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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애니메이션 산업에서 2D에서 3D로의
산업변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론을 통한 이해
김형일* ․ 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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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에 관한 연구이다. 1995년 <토이 스토리>가
개봉된 이후에 장편 극장 애니메이션 산업은 디즈니 중심의 2D 애니메이션에서
픽사, 드림웍스, 폭스사 중심의 3D 애니메이션으로 급속히 변화되었다. 문화콘텐
츠인 애니메이션 산업 변동은 크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환경 변화에 따른 것
이면서 나아가 영상물에 대한 인간의 취미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경영의 혁신
이론 중 최근에 대두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M. Christensen)의 파괴적
혁신이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문화콘텐츠에서 혁신이 어
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가 경험의 성격이 강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시장을 이해하고, 또 문화콘텐츠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는
데 보다 많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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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으로의 혁신적인 변화
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고 급속히 일상화되었다. 특히 애니
메이션 분야에서는 1995년 풀타임(Full-time) 3D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Toy Story)>
가 개봉되면서 애니메이션 업계뿐만 아니라 실사영화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장
편 애니메이션 시장은 디즈니(Disney)로 대변되던 2D 애니메이션에서 픽사(Pixar)로 대
변되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다.
실사 영화와 2D 애니메이션의 특수효과로 쓰이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픽사에서
1986년 단편 3D 애니메이션 <럭소 주니어(Luxo. jr)>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
었다. 그리고 10년 후 <토이 스토리>의 개봉과 이에 따른 성공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계에서 3D 애니메이션이 기존의 디즈니 중심의 2D 애니메이션을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변화는 크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면서 나아가 영상물에 대한 인간의 취미1)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80여년동안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디즈니나 컴퓨터 그
래픽에서 출발지였던 루카스필름(Lucasfilm)에서 3D 애니메이션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고찰해 본 장편 애니
메이션 시장의 2D에서 3D로의 변화는 컴퓨터 기술의 혁신, 경영의 혁신, 콘텐츠의 혁신
등의 다층적인 혁신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이론을 통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작공정의 모듈화라고 할 수 있는 비선형적 파이프라인, 경영적인 측면에서 RPV이론과
파괴적 순환구조, 콘텐츠와 소비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형성되었는가로 나
눠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형재의 분석에 치우쳐 있는 크리스텐슨의 이론
이 정보재인 문화콘텐츠에 적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콘텐츠에 적용시 수정가능
성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3D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는 크게 기술에 관한 접근과 스토리와 캐릭터에 관한 접
근과 산업적인 접근으로 나눠진다. 먼저 기술에 관해 살펴보면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에
관해서 1960년대 초창기에서부터 2000년대까지의 CG 발달과 이러한 컴퓨터 기술의 발
1) 취미(taste)란 감각적 사물에 대해 그 미적 가치를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시켜 받아들이거나
판정하는 능력으로 17세기 후반 미학 상의 용어가 되어 칸트(I.Kant)에 의해 미적 영역에서
체험, 향수, 판단의 능력으로 정착됐다. 이후 취미는 집단 ·민족 ·계급 ·시대 ·지역 등의 미적
감수성을 나타내고, 즐기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을 뜻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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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따른 장편 3D 애니메이션의 출현에 관한 연구가 있고(손인강, 2005), 제작공정에
관한 연구로 2D 애니메이션의 특징인 선형적 제작구조와 3D 애니메이션의 특징인

비

선형적 제작구조의 효율의 차이를 기술한 연구가 있다(김필종, 2004). 스토리에 관한 연
구를 살펴보면 애니메이션의 몰입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적으로 빠른 작품들에서 잘
나타내는 플롯이 구출플롯이고, 이러한 플롯을 구성할 때 어떤 요소를 구조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이주영, 2004). 산업과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과 해외 애니메이션 산업을 비교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고(이강모, 2001) 정책적인 논의로 국내 제작에는 기획력의 부재를 꼽고
정책적으로 전문인력의 양성해야한다고 주장이 있다(노경숙, 2001).
위와 같이 기존의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는 기술, 스토리, 캐릭터,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전체 변화의 측면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범위인 3D 애니메이션은 높이, 너비와 깊이를 가지고 종류로는
클레이(Clay), 인형(Puppet), 픽실레이션(Pixilation) 등이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
는 3D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적으로 볼 때
일본 애니메이션과 유럽 애니메이션 등 많은 시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미국 애니메이
션 시장으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미국애니메이션의 산업적 파급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
다. 많은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지만 3D 애니메이션 중 메이저 회사인 디즈니, 픽사, 드
림웍스(Dreamworks)의 작품으로 한정한다.

