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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 술의 총아로 불리는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은 화, TV, 고, 인터넷, 게임 등
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제작기술 한 나날이 발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완성된 캐릭터 애니메
이션이 제작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시스템은 Humanoid 기반으로 3D 아
바타를 생성하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모델링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좀더 쉽고 유용하게 
표 하기 한 방법을 구 한다. 한 캐릭터 데이터와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리하여 한번 

생성된 애니메이션을 다른 캐릭터에 그 로 용시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 서론1)

  컴퓨터가 만들어 내는 3D 애니메이션은 비디오 

게임이나 사이버 캐릭터와 같은 단순한 오락의 차원

을 넘어 방송과 화제작을 통한 새로운 문화창출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TV, 디

지털 컨텐츠, 고, 인터넷 등의 산업에도 미치는 효

과는 단히 크다.  한 3D 애니메이션 기술은 인

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표 하고 실제 세

계에서 실 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 주는 최

첨단 표 기술로써 미래 산업에 결정 인 향을  

것이다.

  재까지 많은 애니메이션 기법들이 제안되어 인

간 골격 모델의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데 이용되었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시행한 지역 략산

업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하 음. 

다.[1][2][3] 애니메이션 기법  모션 캡쳐는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동작 데이터를 얻어 내는 기

술로 모션 캡쳐에 사용되는 장비가 고가이어서 특정

한 움직임에 한 데이터를 얻기에 경제  부담이 

따를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수정과 변형이 어렵다. 

동작 제어 애니메이션은 물리  법칙에 따라 물체의 

사실 인 동작을 만들 수 있지만 시스템 구 과 직

 제어가 어렵다.[4]  다른 기법으로 3차원 그

래픽 도구나 CAD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것과 같이 

기하하  계산을 근거로 하여 정 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정

한 구성보다는 짧은 시간에 쉽게 3차원 애니메이

션 장면을 구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VRML과 HTML을 목시켜 캐릭

터의 모델 데이터와는 독립 인 방법으로 3차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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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생성하여 모델과 애

니메이션 데이터를 결합하여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구 하는데 목 이 있다. 체 인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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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인 시스템 구성도

2. Humanoid Modeling 생성

(그림 2) Humanoid Modeling 생성

  (그림 2)의 Humanoid Modeling 생성에서는 3차

원 인체를 Humanoid 구조 기반으로 분 구조와 계

층구조를 반 하여 3D MAX 상에서 인체를 모델링 

하고 Humanoid  기 에 맞춰 각 의 이름

을 명시한다. 3D 인체 모델의 기본은 Editable Poly

를 이용하여 얼굴, 몸통, 팔, 다리 등의 각각을 구성

하고, 세부 인 모양을 만들어 간다. 우선 머리는 머

리 형태와 비슷한 구를 이용해 기본 모형을 만든 다

음 면을 분할하여 모양을 만든다. 오 젝트의 버텍

스가 부족해 각이 많아지면 모디 이어 Mesh 

Smooth를 용시킨 다음 Subdivision 

Amount/Iterations 1을 다. , 코, 입은 치를 고

려하여 필요한 버텍스를 추가하거나 이동한다.  

부분은 코 부분을 고려하여 버텍스를 추가하여 모양

을 잡는데 Sub-object Edge 옵션  Create와 

Divide를 사용한다. 코 부분은 Sub-object Polygon

으로 선택해 Extrude 하고, 팔과 다리는 Box를 이

용하여 Mesh Smooth 모디 이어를 주고 Iterations 

값은 1을 입력, 모디 이어 스택에서도 Editable 

Poly로 이동해 Show End Result 버튼을 켠 다음 

작업을 한다. 모든 작업은 얼굴 모델 제작과 , 코, 

입, 귀 등을 제작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이 게 3D 

MAX 상에서 만든 인체를 .wrl로 EXPORT하여 

VRML 포맷으로 변환하 다.

  인체는 H-Anim 1.1 스펙에 기 하여 모델링 되

며 다음 (그림 3)은 인체를 3D MAX 상에서 모델링 

한 모습이다.

(그림 3) 아바타 모델 생성 

  3D MAX에서 만들어진 3D 인체를 VRML(.wrl) 

일로 익스포트(Export)하면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

하는 가상 실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VRML 포맷의 

3D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인체를 구성

하기 해서는 H-Anim 1.1 스펙에 기  된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Humanoid 기

반으로 모델링 하기 해 스펙에 명시된 각 의 

이름을 사용하 다. 

3.  애니메이션의 모델링

  아바타의 애니메이션 모델링은 3차원 그래픽 작 

도구 Qavatar Modeler/Animaker V1.0 소 트웨어

를 사용하 으며, 아바타 동작을 모델링하고 

EXPORT하여 VRML 포맷으로 변환하 다. (그림 

4)는 아바타의 동작 방법을 모델링하는 과정이다.

