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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오 소스 SW인 Blender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D 린터용 

STL(stereolithography) 일 기반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OBJ(Object) 

일과 FBX(filmbox) 일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 다.

STL 일은 무료로 제공되는 장 이 있지만 OBJ나 FBX 일과는 달리 계층 구조(hierarchy), 머티리

얼(material)  텍스쳐(texture)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3D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이 좀 더 복잡해진

다. 특히 계층구조 정보의 락은 3D 애니메이션의 핵심인 리깅(rigging) 작업 시에 원하지 않는 부 가 

움직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Blender의 웨이트 페인  기능을 이용하여 계층구조 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음을 증하 으며 샘 링 횟수와 해상도가 더링(rendering) 시간에 미치는 향도 함께 조사하 다. 한

편 3D 린터로 출력한 곤충 모형은 등과학교육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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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suggested a method to create 3D animation based on STL files which 

are easily available on the internet using Blender,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open-source 

3D modeling SW. And the procedure of making 3D animation using STL file was compared with 

those for OBJ or FBX files as well.

Contrary to OBJ and FBX, STL files do not contain information regarding hierarchy, material 

and texture which are very important in making 3D animation. Especially the absence of 

hierarchy may cause serious problems in rigging, which involves movement of unwanted parts 

of 3D object during rigging proces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weight painting feature of Blender could be a solution to tackle the 

faulty rigging due to attributes of STL files. The effect of the sampling frequency and the 

resolution on the rendering time is also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3D mantis animation. 

It is also seen that insect models by 3D printer could be used as a new type of pedagogical 

material in the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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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3D 린터의 격한 보 에 힘입어 3D 애니메이션 

주로 이루어지던 3D 콘텐츠의 활용이 교육, 문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로 확 되고 있다. 특히 미래 동력으

로 많은 심을 끌고 있는 VR(virtual reality) 보 이 

활성화되면 3D 콘텐츠들이 응용 분야가 더 확 될 것

으로 기 된다.

3D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3D 모델링, 3D 

린 ,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으로 나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3D 일 포맷 

 사용되는 3D SW의 종류도 달라진다. 부분의 3D 

SW는 각기 고유한 일 포맷이 있지만 3D 콘텐츠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통 인 일 포맷을 사용한다. 

[표 1]에 재 3D 콘텐츠 분야에서 리 사용되는 주요

한 3D 일 포맷을 정리하 다.

분류 주요 3D 일 포맷
 3D 모델링  OBJ(머티리얼 정보 포함)

 3D 프린팅  STL(표준 파일 포맷)

 3D 애니메이션  FBX(OBJ + Rig, 애니메이션 정보) 

표 1. 3D 콘텐츠 제작 기술별 주요 파일 포맷

[표 1]에서 STL 일은 3D Systems사가 개발한 3D 

린 용 표  일 포맷[1]으로 거의 모든 3D SW들이 

지원한다. 원래 목 에 맞게 3D 린 에 필요한 3차원 

표면 정보만을 제공하며 색상, 머티리얼(material), 텍

스쳐(texture) 등의 정보는 빠져있다. 

그림 1. STL의 데이터 구조와 표면 구조[2](왼쪽) OBJ의 

데이터 구조(오른쪽)

반면 STL 일은 부분 유료인 다른 일과는 달리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1]의 왼쪽이 STL 일의 데이터와 표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2].

OBJ(object)는 WaveFront Technologies에서 개발한 

일 포맷으로[3] 3D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되며 STL

과는 달리 머티리얼  텍스쳐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객체 표면을 삼각형으로 표 하는 에서는 같지

만, STL 포맷이 면(face)에 한 법선 벡터를 사용하는 

반면 OBJ는 꼭지 (vertex)에 할당된 법선 벡터를 사

용한다[4]. [그림 1]에서 OBJ 일의 데이터 구조가 

STL 일보다 복잡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색상과 

텍스쳐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OBJ가 STL보다는 무겁

고 복잡한 일 포맷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FBX(filmbox)는 Kaydara사가 개발하고[5] 2006년부

터는 Autodesk사의 일 포맷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

작하는 3D SW 간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해 사

용되고 있다[5]. FBX 일에는 OBJ의 색상과 텍스쳐 

정보 이외에 추가로 리깅([그림 2][6]에서 skeleton)과 

애니메이션 정보를 포함한다. [그림 2]는 FBX와 OBJ 

일에 포함된 정보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FBX는 

머티리얼 정보가 일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OBJ는 머

티리얼 정보에 한 링크를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

그림 2. FBX와 OBJ에 포함된 정보[6]

