속의 입체감이 인간이 제

작한 3D 상물의 입체감과 잘 들어맞지 않을 때 인간

은 시각  피로도를 비롯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휴먼 팩터  시각  피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재에도 각  3D 기업과 문가들이 진행 인 요사

안이지만 일선에서 3D 상을 만드는 제작 스탭들은 

스토리 개에 도움이 되면서 돌출감과 후퇴감을 

한 범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감각을 익 야 한다. 

한 개의 오 이 쇼트를 얻기 하여 여러 번 반복되어

야 하는 테스트 촬 과 장에서의 입체감 확인은 그래

서 실한 차이고 제작비용이나 제작 시간 단축을 이

유로 함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다. 휴먼 팩

터는 3D 제작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장 제작 스탭들의 경험

과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축 된다면 휴먼 팩터 연구 

결과는 훨씬 앞당겨져서 발표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

다. 먼  인간의 3D 정보 처리 시스템의 특성을 제 로 

이해하고 개발된 각종 3D 촬   디스 이 장비의 

운용에서 발생한 정보의 공유  실험은 3D 제작에 참

여하는 모든 스탭이 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시각  피로도 개선은 3D 상 제작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휴먼 팩터 문제는 산 해 있다. 특히 무안경식 입체 디

스 이 방식이 구체화되기  까지는 3D를 감상하기 

하여 안경을 쓰는 것이 필수 인데 능동형 라스 방

식인 셔터 라스 방식 안경의 경우 안경이라기보다는 

건 지와 자 회로가 내장된 독립된 자 제품으로써 

인체의 과 뇌에 매우 근 한 치에 착용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여기서 발생한 자 가 인체에 어떤 향

을 미칠지 의문이다. 한 텔 비 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게 되는데 재의 기

술은 모두 성인과 표  체형에만 용된 방식이어서 

6.5cm가 아닌 양안 간격을 가진 객과 신체  정신

으로 특이 체형을 갖춘 객의 람의 경우에 비한 

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TV의 경우보다 피로도가 

덜 한 것으로 알려진 극장에서 3D 화를 람하는 경

우에 있어서도 재는 기존의 극장에 3D 사가 가능

한 사기와 스크린만을 추가로 설치하고 입체 상을 

상 하는 식인데 앞좌석과 양쪽 측면 좌석 등 시각  

피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좌석에서 계속해서 입

체 상을 람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등에 해서도 

세심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한 3D 상 제작의 가

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분별하고 한 3D가 

아무런 제한이나 규정 없이 상 될 경우 화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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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악 향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체에 끼치는 심각

한 향이나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휴먼 팩터는 3D 상 제작 인력이나 문가들만의 문

제가 아니어서 소비자와 객들에게 사 에 구체 으

로 설명되어야 하고 화의 람 등 과 같이 함께 고

려되어 한 3D를 감당할 수 있는 객을 상으로 

정하는 등 극 인 휴먼 팩터 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휴먼팩터는 복수의 공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형

태일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표 인 융복

합 사례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공 내

에 소속되어지기 보다는 연계 공 방식을 채택하여 

3D 상 제작의 새로운 방식 개발과 이를 이용한 촬

과 시사를 통하여  내의 유기  소통과 원활한 실험 

결과 등을 용하여 3D 화 람에 있어서 가장 큰 불

편함인 시각  피로도를 개선하여 재 유아나 임산부 

등 일부 계층에게는 제한 으로만 허용하는 3D 상을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 을 둔다

고 하겠다. 휴먼 팩터를 화 상 공 내에서 독립된 

교과로 두는 것은 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

하기에는 인력 수 과 화 상 공 학생들이 감당할 

생소함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설되는 3D 

상 교과가 있다면 교육 과정안에 한 챕터로 소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휴먼 팩터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한 3D 상 난립을 막아야 하기 때문