II. 본 론
1.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구조변동의 이론적 배경 : 파괴적 혁신이론
혁신(innovation)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
혁신을 외부에 주어진 현상으로서 ‘기술변화’와 관련된 개념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
술경제학 입장에서 혁신은 체제의 진화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생산과 경영을 근본적
으로 바꿈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제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혁신에 관한 경영이론 중 최근 대두된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이론은 “왜
기존에 업계에서 성공한 선도 기업이 갑자기 몰락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나왔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선도 기업은 기존의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성공한 기업들이 자신의 자원과 프로세스, 가치를 고객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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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성공한 기업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에 집중하게 되고, 어느 시점을 지나면 필요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적정 가격
을 넘어선 제품을 만들게 된다. 이때 시장에 더 싸고, 더 단순하고, 더 작고, 더 편리한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온 신생기업은 로엔드(low-end) 시장과 새로운 시장
이 형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존 기업의 시장을 잠식한다. 크리스텐슨은 이러한 대표적
인 예로 1876년 당시 최대의 전신회사였던 미국 웨스턴 유니언사가 전화기에 대한 특허
인수를 거절한 후 35년 뒤에 AT&T에 의해 인수되는 예를 든다.
아래 <그림 1>은 파괴적 혁신이론과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점
선은 고객의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수요경로를 보여준다. 존속적 혁신은 기업이 개
선의 방향으로 가는 반면에 파괴적 혁신은 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으로 로엔드 시장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초과만족 고객은 새로운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시
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소비자 층도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자료: Clayton M. Christensen 외, 2005: 15. 재구성
그림 1. 새로운 시장에 고객의 형성

1) 기술 공정의 혁신
크리스텐슨은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상호 의존성’ 때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여러 플랫폼을 실험하게 되고, 그 결국에 완전한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속도, 유연성, 편의성에서 경쟁을 하게 되
고, 결국에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인터페이스(interfa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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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한다. 그 결과 표준화는 업계 전반의 표준을 변형되어 제품구조가 모듈화 된다.
이것을 크리스텐슨은 반도체 산업의 통합보존의 법칙과 모듈화로 분석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해지면 공정은 VCE(가치사슬이론:Value Chain Evolution)이론2)에 따르게 된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개발되어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했다. 그 이유는 파괴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만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작업 공
정의 혁신이 필요했다. 이것은 비선형적 파이프라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2) 경영의 혁신

자료: Clayton M. Christensen 외, 2005: 312. 재구성
그림 2. 파괴적 순환구조

위의 <그림 2>는 크리스텐의 파괴의 순환구조를 보여준다. 성공한 기업은 존속적 혁
신으로 고급시장으로 진출하려 한다. 이러한 RPV이론3)에 따른 존속적 혁신으로 기업의
성장은 어느 시점에서 멈추게 되고 차세대 잠재적 파괴적 기회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2) 가치사슬진화이론은 기업이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설계를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객에게 더 중요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은 가치사슬 내의
활동을 통합해야 한다.
3) 크리스텐슨의 RPV이론(Resource, Process, Value:자원, 프로세스, 가치)은 성공한 기업이 기
존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자원과 프로세스를 배분하기 때문에 표면상은 기업이 업무를 잘 해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자원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나 자산이고, 프로세스는 상품을 얻는데 확립된 업무 방식이고, 가치는 기업의 자원을 배분하
는 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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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영진 중 일부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파괴적 아이디어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면서 새로운 기업
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 또한 파괴적 기업의 경영자(CEO)의 측면에서는 경험
과 유연성이 중요시된다. 각 기업은 제각기 도전 상황에 직면하는데 경영진은 그에 관련
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기업의 경영자들은 과거에 다름과
같은 7가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불확실성 정도가 높은 환경에서 일한 경험

■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식을 알아내기 위한 계획을 개발한 경험

■

실험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예상하지 못한 고객을 발견한 경험

■

자세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론이나 직관에 기초하여 도박적인 투자를 한 경험

■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재치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경험

■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임우에 들어맞는 기술을 지닌 경영진을 구성한 경험

■

어떤 일은 빠르게 해내기 위해 특정한 프로세스를 피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이용
하거나 교묘하게 다룬 경험(Clayton M. Christensen 외, 2005, p. 116)

파괴적 순환구조의 인력 이탈은 애드 켓멀(Ed Catmull)과 존 라세터(John Lasseter)
로 나타나고, CEO의 측면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로 나타날 것이다.