[표 2]에서 정보의 종류(= 일의 크기)를 비교하면 

FBX > OBJ > STL임을 알 수 있다. 정보의 양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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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일 포맷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반면 3D 콘텐츠

를 제작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정보 STL OBJ FBX

 3D 객체 (메시 및 object) O O O

 머티리얼 X O O

 리깅([그림 2]의 skeleton) X X   O

 애니메이션 X X O

표 2. 파일 포맷별 포함된 정보 비교

3D 린 이 유일한 목 이라면 STL 일로 충분하

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OBJ 일에 추가로 머티리

얼과 리깅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반면 FBX 포맷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바로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다. 

한가지 주의할 은 FBX 일의 리깅 련 데이터는 

3D SW에 따라 호환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앞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장에서는 

리깅에서 애니메이션까지의 작업은 동일한 3D SW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

면 추가 인 작업을 통해 리깅  애니메이션을 수정해

야 한다.

3D 모델링은 3D 린 과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 필수 인 과정이다. 3D 린 은 3D 모델링으로 만

들어진 객체를 3D 린터로 출력만 하면 되지만 3D 애

니메이션은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객체에 리깅을 

용한 다음 움직임(motion)을 생성해야 한다. [그림 3]은 

3D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3D 모델링 

이후 크게 머티리얼, 리깅, 애니메이션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3. 3D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그림 3]에서 머티리얼은 3D Model에 색상, 질감, 재

질 등을 표 하는 과정으로 머티리얼 작업 이후 텍스쳐

(2D 이미지)를 이용하여 3D 객체에 사실감을 더해  

수 있다. 머티리얼 기능만으로 사실감을 표 하기에는 

색상에 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공자가 아니라

면 지식 습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에서

는 머티리얼로 재질과 질감을 표 하고 디자이 들이 

만든 텍스쳐를 사용하여 객체에 사실감을 더해 다. 

리깅은 3D 객체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인체

에 비유하면 골격을 만드는 과정이다. 리깅 기능을 사

용하면 3D로 만든 동물, 사물, 자연까지 어떠한 객체든 

움직임에 한 표 이 가능하다.

머티리얼과 리깅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한 필

수 작업이다. 두 기능은 주로 3D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사용되는 SW인 3ds Max, Maya 등에 포함된 기능이

다. 하지만 3ds Max와 Maya는 유료라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큰 SW이다. 반면 Blender는 오

소스 SW임에도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모

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꾸 히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D 애니메이션을 교육용 3D 콘

텐츠로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실제로 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7]. 따라서 다양한 3D 콘텐츠(3D 린 , 3D 모델

링, 3D 애니메이션)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STL 일을 

히 이용하면 교육  활용 범 가 단히 넓을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 소스인 Blender를 활용하여 인터

넷으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STL 일을 기반

으로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그 해결방법에 해 연구하 다.  이를 OBJ와 

FBX 일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 다.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Blender는 오 소스 SW인 만큼 Youtube, Cafe 등 많

은 오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D 애니메

이션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쓰기에 합한 3D SW다. 

, 3D 린 과 3D 모델링 분야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SW로 알려져 있다. Easy Render의 발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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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er는 무료 SW임에도 2017년 Best 3D 모델링 

SW[8]에 선정되었다. 이는 Blender가 고가의 유료 SW

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SW임을 말해 다. Easy 

Render사는 “Blender만큼 효과 인 오 소스 로그램

은 거의 없으며 환상 인 3D Modeler로서 상용 3D 

SW와 비슷한 수 의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독자 인 더링 엔진을 갖추고 있다[8].”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ender를 이용하여 모델링이 완료된 

3D 객체(STL, OBJ, FBX)를 기반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머티리얼과 리깅 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이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움직임 생성 후의 더

링 작업은 [표 3]과 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 다.

구분 성능 정보

CPU  intel core i7 

VGA  NVIDIA GeForce GTX1060 6GB

RAM  DDR4 16GB

표 3. 렌더링에 사용된 컴퓨터의 성능

3D 객체는 STL 일의 경우 Solidworks로 만든 무

당벌  일[9]을 사용하 고 OBJ 일은 텍스쳐 정보

를 포함한 상용 일[10]을 구매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FBX 일은 구매한 일을 Autodesk에서 제공하

는 학생용 3ds Max를 사용하여 FBX 일로 변환한 다

음 Blender에서 임포트(import) 하여 사용하 다. 