이다. 1950년  반짝했던 3D 상이 쇠멸한 가장 큰 이

유  하나는 조잡하고 한 3D 상물이 범람한 것

이다. 상업 화 제작 장에서 제작비나 여건 등을 이

유로 엉성한 입체감을 갖는 조된 3D 상을 퍼뜨린

다면 해당 화의 타격뿐만 아니라 람객의 건강을 해

치고 3D 화 체에 부정  편견을 갖게 만들어서 결

국 발길을 돌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휴먼 팩터의 깊이 

있는 내용까지 화 상 공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도 시각 피로

도와 피로도 개선을 해 스토리 개에 있어서의 돌출

감과 후퇴감을 한 범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

용 등은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3. 3D 입체 영상 제작 워크숍
화 제작 교육에 있어서 실습은 필수 이다. 약 4개

월쯤의 학사 일정을 갖고 있는 국내 학의 경우를 

로 3D 입체 상 제작 워크  진행 과정을 순서 로 나

열해 본다면 우선 3D 상 제작에 한 원리와 이해가 

있은 후에 실제로 3D 상을 기획하고 시나리오 고

를 완성한 후 리 로덕션을 진행한다. 기존의 2D 기

획 단계와의 차이 을 이해하고 특히 일정과 산에 

을 두어서 3D 작업의 특수성을 체험해 보는 것이 

요하다. 3D 작업은 2D에 비해서 충분한 산과 일정을 

확보해 주어야 애 에 계획했던 입체감과 그에 따른 실

습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화 진흥 원회에서 후원

한 3D 입체 단편 화 제작 로젝트 “못”을 연출한 바 

있는 “여고괴담4”의 최익환 감독은 “일반 촬 보다 1.5

배 이상 소요되는 세  시간을 이기 해서 확실한 

비가 요하다. 촬 장비에 한 정 도와 신뢰도는 

물론, 두 의 입체 카메라의 정확한 Gen-Lock(동기

화)과 촬 된 상의 수평, 수직의 정확한 정합도 필수

다. 입체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촬 을 진행해야 하며, 

장에서 입체 모니터를 이용해 즉각 인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며 ‘촬  비’의 요성을 강조했다

[11]. 촬  단계에서는 두 의 카메라를 병렬로 혹은 

수직으로 연결하는 장치인 리그(rig)의 구조를 이해하

고 재까지 개발된 수평  수직 리그를 사용하여 촬

해 보고 포스트 로덕션에서는 촬  단계에서 얻어

진 좌우 이미지를 결합시키면서 입체감을 살린 편집 방

법을 경험해 보는 것으로 한 학기 분량의 실습을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3D 상 제작 워크 에서 가장 을 두어야 할 부

분은 역시 ‘입체감’ 부분이다. 2D 상 제작에서도 입체

감을 살리기 해 씬 안의 소품 배치와 배우들의 동선, 

카메라의 치와 쇼트의 사이즈가 세심하게 고려되었

지만 실제로 입체감을 나타내야 하는 3D 상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진출하게 포지티  역에 배치하고 기

보다 마이 스 역인 네거티  역에 배치할 것

인지가 사 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촬 과 편집 등

의 실제 상화(visualization) 역에서만 3D를 용하

는 것이 아니라 기획, 리 로덕션 단계에서부터 3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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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것은 산과 로 이션, 장비, 배우 등 거의 모

든 역에서 3D는 다르게 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선 로 이션 스카우트 과정에서는 기존의 공간감과

는 다른 시각으로 근해야 한다. 를 들어서 구름 한 

 없는 하늘과 이어진 탁 트인 바다의 수평선은 2D 

상을 제작할 때에는 해방감과 그에 따른 익스트림 롱 

쇼트가 격이었지만 이와 같은 장면을 3D로 는다면 

입체감을 별로 살릴 수 없는 평평하고 해 보이는 

쇼트로 락할 가능성이 높다. 3D로 표 하려면 원경, 

경, 경에 겹겹이 포개어진 이어가 많을 때 장

을 살릴 수가 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망망 해의 

바다 모습보다는 구름과 섬들, 오고 가는 어선들이 

간에 끼어 있는 모습이 3D의 특성을 살리는 쇼트가 될 

것이고 극단 으로 먼 치에서 촬 한 익스트림 롱 쇼

트는 객에게 입체감을 감소시키는 느낌을  것이다.  