2. 3D 애니메이션 시장의 발전
1) 애니메이션의 상품적 특징
애니메이션은 문화콘텐츠의 속성인 정보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재는
첫째, 공공재적 성격으로 비경합성(non-rivalry)4)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5)의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가의 정서적 가치를 담고 있어 소비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체
성과 생활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종의 외, 2004: 216). 셋째, 인기 있는 문
화콘텐츠는 더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지게 된다. 넷째, 경험적 속성은 소비자들이
직접 혹은 타인의 간접 경험이 문화콘텐츠상품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다섯
째, 문화콘텐츠는 대표적인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제품이자 고위험-고수
익(high risk, high return) 제품이다(이명천·김요한, 2006: 9-25).

4) 비경합성은 정보재를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 가능한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비배재성은 일단 공급되면 여러 소비자가 한꺼번에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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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에서 3D 애니메이션의 발전
박스오피스모조(Boxofficemojo)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5월 역대 흥행 100순위에
애니메이션은 14개가 올라와 있고, 이중 4개가 2D 애니메이션6)이고 10개가 3D 애니메
이션7)이다.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의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06년까지 픽사의 총
7작품 중 5개가 올라와 있다.8)
이전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일본과 달리 지금
까지 대부분의 미국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되어 왔다. 하지만 성인
층을 흡수한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의 흥행성공은 크리스텐슨은 새로운 시장의 신호를
성장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본 것과 유사하다(Clayton M. Christensen 외, 2005: 54).
지난 10년간 2D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흥행비교를 하면 아래의
<표 1>과 <그림 3>, <그림 4>, <그림 5>의 그래프들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디즈니와 픽사와 드림웍스의 지난 10년간 흥행성적비교
디즈니
년도

제목

픽사

제작비 흥행

1995
1996
1997
1998

포카혼타스
놉틀담의 곱추
헤라클레스
뮬란

N/A
100
85
N/A

346
325
253
304

1999

타잔

130

448

티거무비
환타지아 2000
쿠스코?

30
80

96
91

100

169

120

186

2000

쿠스코!
2001

아틀란티스

드림웍스
흥

제목

제작비

토이 스토리

N/A

행
362

벅스라이프

120

363

토이 스토리2

몬스터

6)

(단위:백만달러)

90

115

제목

제작비 흥행

개미들

105

171

이집트왕자(2D)

70

219

치킨 런

45

224

엘도라도(2D)

95

76

슈렉

60

484

485

525

<라이온 킹(The Lion King)>, <알라딘(Aladdin)>, <타잔(Tarzan)>,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7) <슈렉2(Shrek 2)>, <니모를 찾아서(Finding Nemo)>, <아이스 에이지2(Ice age : The
Meltdown)>, <인크레더블(The Incredibles)>, <마다가스카(Madagascar)>, <몬스터 주식회
사(Monsters, Inc.)>, <토이 스토리2(Toy Story2)>, <슈렉(Shrek)>, <카(Cars)>, <아이
스 에이지(Ice Age)>
8) 5개 작품은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몬스터 주식회사>, <토이 스토리2)>,
<카>이다. 픽사가 만든 총 7편의 애니메이션 중 100위에 든 5개 외에 <벅스 라이프(A
Bug's life)>는 105위로 총 363만불의 수입을 올렸고, <토이 스토리>는 108위로 총 362만불
의 수입을 올렸다. 이것은 픽사가 만든 모든 3D 애니메이션 영화가 총 흥행 상위에 올라와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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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2002

2003

다이너소어
릴로 앤 스티치
보물성
브라더

128
80
140

350
273
110

베어(Brother

N/A

250

스피릿(2D)
니모를
찾아서

94

864

92

631

신밧드:7대양의
전설(2D)

80

123

60

74

70

920

bear)
2004
2005

2006

인크레더블
치킨 리틀(3D)

와일드(The
wild(3D)

150

80

314

102

카

120

슈렉2
샤크(shark
tale)
마다가스카
웰레스와

75

364

N/A

532

그로밋(Wallace

30

193

N/A

335

149

176

& Gromit)
462
헷지(over the
hedge)
플러쉬(Flushed
away)

자료: www.bosofficemojo.com 2007. 5 재구성

그림 3. 디즈니의 1995-2007 애니메이션 흥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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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드림웍스사의 1995-2007 애니메이션 흥행그래프