그림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구체 인 과정보

다는 일 포맷 간 차이 을 주로 진행하 으며 [그

림 4]는 연구 차를 나타낸 것이다.

Ⅲ. 연구 결과

3D 린터에 한 심과 보 의 확 로 인터넷에서 

STL 일은 비교  쉽게 구할 수 있으나 텍스쳐 정보

를 포함하는 OBJ 일이나 FBX 일은 무료로 구하기

가 어렵고 상용 일은 비교  고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 5]의 OBJ 일은 3D 모델 문업체인 

Turbosquid[10]에서 구매하 다. 

3ds Max로 모델링된 사마귀 일은 3ds, c4d, lwo, 

max, obj, mb, xsi 등 다양한 포맷으로 주어지며 텍스쳐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의 왼쪽은 Turbosquid

사의 OBJ 일에 한 소개 화면[10]이고, 오른쪽은 

3ds Max의 고유 일 포맷인 max 일을 띄운 화면이

다.

한편 STL과 FBX 일은 3ds Max에서 OBJ 일을 

STL과 FBX로 익스포트(export) 하 다.

그림 5. 구매한 OBJ파일의 소개 화면[10](왼쪽)과 3ds Max

에서 max파일을 임포트한 화면(오른쪽)

먼  STL과 OBJ를 비교하기 해서 Blender에서 사

마귀에 한 STL 일과 OBJ 일을 각각 임포트 하

다. [그림 6]의 a와 b에서 STL과 OBJ 일이 명암과 

표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왼쪽의 

OBJ 일은 객체가 밝고 표면이 매끄러운 반면 오른쪽

의 STL 일은 어둡고 각진 부분이 많아서 거칠게 보

인다. 이런 차이는 머티리얼 정보의 유무에 기인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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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J의 겉모습 (b) STL의 겉모습

(c) OBJ의 렌더링 화면 (d) STL의 렌더링화면

그림 6. STL과 OBJ의 겉모습과 렌더링 했을 때의 비교

한편 [그림 6]의 c와 d는 더링 결과로서 OBJ는 속 

날개가 투명하고 객체 자체가 빛을 반사함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머티리얼 정보가 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STL은 머티리얼이 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빛도 반

사되지 않고 속 날개도 투명해 보이지 않는다.

(a) 3ds max (b) OBJ (c) STL

그림 7. OBJ와 STL 파일의 계층 구조 비교

다음은 계층 구조를 살펴보자. 3ds max에서 일을 

분석한 결과 [그림 7]의 a와 같이 사마귀는 Mantis 아

래 mantis_body, mantis_wing_L, mantis_wing_R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Blender에서 읽어 들인 OBJ와 

STL은 [그림 7]의 b와 c로 a의 3ds max 구조와 비교했

을 때 OBJ 일은 일 변환 시에 계층 구조에서 최상

노드인 Mantis만 제외되는 반면 STL 일은 체가 

하나의 객체로 묶여서 일이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리깅을 적용한 OBJ (b) 리깅을 적용한 STL

(c) OBJ 파일의 리깅 테스트 (d) STL 파일의 리깅 테스트

그림 8. STL과 OBJ 모델에 같은 리깅을 적용 후 테스트

그리고 이런 계층구조의 차이는 OBJ와 STL에 동일

한 리깅을 용할 경우 움직임을 만들 때 [그림 8]과 같

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그림 8]에서 a와 b처럼 같은 치에 (bone)를 생성

하여 리깅을 용한 다음 그림 c와 d와 같이 속 날개에 

한 리깅 테스트를 실행하 다. 날개를 는 움직임에

서 OBJ는 자연스럽게 날개가 히지만, STL은 OBJ 

일과는 달리 그림과 같이 날개가 히지 않고 자연스럽

지 않은 회 이 반복되는 상이 나타났다. 이는 계층 

구조에 의한 문제로 단되며 이후 무당벌  STL 일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연구용으로 구매한 상용 일은 머티리얼과 텍스쳐 

정보만 있고 리깅과 애니메이션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일이다. FBX를 Blender에서 읽어 들여 더링한 결

과 OBJ와 FBX 일 모두 머티리얼과 텍스쳐 정보가 

포함된 같은 일 포맷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9]는 더링 결과를 나타낸 화면으로 OBJ 일

의 경우에는 텍스쳐가 용되지 않은 반면 FBX는 텍스

쳐가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텍스쳐가 용되었다는 

것은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텍스쳐 작업 에 이

미 머티리얼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 

[그림 9]의 FBX 일을 보면 체 으로는 다소 어두

움에도 불구하고 겉 날개 부분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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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머티리얼이 용되었음을 나타낸

다. 이런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경우 OBJ 

일에 해서는 별도로 텍스쳐 작업을 해야만 한다.