얼마나 공격 인 입체감을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화가 일 된 입체감을 유지하는 일 등 입체와 련된 

제작 과정 반을 담당하는 스테 오그래퍼

(stereographer)는 3D 화의 제작에 있어서 어보  더 

벨(above the level)에 해당하는 창의 이고 요한 

스탭이다. 이 직종은 기존의 화 제작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이어서 역할과 책임 소재

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테 오그래퍼의 각 제작 단계

별 임무를 숙지하는 것이 요하다. 화 감독이 제왕

 권 를 갖고 있는 국내 상업 화 제작 장에서 과

연 이러한 역할을 스테 오그래퍼에게 맡길지 아니면 

기존의 촬 감독이나 연출자가 스테 오그래퍼의 역할

을 겸하게 될지는 아직 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요

한 것은 가 하던지 간에 입체 화의 제작에 있어서 

스테 오그래퍼의 역할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스테 오그래퍼가 리 로덕션부터  과

정에 참여할 것인지, 제한 으로 제작 과정의 일부에만 

참여할 것인지도 해당 화의 특성이나 산에 따라 다

르게 용될 것이지만 군가 입체를 책임지는 것은 필

수 일 것이다. 

스테 오그래퍼의 임무는 제작이 결정된 시나리오를 

입체에 주안을 두고 해석하여  카메라와 카메라끼리의 

결합 도구인 리그  어떤 형태를 어떤 쇼트에서 사용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리그는 카메라를 두  사용

하는 3D 촬 에서 매우 요한 장비이고 리그가 결정

되면 그에 따른 지미집이나 달리 등의 그립 장비와 

한 조명기 등이 결정된다. 스테 오그래퍼는 입체값

과 뎁스 콘티뉴이티(depth continuity)를 리 로덕션 

과정에서 비하고 촬  과정에서는 매 쇼트의 촬  

비와 촬  후의 상을 입체 모니터로 검하면서 감독

과 촬  감독과 유기 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스테 오

그래퍼는 최근의 3D 제작 활성화와 함께 주목받는 

역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역이다 보니 국내에는 문 

스테 오그래퍼라고 할 수 있는 스탭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을뿐더러 각 스테 오그래퍼의 경력도 

그리 오래된 편이 못된다. 때문에 매 쇼트의 촬  후 신

하게 죄, 우 상의 모니터링은 강조되어야 하고 습

득된 정량 값을 DB화하여 모니터링 하는 반복  훈련

을 필수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입체 영상 컨버팅 교육
삼성 자와 엘지 자의 3D TV 선  경쟁은 2010년 

 부터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매하기 시작한 이후

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출시한 

삼성 자의 3D LED TV는 4월 7일까지 1만 300 가 

팔려나가는 등 공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주문을 한 

뒤 일주일은 기다려야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도 주문이 폭주하자 삼성 자 측

에서는 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편으로 3D 

PDP TV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PDP 방식의 3D TV는 

기존 3D LED TV와 마찬가지로 일반 2D 상을 3D로 

자동 변환해 주는 기능은 있지만 LED 제품보다 두께가 

두껍고 력 소비가 많다는 단 을 갖고 있다[12]. 이러

한 3D TV 보 의 속한 확산에는 자연스럽게 뒤따르

는 의문이 있다. 과연 3D 콘텐츠가 얼마나 확보가 되었

기에 벌써 소비자들이 열 하는 것일까. 

지 처럼 이 다 할 3D 콘텐츠가 없을 때 심을 많

이 받는 3D 콘텐츠 확보 방법은 2D로 만들어진 기존 

상 콘텐츠를 3D로 변환시키는 컨버  방법이다. 컨

버 은 3D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비교  비용으

로 짧은 기간 안에 완성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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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2D로 이미 흥행 실 이 입증된 작품들만 선

별하여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컨버 에 

한 한 국내 업체의 실력은 이미 할리우드에서 최고라

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을 받아냈다. 미국과 유럽 등

의 업체들이 거 참가한 20세기 폭스(20th Century 

Fox) 사와 워 라더스(Warner Brothers) 사의 3D 컨

버  샘  입찰에서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국내업체가 1

등을 차지한 것이다. 7년 에 직원 70명으로 시작한 이 

소규모 업체는 자체 개발한 3D 컨버  소 트웨어 ‘다

이내믹 3D’ 로 'In Three' 등의 내로라하는 미국 등 선

진국들의 3D 업체들을 보기 좋게 따돌린 것이다. 