그림 5. 픽사의 1995-2007 애니메이션 흥행 그래프

3. 장편애니메이션 시장구조의 파괴적 혁신현상
1)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과 제작 공정 혁신
컴퓨터 그래픽(C.G)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이 상상하는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효
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면
1940년대 MIT의 ‘Whirlwind'라는 레이더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
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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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도달한다. 1970년대 이르러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생겨나고 실사영화에서
특수 효과들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드웨어적인 면을 살펴보면 1982년 8월 IBM은 처음으
로 IBM PC라는 퍼스널 컴퓨터를 발표하고, 1984년 1월 애플컴퓨터사는 그래픽 인터페
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PC인 매킨토시 컴퓨터를 발표한다.
장편 3D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기술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래
픽 기술의 발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3D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수 없었다. 특히 장
편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2D 애니메이션의 작업공정과는 다른 컴퓨터 중
심의 3D 애니메이션의 작업 공정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2D 애니메이션에서는 선형
적(linear) 파이프라인(pipeline)9)으로 나타나고, 3D 애니메이션은 비선형적(non-linear)
파이프라인으로 나타난다. 비선형적 파이프라인은 작업의 모듈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둘에 따른 작업의 차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2D와 3D 애니메이션 비교
항목
2D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 ·종이와 셀을 이용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표현
장점

·빛, 질감, 색감의 표현력이 좋음
·작가적 표현이 쉽다.

3D 애니메이션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 그래픽
·3차원 공간표현, 물체의 3차원 입체 표현으로 원
근감이 좋음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작업
·캐릭터의 움직임 실험이 쉬움
·줄거리 구성을 도와줌
·데이터의 공유로 하청을 주고 확인하기 쉬움

·인원과 시간이 많이 필요
단점

·색이 변할 수 있음
·수정하기가 어려움
·셀을 이동하기 어려움

표현의 특징

·자연스러운 선이나 표현재료가
다양해서 감성적 접근이 가능함
·드로잉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

인력

술 관련인력이 필요
·많은 인력이 필요

제작 구조 ·선형적 구조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의한 제약
·경계선이 선명하고 차가움
·초기 컴퓨터 관련 장비구입 비용이 많이 듦
·360' 회전과 같은 역동적인 카메라워크가 가능함
·수많은 군중장면이 가능함
·표현이 세밀함
·컴퓨터 운영 능력과 체계적인 논리성 요구
·프로그래머와 애니메이터가 함께 작업
·비선형적 구조

9)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액체, 기체 등을 이동시키기 위한 소유관이나 배관을 말하며, 컴퓨터
와 관련해서 쓰일 때는 프로세서로 가는 명령어들의 움직임을 말한다. 파이프라인이 제작에 쓰
일 때에는 생산공정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흐름을 말한
다. 이러한 작업의 흐름이 좋으냐, 나쁘냐는 직접적으로 결과물의 질과 관련되고 인건비 지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김필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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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D와 3D 애니메이션 비교

2D 애니메이션의 제작 파이프라인인 선형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기획 → 시나리오→
미술설정 → 콘티 → 레이아웃 → 원화 → 동화 → 선화 → 채색 → 검사 → 촬영 →편
집 → 녹음 → 최종출력의 작업과정을 순서대로 한다. 즉 선형적 작업은 하나의 작업이
그 전 단계의 작업이 끝나야 시작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몇 단계가 지난 뒤에 수정이 필
요해질 경우에 모든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각 프레임간의 조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
것은 동화 작화를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시 수정을 줄이기 위해
서 캐릭터의 형태를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
3D 애니메이션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작업 흐름이 비선형적이다. 이러한 3D 애니
메이션의 파이프라인의 장점은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단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
업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분산과 통합이 쉽고 병렬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단계를 수정할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 내용이 자동적으로 수정된다.
그 결과 기존의 셀(cell)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물감과 셀 구입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색과 동작을 실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의 발달과 제작 공정의 혁신에 따른 모듈화로 컴퓨터가 애니메이션 줄
거리 구성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줄거리와 표현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을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중심의 작업은)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과 중요한 차
이로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그림에서 해방되고 연기에 집중하여 등장인물이 움직일 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한다(Johansson, Frans, 2005: 59).

그림 6. 애니메이터의 연기와 장면화 (토이 스토리2)

위의 <그림 6>는 픽사의 애니메이터가 <토이 스토리2> 제작할 때 실제로 레코드판
위를 뛰는 연기해보고, 그 연기가 어떻게 영화 장면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
2) 디즈니와 픽사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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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에 대한 노하우도 많고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가 왜 이러한 3D기반의 애니메이션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디즈니는 1923년 월트 디즈니(Walt disney)(1901 ~ 1966)가

형 로이 디즈니( Roy O.