OBJ FBX

그림 9. OBJ와 FBX 파일의 렌더링 비교

OBJ 일과 FBX 일은 계층 구조에서 약간의 차이

가 있다. OBJ는 최상  노드를 제외한 부분이 변환된 

반면 FBX는 최상  노드를 포함한 체의 계층 구조가 

그 로 변환되었다[그림 7]. [그림 10]에서 3ds Max 

일과 FBX 일은 객체에 한 계층 구조가 완 히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a) 3ds max (b) OBJ (c) FBX

그림 10. OBJ와 FBX의 계층 구조 비교

계층 구조 측면에서 볼 때 OBJ와 FBX 일은 객체

가 3ds max와 같이 mantis_body, mantis_wing_L, 

mantis_wing_R의 3개의 객체로 구성된다는 공통 이 

있다. 따라서 FBX는 OBJ처럼 객체가 분리된 구조로써 

리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FBX 역시 [그림 8]

의 c번의 OBJ와 같이 날개를 는 움직임이 같았다.

[표 4]는 일 포맷별 계층 구조, 머티리얼  텍스쳐

에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계층 구조는 3개의 객체

(mantis_body, mantis_wing_L, mantis_wing_R)로 분

리된 것을 기 으로 하 다. OBJ 일은 일 자체가 

텍스쳐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텍스쳐 매핑(texture 

mapping)에 의해 3D 객체에 텍스쳐를 바로 용할 수 

있다. 그러나 STL은 텍스쳐 매핑에 앞서 반드시 머티

리얼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텍스쳐 매핑을 기 으

로 보면 STL, OBJ는 같은 형태인 반면 FBX는 다른 형

태에 속한다.

정보 STL OBJ FBX

계층 구조 객체 1개 객체 3개 객체 3개

머티리얼 없음 있음 있음

텍스쳐 미적용 미적용 적용

표 4. 파일 포맷별 차이점 정리

[표 5]는 일 포맷별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한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일 포맷에 따라 작업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TL 일은 FBX에 비해 

머티리얼과 텍스쳐 매핑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 반면 

OBJ는 텍스쳐 매핑 후 바로 움직임 생성을 진행하면 

된다.

포맷
텍스쳐 매핑 필요 텍스쳐 매핑 불필요

STL OBJ FBX

과정

표 5. 파일 포맷별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STL 일의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 한 차이를 확

인하기 해 이번에는 Solidworks로 모델링한 무당벌

의 STL 일[9]을 Blender에서 임포트하 다. 이 

일은 Solidworks에서 머티리얼만으로 색상을 표 한 

것으로 텍스쳐 정보가 없다. [그림 11]의 왼쪽은 

Solidworks에서 머티리얼이 용된 일이지만 

Blender에서 읽어 들인 객체는 [그림 11]의 오른쪽과 

같이 머티리얼이 용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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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olidworks로 만든 무당벌레[9](왼쪽)와 Blender

에 임포트한 화면(오른쪽) 

[그림 12]는 머티리얼을 용하는 과정으로 [그림 11]

의 왼쪽의 색상을 참고하여 객체에 머티리얼과 함께 색

상을 용하 으며 무당벌  겉 날개 부분은 실제 무당

벌 와 비슷하도록 택 효과를 주었다.

그림 12. 머티리얼 적용 과정

앞에서 사마귀 STL 일에서 날개가 제 로 히지 

않는 부분이 계층 구조에 기인한 문제임을 언 한 바 

있다. 무당벌  일은 Solidworks에서 머리, 가슴, 배, 

다리, 속 날개, 겉 날개 부분으로 구성된 객체이다. 그러

나 Blender에서 읽어 들인 사마귀 일처럼 하나의 객

체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 상태에서 리깅을 용

하면 움직이지 않아야 할 부분이 움직이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것은 사마귀 STL 일에서 날개가 제

로 히지 않던 것과 같은 문제로 재 움직이고 있는 

메시(mesh)가 다른 메시에 향을 주는 데 기인한다.