표 5. 스테레오스코픽 3D 시네마 제작방식
종류 제작과정 장 단

CG렌더링
소프트웨어 가상카메라 
시점을 활용하여 CG 이
미지를 좌우 방향에서 
두 번 렌더링한다

작업이 상대적으
로 쉽고 제작비 
추가 비용도 적다

CG그래픽 작업
에 고비용이 들고 
실사영화에 사용
이 어렵다

실사촬영
두 개의 렌즈(혹은 카메
라)를 장착한 입체 카메
라로 직접 촬영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방식. 
제작 방식이 널리 
알려져있다

카메라의 조작 및 
이동에 제약. 길
고 번거로운 세팅 
과정

CG+실사 CG 렌더링과 실사촬영 
영상을 합성한다

특수촬영과 CG
합성이 필요한 실
사영화에 사용

가장 복잡한 공
정. CG와 실사 
영상의 포커스, 
깊이감을 사전에 
맞춰야한다

컨버팅
평면 영상을 특수보정
용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입체영상으로 변
환한다 

영상제작 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최
종 결과물을 입체
화함

업체간 완성도 편
차. 현재까지 상
용화된 사례는 없
음

컨버  방법이 3D 화제작 교육에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당장 컨버  상 인력의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의 극장 상 용 장편 2D 화

를 3D로 컨버  하는 데에는 뎁스 디자이 (Depth 

Designer)라고 하는 300명의 인력이 꼬박 3개월을 매달

려야 완성할 수 있다. 한국의 업체들이 할리우드에서 

환 을 받았던 이유도 In Three 같은 업체들의 경우 

700명이 7-9개월을 걸려서 컨버 을 마치는데 비해 

반의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완성하는 획기 인 소 트

웨어와 기술 노하우를 국내업체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3D 실사 촬  화의 완성도와 입체감이 

재의 컨버  상에 비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

바타”의 에서 보듯이 엄청난 산과 제작 기간이 투

입되어야 하는 원천 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컨

버 은 비교  안심할 수 있는 화 투자 사업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국내 컨버  업체들

이 세계 1 라는 기록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인력과 시간을 이는 독자 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기선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3D 컨버  기술의 지속 인 개발과 컨버  경험

이 쌓이면 포트폴리오가 없는 경쟁업체들은 약 이 

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포토샵

과 같은 그래픽 로그램과 비주얼 이펙트에 심 있는 

인력들에게 컨버  로그램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국내 화 련 업종 인력의 인력 수

과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컨버  개발과 교육에 있어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입

체감 련의 기술 개발이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

는 고가의 3D TV를 구입하여 거실에 설치하고 난 뒤 

막상 볼 수 있는 3D 콘텐츠라고는 재 ‘스카이’ 채 에

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그리 높지않은 완성도의 

국내외 3D 상물과 삼성 자가 자체 개발하여 3D 

TV에 장착한 자동 3D 컨버터를 통한 컨버  상뿐이

다. 3D 블루 이 DVD 타이틀과 이어는 아직도 한

참을 기다려야 하고 스카이 채 이 제공하는 3D 상

물의 입체감은 5천억 원의 산을 쏟아 붓고 10년 동안 

정성껏 제작한 “아바타” 의 고품질 입체감을 맛 본 

객에게는 조 만 오래 도 고통스러운 시각피로와 입

체감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콘텐츠가 부분이다. 