Disney)와 함께 ‘디즈니 브러더스 촬영소’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 제작소를 차리면서 시
작된다. 이후 장편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 성공한 디즈니는 이미 1930년대 현재의 애니
메이션기술, 양식, 내용 등을 확립했다. 게다가 애니메이션의 기획, 제작, 전세계 배급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확립했다.
디즈니는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10)로 장편 애니메이션이 대성공 이후
스피어의 희곡 햄릿을 각색한 <라이언

킹>11)이

존의 동화를 가공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섹

만들어지기 전 까지 누구나 잘 아는 기

이것은 월트 디즈니가 만들어놓은 가치를

잘 계승하고자 모든 자원과 프로세스를 거기에 맞춘 결과이다. 이것은 성공한 기업의
RPV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 결과 2D 애니메이션에서의 존속적 혁신은 가능 했
으나 새로운 것에 대한 파괴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반면에 디즈니와 하청관계를 맺고 있던 픽사는 <토이 스토리>의 성공이후 계약을 갱
신한다. 1997년 7개 장편제작의 계약을 다시 하면서 50%의 투자, 50%의 수익배분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디즈니와 픽사는 하청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로 바뀌게 된다. 이후 <몬
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카>는 흥행 및 작품 면에서 계속해
서 성공하게 된다. 또한 스티브 잡스와 갈등 관계에 있던 마이클 아이즈너(Michael
Eisner)가 나가고 로버트 아이거(Robert A. Iger)가 신임 디즈니 CEO로 임명되자 “픽사
와의 파트너쉽 강화가 디즈니의 1차 과제”라고 할 정도로 픽사의 관계 개선에 앞장서서
2006년 1월 두 회사는 인수·합병하게 된다. 이것은 디즈니의 측면에서 볼 때 경쟁사인
드림윅스와 폭스사(Fox)와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픽사의 측면에서는 스티브 잡스
에게는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디즈니 이사진에 합류하게 되어 아이팟(ipod)으로 시작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영상에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애드 켓멀과
존 라세터가 인수·합병된 디즈니의 주요 자리에 앉아 앞으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제작
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12)
또한 왜 컴퓨터 그래픽의 선두주자였던 루카스필름이 아닌 픽사에서 3D 컴퓨터 애니
메이션이 최초로 만들어졌을까?
10) 세계 최조의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기존의 애니메이션의 유머나 위트(wit)의 개념과는 다른
희비극을 연출했다. 이러한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는 1) 최초의 애니메이션 뮤지컬, 2)
최초의 희비극 작품, 3) 최초의 인간 캐릭터 주인공 설정, 4) 멀티플레인 기법 시도, 5) 섬
세한 묘사방법의 개발, 6) 캐릭터의 입체적 묘사가 특징이다(황선길, 1992: 27).
11)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의 스토리를 갖는다는 <라이언 킹>조차도 일본의 애니메이션
천왕 데츠가 오사무의 <밀림의 왕자 레오>의 스토리라인과 캐릭터를 모방했다는 비난을 받
는다.
12) 한국경제신문, 200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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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애드 켓멀은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연구를 하고

NYIT(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에 들어가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에
관심을 가지던 조지 루카스(George Lucas)가 <제국의 역습(Star Wars: The Empire
Strikes Back)>(1980)에 컴퓨터 그래픽을 쓰고자 한 결과 NYIT의 구성원들이 루카스필름
에 합류하게 된다.
이때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전담팀은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했지만 조지
루카스가 컴퓨터 그래픽을 단지 실사 영화의 보조로 그 가능성을 제한했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다. 즉 조지 루카스13)도 성공기업의 RPV이론에 벗어날 수 없었다. 오히려 조지
루카스는 회사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 이때 컴퓨터 그래픽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지한 애
드 켓멀 중심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는 루카스필름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한다.
이미 <트론(Tron)>(1982)14)의 작업과정을 보게 되고 이에 매료된 1983년 존 라세터는
애드 켓멀의 초청으로 루카스필름을 방문하고, 특수효과를 전담하던 팀의 작업 결과물을
보고 놀라게 된다. 그는 수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보고 컴퓨터 그래픽의 위력을
새롭게 깨닫고 루카스필름에 합류한 후 애드 켓멜과 함께 픽사를 세운다. 이러한 인력의
이탈과 새로운 회사의 탄생은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순환구조에 따른 것으로 애드 케멀
이 조지 루카스의 특수효과팀이 독립해서 픽사를 세운 것과 디즈니에 있던 존 라세터가
픽사에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그림 2>의 구조를 설명해준다.
그래픽 부서를 매각하고자 했던 조지 루카스는 스티브 잡스15) 에게 그래픽팀을 팔게
된다. 이후 애드 켓멀이 사장에 되고 존 라세터가 창작 쪽을 맡으면서 1986년에 픽사로
독립한다. 픽사의 CEO가 된 스티브 잡스는 이미 파괴적 혁신기업의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7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불확실성 정도가 높은 환경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개인 PC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소비자 시장을 개척했다.
픽사는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실험을 한다. 초기에 광고와 영화의 특수효과를 중점
적으로 하다가 단편 <럭소 주니어>와 <틴 토이(Tin toy)>를 제작함으로써 풀타임 3D 애
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후 이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본 디즈니의 제프리 카첸
버그(Jeffrey Katzenberg)와 손잡고 만든 <토이 스토리>가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 당시
에 아무도 순수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된 영화가 가능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파괴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구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시 되었다.