이 문제는 Blender의 웨이트 페인 (weight painting)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웨이트 페인 은 객체의 각 

꼭지 에 색칠하는 것과 비슷하게 0∼1 사이의 가 치 

값을 부여하는 기능이다[11]. 

[그림 13]의 a는 다리를 움직일 때 가슴이 따라 움직

이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웨이트 페인 이 필요한 부

분이다. [그림 13]의 b는 가슴 부분에 해 란색으로 

웨이트 페인 을 용한 것이다. 가 치 값이 0에 가까

울수록 란색에 가깝고 1에 근 할수록 빨간색과 가

까운 색상을 나타낸다.  가 치의 값이 증가할수록 

메시의 움직임도 증가한다. [그림 13]의 c는 가슴 부분

의 가 치를 0으로 만든 후 다리를 움직 을 때 [그림 

13] a와는 달리 가슴은 정지 상태에 있고 다리만 움직

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와 같은 순서 로 리깅

이 용된 를 하나하나 선택한 다음 가 치가 필요 

없는 부분에 해 웨이트 페인 을 진행하여 리깅을 완

성하 다.

(a) (b) (c) 

그림 13. 웨이트 페인팅 진행 과정

리깅 작업이 완성되면 다음은 움직임을 생성할 차례

이다. 하나의 키 임(key frame)에 여러 가지 동작들

을 장할 수 있으며 Blender에서는 기본 으로 당 

24 임이 실행된다[12]. 무당벌 에 간단한 움직임을 

생성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해 0번 키 임에 

[그림 14]의 a와 같이 무당벌 가 날아오르는 동작을 

용하 다. 그리고 속 날개가 로 올라간 움직임과 

함께 객체는 원 (X, Y, Z 축이 만나는 )에 있는 상태

의 움직임을 생성하 다. 다음 18번 키 임에 [그림 

14]의 b와 같이 최고 높이에서 하강하기 한 동작으로 

날개가 아래로 내려간 움직임과 함께 객체는 원 에서 

쪽(Z 축 방향)에 있는 상태의 움직임을 생성하 다. 

이후 36번 키 임에 다시 0번의 움직임을 생성하 다.

이 게 되면 무당벌 가 아래 즉 수직 방향으로 상

승-하강 운동을 하게 된다. 수직 상승 시에는 날개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수직 하강 시에는 날개가 서

서히 로 올라가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 

이때 키 임 2번에 양쪽 날개가 아래를 향한 움직임

을 생성하고, 키 임 4번에 양쪽 날개가 를 향한 동

작을 생성한다. 그리고 키 임 2, 4번을 복사하여 키

임 6, 10, 14번을 차례로 선택 후 붙여넣기를 해주

면 무당벌 가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날갯짓을 

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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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승 동작 (b) 하강 동작 (c) 애니메이션 완성

그림 14. STL 파일에 대한 움직임 생성과 완성된 애니메이션

이후 앞에서 작업한 내용과 반 로 키 임 20번에 

양쪽 날개가 를 향한 움직임을 생성하고, 키 임 

22번에 양쪽 날개가 아래를 향한 움직임을 생성한다. 

그리고 키 임 20, 22번을 복사하여 키 임 24, 28, 

32번을 차례로 선택 후 붙여넣기를 해주면 무당벌 가 

수직으로 하강하면서 빠르게 날갯짓을 하는 애니메이

션이 만들어진다. 이 게 되면 상승-하강 에 끊임없

이 날갯짓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된다. [그림 14]의 c는 

완성된 애니메이션(약 1.5 )을 스크린 캡처한 것이다.

한편 FBX 일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

업은 리깅과 움직임만 생성하면 바로 애니메이션을 만

들 수 있으므로 STL의 경우와 비교하면 과정이 훨씬 

단순하다.

[그림 15]는 FBX 일에 리깅을 용한 다음 움직임

을 생성하여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스크린 

캡처한 것이다. [그림 15]의 첫 번째 그림은 사마귀가 

카메라 앵  오른쪽 밖에서 무당벌 가 있는 곳으로 날

아오는 장면이고, 두 번째 그림은 서서히 무당벌 에게 

다가가는 장면이다. 세 번째 그림은 사마귀가 무당벌

를 사냥하기 해 두 앞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며 

네 번째 그림은 사마귀가 두 앞다리를 이용하여 무당벌

를 잡는 모습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은 사마귀

가 무당벌 를 먹는 모습이고 여섯 번째 장면은 사마귀

가 무당벌 를 잡고 카메라 앵  왼쪽 밖으로 날아가는 

모습으로 구성된다.