한 삼성 3D TV의 자동 컨버터로 람해 본 3D 품질 역

시 고 이라고 부르기에는 엉성한 품질이었고 삼성 측

에서도 스스로 3D가 아니라 ‘2.5D’ 정도라고 기존 3D에 

비해 수 이 떨어지는 컨버 임을 인정했다. 컨버 이 

3D의 한 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빨리빨리’ ‘ 강’ 해

서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련 로그램의 개발과 

운용, 경력과 기술을 갖춘 뎁스 디자이  양성 등의 내

실 있는 컨버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기존 2D 

콘텐츠의 3D 컨버  수주라는 거 한 상 시장을 확

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실사 3D와 완성

도를 견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어렵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6232

비싼 3D 실사 제작 자체의 도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

를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컨버  시장은 기존의 2D 상물을 3D로 환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이다. 일부 컨버  업체가 주장하

는 바 로 3D 상 제작에 막 한 산이 소요되므로 

2D로 화를 고 편집을 마친 뒤 3D로 환하는 방식

이 실제로 화 장에 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컨

버 의 주요 작업 내용은 단순한 포토샵 작업과도 같은 

그래픽 노동에 불과하지만 입문 단계를 거쳐 경력을 쌓

은 뒤 뎁쓰 디자이 (depth designer), 3D 애니메이션

이나 3D 게임 스테 오그래퍼 등의 문직으로 오를 

수 있다. 한 컨버  업체는 매년 국에서 수천 명씩 

쏟아지는 화 상 공 졸업자에게 계약직이나 리

랜서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

는 기업이고 재 컨버  업체도 ‘비실시간 3D 컨버 ’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화 속의 인물과 배경 등 각 사물에 해 숫자로 입체감

을 조정할 수 있는 오 젝트 축출 방식의 소 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등 기존 기술에 비해 환에 필요한 인

력과 시간을 획기 으로 인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

다[13]. 

5. 교육 인력 수급
에서 제안한 교과과정의 문 인력 수 은 쉽지 않

은 문제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3D 화 제작 경험을 

오래 쌓은 베테랑 3D 인력이란 손에 꼽을 정도로 3D 

자체의 인력층은 얕다. 국내에는 그동안 테마 크 등에

서 사용하는 입체 상물을 만들어 본 화인들과 기존

의 촬  감독이나 화인이 3D 화 제작을 경험하고 

연구 한 후에 스테 오그래퍼나 3D 화 문가가 된 

경우, 디스 이나 게임, 애니메이션, 공학  연구 등

으로 입체 상을 연구하게 된 비(非) 화 출신 3D 인

력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화진흥 원회가 최근에 발

간한 연구서를 참고하면 국내에서 스테 오그래퍼라고 

부를 수 있는 김병일 감독이나 김재호 감독 등이 있는

데 이들은 재 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다[14]. 이들 외에도 입체 화 업체의 본부장, 과장 

 3D 문가들이 교육 인력에 포함시킬 수있다. 2010

년 카이스트 문화기술 학원에서 “입체 화 제작 마스

터 클래스” 교육을 담당했던 3D 문가들과 화진흥

원회의 디지털 입체 시네마 연구 인력, 2년 째 진행 

인 방송콘텐츠 진흥원의 “3D 입체 상제작 과정” 수

강생  강사진은 공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3D 

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운  김

은수 교수, 이승  교수가 연구 을 운용 이고 재 

국내에서 촬 이 진행 인 3D 화 로젝트에 참가

하고 있는 장인력들이 있을 것이다. 3D 문가를 충

분히 확보한 후에 3D 교육을 하자는 것은 타당한 논리

이나 3D의 빠른 진행 속도를 감안한다면 인력 확보 후 

교육 시작은 3D 시장을 다른 나라에 선 당할 가능성

이 있다. 완벽하게 연구가 마무리 된 분야가 아니어서 

강사와 학생이 함께 실험하고 결과를 도출해보는 참여

식 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IT 분야에서 한국인이 보여  집 력과 불굴의 도