13) 이러한 조지 루카스도 2003년에 루카스필름애니메이션이란 픽사와 드림웍스와 유사한 컴퓨
터애니메이션 영화제작사를 설립한다(<씨네21> 2003, 5,20).
14) <트론>은 최초로 C.G를 도입한 디즈니 영화이다. 새로운 기술과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냈음
에도 제작을 뒷받침할 만한 기기 개발이 미흡해서 제한된 부분에만 C.G를 사용했다. 엄청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실패했다.
15) 이 당시 조지 루카스는 처음의 제시한 3,000만 달러의 1/3의 가격인 1,000만달러에 스티브
잡스가 인수한다(Jeffrey S. Young., &William L. Simon. 200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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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D와 3D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차이
이 장에서는 1995년 이후 나온 2D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을 비교함으로써 애
니메이션 산업구조 변동의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의 선정은 2D 중심에서 3D 중심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열세에 있는 2D
애니메이션에서 <토이 스토리>가 처음 나온 1995년에서 2006년 사이 제작비가 가장 많
이 든 2편을 선정했다.16) 제작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
만큼 작품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한 2D 애니
메이션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3D 애니메이션을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D 애
니메이션은 2001년 <아틀란티스(Atlantis: The Lost Empire)>, 2003년 <보물성(Treasure
Planet)>을 선정했다. 이에 따른 3D 애니메이션은 2001년 <슈렉>, 2003년 <니모를 찾아
서>를 선정했다.
(1) 2D 애니메이션
<아틀란티스>(2001)17)는 쥘 베른(Jules Verne)의 <해저 2만리>를 배경으로 디즈니가
가장 잘 만들던 장르인 뮤지컬과 로맨스, 코믹한 요소도 버리고 액션어드벤처로 만들었
다. 여기서 나오는 괴물 리바이던, 바위 거인, 장갑차와 비행기 등 교통수단들이 3D이고,
폭포, 파도 등 배경의 그림도 상당수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2D를 보조하기 위
해서 만들어진 3D들은 2D와 3D를 결합했을 때 오히려 3D 물체들이 더 두드러져 보인
다. 이것은 3D가 2D 보다 선명하고 입체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2D 인물 캐릭터의 모습
이 선명하지 못하게 보인다.
2001년에 제작비 1억 2천만달러를 들여서 개봉해서 1억 8천 6백만 달러의 수익을 얻
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해서 제작비를 6천만달러 들이고 4억 8천 4백만달러의 수익을
거둔 3D <슈렉>에 흥행에 참패함으로써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계가 2D에서 3D로 주도
권이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었다.

16) 2위는 1억3천만 달러를 들인 <타잔>이지만 같은 해 3D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1억 2천만달
러를 들인 <아틀란티스>를 선정했다.
17) 이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와 매우 흡사하다. 아틀란티스 모험극이
란 점과 주인공의 캐릭터까지 비슷해서 표절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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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D 불꽃에 2D 인물의 평면성

그림 8. 캐릭터의 전형성과 식상한 유머

그림 9. 3D 물체와 배경에 2D 캐릭터 결합시 2D 보다 3D가 눈에 띔

<보물성>(2003)은 로보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의 고전 <보물섬>
을 공상과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제작비 1억 4천만 달러에 흥행 수입이 1
억 1천 달러라는 흥행 참패를 가져왔다. 모험 애니메이션을 표방한 <보물성>은 이미 제
작 초기에서부터 폭스사의 <타이탄 A.E>와 드림웍스의 <엘도라도>처럼 액션에 기초한
애니메이션은 실패할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혔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디즈니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SF로 3D의 차가움을 극복하기 위해
2D가 결합한 것이 많이 보인다. 이것을 제작진은 5D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로 시선을
끄는 것은 3D이며 폭발장면은 이러한 것을 잘 말해준다. 이러한 <보물성>은 실사와 가
까워지려는 애니메이션계에서 생존하고자 하지만 실패했다. <보물성>에서 흥행의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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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디즈니는 2D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그림 10. 제임스 딘에게서 본 뜬 주인공 캐릭터와 로봇과 플러 캐릭터