   [1 임]           [10 임]            [6 임]

(그림 4) 아바타의 동작 방법

1 2

3

1 2

3

  ① 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아바타의 각부분

을 클릭하면 해당부분이 활성화되며 재 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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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된다. ② 1 임이 장되었으면 10 임

으로 이동한다. ③ 간(2～9) 임의 움직임은 보간

법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 생성되며, 세부 인 움직

임이 필요할 경우 애니메이커 도구모음의 스핀버튼

으로 세부조정이 가능하다. 와 같은 방법으로 달

리기 모션을 제작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걷기 애니메이션

4. 애니메이션 시스템

  가. 애니메이션의 체 인 구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체 인 VRML 문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H-ANIM Definition : Humanoid에서 정의된 인

간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아바타의 모델

을 3D MAX로 작성하여 VRML에서 변환한다.

EXTERNPROTO for Animation Data : 외부에 

작성해 놓은 애니메이션 PROTO 노드를 불러들

여 반복 사용한다. PROTO 구문으로 작성된 

일의 치를 알면 복잡한 구문을 작성할 필요 없

이 간단한 코드로 작성이 가능하다.

Keyframe Data : 아바타의 각 부 의 움직

임의  좌표가 기술되는 부분이다.

ROUTE syntax(VRML Script) : VRML 공간에

서 사용자의 행 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다른 

오 젝트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  환경을 만들어 

다.

  여기에서 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

선 PROTO 노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TERNPROTO Human_work [ 
        eventIn SFTime StartAnim 
        eventIn SFBool loop_anim 
        exposedField SFTime set_startTime  
        exposedField SFTime set_stopTime  
        field MFNode HumanList 
        eventOut SFTime RealStopTime 

] 
"work.wrl" 

  애니메이션을 한 EXTERNPROTO 노드는

StartAnim field를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으며, HumanList field에 애니메이션이 용될 

아바타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RealStopTime  

field는 다른 이벤트와의 동기화를 해 제공된다. 

실제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별도의 VRML 일로 

장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 데이터 일에는 키

임 애니메이션 데이터와 VRML 스크립트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걷기 애니메이션  

데이터 일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PROTO Human_work [ 
 eventIn SFTime StartAnim 
 eventIn SFBool loop_anim 

  exposedField SFTime set_startTime 0 
 exposedField SFTime set_stopTime 0 

  field MFNode HumanList [] 
  eventOut     SFTime RealStopTime 
      ] 
{ 
  DEF Work_Group Group { 
     children [ 
    DEF Work_Time TimeSensor { 
    ……   
  } 
    DEF l_shoulder OrientationInterpolator { 
       key [ 0.000000, 0.050505, 0.101010, …… ]
       keyValue [ 0.033100 0.998843 0.034880 1.624312, 
…… ]
      }
     ……
DEF work_Script Script {
      }
     ]
   }
}

   구조와 같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크게 세 부

분으로 나  수 있다.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에 필요

한 타임 센서(Time Sensor)로 애니메이션을 구동시

키는 스 치 역할을 하며, 두 번째는 실제 애니메이

션을 기술한 키 임 데이터이며, 세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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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구문을 만들기 한 VRML 스크립트로써  

애니메이션 데이터와 아바타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ROUTE 구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나. 애니메이션 변환 모듈

  본 시스템에서 걷기 애니메이션은 VRML Viewer

인 Cortona에서 아바타 모델이 불러들여지고, 웹 페

이지에서 타임센서에 의해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바

타 데이터 일안의 Script로 값이 들어와 함수가 

실행된다. 이 함수에서 애니메이션을 구동시키는 

일이 EXTERN PROTO 구문을 이용해 로딩되어 실

제 사용자 화면에 애니메이션 동작이 보여지게 된

다.  (그림 6)은 애니메이션의 걷기 동작의 실행화면

이다.

(그림6) 걷기 애니메이션 실행 화면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VRML에서 제공하는 확장 노드를 

응용하여 애니메이션을 구 하 다. 본 시스템은 애

니메이션 데이터와 아바타 데이터를 연결하는 

ROUTE 문을 VRML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동 으

로 생성시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약간의 수정으로  

아바타 데이터에 쉽게 용시킬 수 있었다. 한 애

니메이션 PROTO 노드는 EXTERNPROTO 노드를 

사용하여 정의되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별도의 일로 분리, 장할 수 있다. 즉, 애니메이

션 데이터와 아바타 데이터의 물리 인 분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VRML에서 지원하는 애니메

이션은 질 인 애니메이션은 우수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부족한 이 있다. 따라서  

VRML과 자바EAI를 이용하여 실시간에 인체를 랜

더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신체의 각 부를 조작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용

되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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