정신은 3D 분야에서도 외가 아닌듯하다. 할리우드가 

“아바타”를 선보이며  세계 극장을 석권하고 있을 때 

삼성 자와 LG 자를 비롯한 국내 가   디스

이 업체들은 “아바타”를 각 가정의 거실에서 볼 수 있

는 3D TV와 3D 모니터, 3D 사기, 3D 용 라스 등

을 선보 다. 이미 세계 텔 비  시장 매출 부문 1, 2

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엘지 등의 국내 기업들은 Full 

HD , Full LED 방식, 480hz 이상의 고화질 주사속도 

방식 등 하루가 멀다 하고 3D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세계 최  24시간 3D 이블 방송에 이어 세계 최  지

상  3D 방송 등 한국인이 3D에 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세계의 3D를 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비록 재까지 단 한편의 3D 장편 화를 

완성한 은 없으나 올해 국내에서 개 을 계획하고 있

는 실사 3D 화는 을 서고 있다. 김훈 소설을 원작

으로 한 “ 의 노래” 와 해  괴물을 물리치는 액션 스

릴러물 “제7 구”, 2002년 연평해 을 소재로 한 “아름

다운 우리” 등이 3D로 작업을 진행 이고 배경을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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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로 작업한 애니메이션 “풀하우스”, 김지환 감독의 

“소울 메이트”, 곽재용 감독의 “메모리”, 민병천 감독의 

“한반도의 공룡”도 3D 개 을 비하고 있다. 세계인의 

상품이 된 “아바타”의 컴퓨터 그래픽을 맡은 오스트

일리아의 ‘웨타’(Weta) 사의 요 역할을 맡았던 로

그래머들이 한국인들이었다는 사실도 화의 엔딩 크

딧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한국인이 3D 제

작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물론 소 트웨어와 크리에이

티  분야 모두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

거이다[15]. 

연간 장편 상업 화 제작 편수가 평균 100편이 안 돼

는 재의 한국 화 산업 규모에 비해 양성되고 있는 

화  상 문 인력은 매년 수천 명이 넘는 상황이

어서 공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 다. 재까지 

이들 상 문 인력은 부분 2D 기반의 상만을 염

두에 둔 상태 다. 이러한 상황에 3D 콘텐츠의 제작 활

성화와 컨버  기술의 등장은 오래 동안 정체된 상 

인력의 구직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의 3D 시장 확보라

는 측면에서 반가운 뉴스이다. 실사 3D 제작 장에는 

기존 2D 제작에 비해 두 배 쯤 많은 스탭이 필요하고 

기존 2D 화를 3D로 컨버  하는 작업에는 화 한 

편당 수백 명의 뎁스 디자이 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비된 3D 상 인력을 확보

한다는 것은 기존의 2D 화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

의 화 산업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시장의 규모도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

라  세계의 3D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어서 밝은 망

을 기 할 수 있다. 한 수익 구조도 기존 2D에서의 

경우와 같이 극장 상 에 화 수익의 부분을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3D 블루 이 DVD와 3D 이블 방송, 

3D 지상  방송, IP TV 등의 부가 수익 도우와 여기

서 생된 3D 게임, 온라인 게임 등과 연결된 추가 인 

수익 구조를 이룰 수 있어 지 까지와는 완 히 다른 

패러다임의 화 산업과 시장이 생성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한해 보이는 이 역에 필요한 

것은 3D 기술과 3D 창의력을 갖춘 상 인력의 양성이

다. 카이스트 문화 기술 학원에서 2010년 2월에 진행

한 ‘입체 화제작 마스터클래스’와 2010년  재 진행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3D입체 상 정규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각각 일주일과 5개월 과정인데 3D 상 제

작 과정 반과 실습 과정을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3D 입체 상 교육을 란한 3D의 기술 인 

측면만 수하는 것에 그친다면 완 한 3D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3D는 단지 도구로써만 사용되는 것이고 여

히 화의 경쟁력은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연출력인 

것이다. “아바타”의 로듀서는 ‘아바타가 아이스크림

이라면 3D는 그 에 살짝 얹힌 체리 정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3D의 교육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3D 

제작 장비의 운용법만 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새로운 장비와 상 표  방식으로 어떻게 객에