그림 11. 2D와 3D 합성이 3D가 두드러지는 모습과 3D 폭발장면의 화려함

그림 12. 벌레 먹는 엽기 아기 캐릭터와 야수를 닮은 실버의 캐릭터

(2) 3D 애니메이션
<슈렉>(2001)은 1990년 윌리엄 스타이그(William Steig)의 동화가 원작이지만 이것을
비틀어서 녹색 괴물 슈렉의 모험담을 그린 3D 애니메이션이다. <슈렉>은 첫 장면부터
전형적인 동화의 스토리텔링인 멋진 기사가 마법에 걸린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고, 둘의
해피앤딩을 끝나는 동화의 고전적 내러티브와 주제를 뒤집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드림웍스의 제프리 카첸버그18)와 컴퓨터 그래픽 회사인 PDI(Pacific Data Image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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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제작한 <슈렉>은 여자 주인공 피오나의 굽이치는 머릿결을 1백만개 이상의 디지
털 조각으로 표현했고, 사람의 뼈와 근육, 햇빛에 반사되는 피부의 색깔 등 3D 애니메이
션의 한계라는 부분까지 표현했다. 또한 <슈렉>은 기존의 영화들인 <매트릭스>, <와호
장룡>, <드래곤하트>, <인디아나 존스>에서 WWF 세계프로레슬링 장면까지 끈임 없이
패러디를 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이미 그 영화를 본 성인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
고, 기존의 동화나 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뒤집어 습관적으로 그 이야기 구조에 익숙해
있던 관객들에게 재미를 준다.

그림 13. 기존의 동화 비판과 ‘피노키오’를 파는 할아버지

그림 14. 다양한 얼굴표정과 피오나의 머릿결 표현

<니모를 찾아서>(2003) 병원 수족관에 갇힌 꼬마 니모와 니모를 찾아 나선 아빠 물
고기 말린의 모험담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9천 4백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8억 6천 4

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흥행에 성공했다. 또한 기존의 해저 모험담이나 자연다큐멘터리
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18) 그는 이러한 스토리와 캐릭터상의 변화를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의 경우) 12-25살 정도의
관객은 거의 없고, 그들 중 극소수만 로빈 윌리암스가 목소리를 연기한 것 때문에 <알라딘>
을 보러온 정도다. 명백히 블록버스터이고, 애니메이션의 <타이타닉>이라 할 만한 <라이언
킹>도 그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어쩌다 온 경우는 있었겠지만, 일부러 찾아서 보진 않았다.
<슈렉>의 경우, 실제 16-20살의 관객에게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다들 놀라워했다. 가족 관
객과 전혀 다른 식으로 본 것이다. 6-8살짜리 아이들은 쿵푸, 불 뿜는 용, 육체적인 개그 등
을 보고 웃지만, 10대들은 자신들이 성장해온 문화에 대한 장난스런 경의를 보며 웃는다.”라
고 말한다. <씨네 21> 제프리 카첸버그 인터뷰, 200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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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매트릭스>와 <드래곤하트> 패러디

이러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모험담, 다양한 물고기 캐릭터의 귀여움, 단기기
억상실에 걸린 도리에 대한 연민들이 복합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
한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캐릭터가 확실하면서 개성을 가지고, 표현이 힘들다는 심
해에서부터 수족관까지 다양한 물을 색감과 질감의 표현에 성공했다. 내용면에서도 심약
하지만 니모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이러한 말린과 가까워지는 건망증이라는
약점이 있는 도리의 모습에서 성인들은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림 16. 바다 속의 조명과 선명함과 수족관의 조명의 차이

그림 17. 주변 캐릭터의 개성과 상어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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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도리의 고백과 니모와 말린 간의 사랑

아래의 <표 3>은 2D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을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다.