게 감동을  것인가에 한 고민과 실습이 당연히 포

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의력과 표 , 연출에 

한 교육 내용과 3D 입체 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제

작 단계, 국내의 교육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3D 인력 

양성에 가장 합한 교육기 은 학이다. 재의 화 

 상 공 과정에 3D 제작 교육이 추가된다면 기존

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2D 시

장에 추가된 3D 역으로 훨씬 크고 넓어진 로벌 

상 시장으로의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국 화가 다

시 한 번 도약하는 새로운 비 과 가능성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D 산업과 상 제작에 련자 부분이 ‘ 보’인 상

태에서 한번에 3D의 모든 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기존의 2D 기반 화 제작 교육에 추

가되는 3D 교육 내용은 모든 학이 모든 3D 분야에 

달려들 것이 아니라 각 학이 개설하고 있는 기존 

공과의 연계  특성화 역을 스스로 악하여 잘 할 

수 있는 특정 3D 분야를 정하여 이를 해당 학이 특화 

하는 식으로 근해야 할 것이다. 3D는 여러 가지 세부 

역으로 구분되고 각 역의 3D 장비와 실험 실습 공

간을 구축하는 데에 지 않은 투자와 문 인력의 확

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3D 디스 이나 3D 로젝

션 특화를 해서는 기존의 편  필터 방식과, 셔터 그

라스 방식, Full HD 3D, IMAX DMR과 같이 두 의 

사기를 사용하는 트루 3D 방식에 한 노하우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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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된 학이 유리할 것이고 수직 리그와 수평 리

그의 개발과 같은 분야는 술 학에서 단독으로 설치

하기 보다는 술 와 공과 학의 연계 공으로 혹은 

학 분야업체와 산학연계가 가능한 학이 빠른 실험 

결과와 다양한 장의 요구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

을 것이다. 기존의 화 공에서는 촬  공과 연출 

공이 함께 근할 수 있는 스테 오그래퍼 역할의 개

발과 연구에 합할 것 같고 디지털 미디어 공이나 

컴퓨터 그래픽 공에서는 3D 컨버 에 빠른 용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특성화는 어느 공 분야에서나 

요구되는 것이겠지만 다양하고 폭 넓은 3D 입체 상 

제작 분야에서는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지난 100여 년간의 화 역사에서 3D 입체 상은 이

미 두 번의 황 기를 경험한 바 있다. 60여 편의 입체 

화가 만들어진 1950년 를 1차 3D 화 황 기라고 

본다면 “13일의 요일” “죠스” 등이 3D로 만들어지고 

홈 비디오에도 3D가 용되었던 1980년 를 2차 3D 

화 시기라고 볼 수 있다[16]. 두 시기 모두 아주 짧은 기

간 동안만 반짝하고 사라졌는데 1차 붐이었던 1950년

의 입체 상은 무나 조악하 고 2차 시기인 1980

년 에도 시각  피로감이 개선되지 못했다. 이 에 지

했던 많은 문제 이 해결되어 고  품질의 3D 화

가 등장한 지 의 문제는 3D라는 포맷에 한 오해이

다. 작 의 3D 열풍은 “아바타”가 몰고 왔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닌데 정작 련 종사자들은 지나치게 과열된 

3D 열풍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바타”의 

성공 비결이 무 3D 포맷을 택한 것 때문인 것으로 오

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바타” 이후 개 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3D”나 “타이탄 3D”는 서둘러 3D로 컨버

 한 흔 이 곳곳에 보이면서 완성도 면에서 충실하지 

못한 입체 화 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객 동원 1

와 5 를 차지하면서 객들은 기꺼이  한편의 “아바

타”를 기 하며 객석을 채워주었다[17]. 3D라는 포맷이 

화의 내용이나 완성도를 넘어선 객 동원 효과를 만

들어 낸 것이다. 100년 화사에 있었던 1, 2차 입체 

화 붐의 쇠멸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과열된 3D 상 

시장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바라보고 차근차근 문 인

력 양성에 힘을 쏟는 것이 국내 화  상 콘텐츠 시

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 번째를 맞는 3D 

상 황 기의 소 한 기회를 잘 살리는 방편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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