표 3. 장편 2D 애니메이션 3편과 3D 애니메이션 3편 비교
영화
2D

아틀란티스
보물성

원
작

장르

있음 모험

유머
없음

캐릭터
캐릭터들이 비슷비슷함
·괴물이지만 귀여운 캐

슈렉

있음 액션로맨스

엽기,
페러디

3D

릭터
·엽기적 공주
·말 많은 당나귀
·당나귀를 사랑하는 용

니모를 찾아
서

없음

로드무비
형식

캐릭터

·소심한 아버지 말린
·단기기억상실의 도리

성인적 요소

짐을 아끼는 실버
·기존의 동화 비틀기
·성인취향의 음악
·패러디 재미
·엽기적 사랑
·말린의 부성애
·도리의 페이소스
·상어의 유머

4. 문화콘텐츠에서 파괴적 혁신이론의 수정가능성
지금까지 보았듯이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이론은 2D 애니메이션에서 3D 애니메
이션으로 주도권이 변하는 데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크리스텐슨의 이론
을 애니메이션 산업에 적용시켰을 때 맞지 않는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유형재에 대한 크리스텐슨의 이론은 파괴적 혁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
에 초과만족고객들이 들어오면서 비소비자들을 함께 끌어들인다. 이것을 <그림 1>에 나
타나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크리스텐슨의 이론으로 살펴볼 때 발
견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불만족고객이 비소비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이것
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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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소비자를 분류하면 첫째는 비소비자(noncustomer)로서 애
니메이션을 아이들의 볼거리로만 생각하는 성인층에 해당된다. 둘째로 불만족스러워하면
서 소비하는 고객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극장을 가는 성인층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들은 스스로도 애니메이션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셋째로 초과만족고객은
어린이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소비재나 필수품이 아닌 경험
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D의 새로운 속성들은 그동안 불만족 고객이었던
성인층을 만족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면
위의 <그림 19>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9. 문화콘텐츠 고객의 형성

이러한 결과는 경험재인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비소비자를
시장으로 흡수할 때 소비자의 어떤 요소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애니
메이션이 아닌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인 뮤지컬 시장에서 <라이언 킹>과 같은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든 것은 시장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든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장편 애니메이션 분야의 시장변화를 혁신이론 중에서 크리스텐슨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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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혁신이론으로 고찰했다. 처음에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컴퓨터 그래픽은 1970년 이
후 일반영화에 특수효과로 그 표현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3D 컴퓨터 그래픽 기
술은 픽사의 <틴 토이>라는 3D 단편 애니메이션을 탄생시키고, 1995년 장편 애니메이션
인 <토이 스토리>를 만들게 되면서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먼저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은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과 기존의 2D 애니메이션의 제작
시 가장 문제점이 되던 선형구조가 비선형 구조로 모듈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것은 3D 애니메이션에서 인건비의 절감과 다양한 표현을 실험이 가능해서 시각적
인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두 번째 경영의 측면에서는 디즈니와 조지 루카스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단지 2D
와 실사의 보조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RPV이론에 따르면 기존의 가치
에 자신의 자원과 프로세스를 집중하는 존속적 혁신에만 집중한 것이다. 이에 애드 캣멀
과 존 라세터는 파괴의 순환구조에 따라 기존의 회사를 나오고

파괴적 혁신에 대한 경

험이 많은 스티브 잡스와 함께 픽사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혁신적인 기술이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혁신적 경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콘텐츠의 혁신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위해 극장에 온
성인들은 이미 디즈니의 가족 중심과 잘생긴 왕자, 예쁜 공주가 해피앤딩으로 끝나는 스
토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3D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영상과 스토리와 캐릭터로 이러
한 성인 불만족 고객층을 공략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비소비자까지 극장으로 오게 해서
결과적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이 2D 애니메이션에서 3D 애니메이션으로 중심 이동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아울러 경영이론은 주로 유형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문화콘텐츠에 적용하기
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콘
텐츠의 속성을 알고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영이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필자의 크리스텐슨의 이론의 수정이 불완전한 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시도가 체험의
성격이 강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시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는데 보다 많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시장이 3D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고 하더
라도 2D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것이다. 표현기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좋은 스토리와 재
미는 인간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다. 아무도 풀타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나오리
라고 생각 못했듯이 앞으로 어떤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어떤 형태의 표현기법으로 우리
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자유롭게
시도되는 시점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진 산업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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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Full-length
Animation Industry From 2D to 3D
: Based On The Theory Of Disruptiv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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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urrent full-length animation industry. Since Toy Story was released in 1995, the
full-length animation scene has made a rapid change from 2D animation, based on Disney, to 3D animation by the
likes Pixar, Dreamworks, and Fox. The change in the structure, which is now a leading cultural content, is largely
due to the shift of the production environment from analog to digital; furthermore, reflecting the change in people's
tastes when it comes to visual conten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how the transition influenced cultural content
by investigating the full-length animation industry through innovation theories in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theory of disruptive innovation by Clayton M. Christensen. It is the author's wish that this study will offer a point
of view into understanding the cultural content market, where experience is an important element in animation
production and in approaching the different ways in which cultural content give rise to new markets.
Key Words : The Full-length animation industry, The Theory Of Disruptive Innovation, 2D aniamtion, 3D
animation, Disney, Pixar, Dream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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