[그림 15]의 애니메이션은 총 상 시간이 17.5 이며 

420개의 키 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은 

키 임을 더링한 화면들을 연결한 것이다. [그림 

15]는 해상도를 HD(1280×720) 기 으로 샘 링을 100

회 용한 상으로 더링을 420번 실시한 결과이며 

약 248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키 임 하나를 

더링하는데 걸린 평균시간은 34.82 이며 420 임을 

더링하기 해서는 약 244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실

제 소요시간은 약 248분이 걸렸으며 이는 키 임 당 

더링 속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15. FBX 파일로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그림 16]은 서로 다른 두 키 임을 더링한 경우

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6]에서 키 임 0은 사마귀

가 카메라 앵  오른쪽 밖에서 날아오는 모습으로 사마

귀의 일부분만 보이는 반면, 키 임 360은 사마귀가 

무당벌 를 잡아먹는 모습으로 사마귀의 체 형태가 

보인다. 두 키 임에 한 더링 속도가 다른 이유

는 더링하는 개체의 수 는 메시의 수에 따른 향

으로 단된다. 하나의 키 임에 한 더링 시간은 

체 애니메이션 제작 시간에 직 인 향을 미치며 

더링 속도가 빠를수록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소요

되는 시간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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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횟수 : 1회 소요시간(초) :
HD 1.66

Full HD 2.91

샘플링 횟수 : 

10회
소요시간(초) :

HD 4.72

Full HD 9.35

샘플링 횟수 : 

20회
소요시간(초) :

HD 8.17

Full HD 16.53

샘플링 횟수 : 

50회
소요시간(초) :

HD 18.17

Full HD 38.34

키프레임 0번 소요시간(초) :
HD 33.67

Full HD 72.35

키프레임 360번 소요시간(초) :
HD 36.10

Full HD 77.17

그림 16. 키프레임에 따른 렌더링 속도 차이

한편 더링 품질은 샘 링 횟수와 해상도에 따라 달

라진다. Blender에서 샘 링은 화면을 구성하는 화소 

잡음(pixel noise)을 이기 한 작업으로 일반 으로 

샘 링 횟수가 증가할수록 잡음이 감소한다[13]. 본 실

험에서도 동일한 해상도에서 샘 링 횟수를 변화시켜 

샘 링 횟수가 더링 소요시간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 다.

① 샘 링 횟수 : 1, 10, 20, 50, 100, 200, 500

② 해상도 : Full HD(1920×1080), HD(1280×720)

실험은 동일한 해상도에서 샘 링 횟수를 변화시키

면서 하나의 키 임을 더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을 측정하 으며 HD와 Full HD에 해 각각 실시하 다.

[그림 17]은 동일한 해상도를 기 으로 샘 링 횟수

가 더링 소요시간에 미치는 향과 각 경우에 한 

더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샘 링 횟수가 증가할수

록 소요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더링 결과로

부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의 화소 잡음이 샘 링 횟수

가 증가할수록  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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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횟수 : 

100회
소요시간(초) :

HD 34.82

Full HD 74.57

샘플링 횟수 : 

200회
소요시간(초) :

HD 68.51

Full HD 147.02

샘플링 횟수 : 

500회
소요시간(초) :

HD 169.90

Full HD 362.62

그림 17. 동일한 해상도에서 샘플링 횟수가 렌더링 소요시간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그림 17]에서, 100회까지는 샘 링 횟수가 증가할수

록 상의 품질이 개선되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반

면 샘 링을 200회, 500회 실시한 결과에서는 100회 실

시한 경우와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샘 링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의 종류에 

따라 Full HD는 HD보다 더링을 하는데 약 1.55배에

서 최  2.15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림 15]의 

사마귀 애니메이션은 HD 해상도에서 248분, Full HD 

해상도에서는 약 532분이 소요된 반면 두 애니메이션 

상의 품질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이기 해서 샘

링 횟수와 해상도에 한 최 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

함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  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이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상들은 유아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한 과학 교과의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교육은 물론 

3D 그래픽 SW인 Blender를 활용하여 곤충 3D 모델을 

다각도에서 찰할 수도 있고 STL 일을 3D 린터

로 출력하면 실제 표본처럼 곤충을 만질 수도 있어 교

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8]은 본 연구의 상인 사마귀와 무당벌 의 

STL 일을 3D 린터로 출력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출력된 3D 모델을 실물처럼 찰하는 것은 물론 곤충

에 색상을 입히는 등의 부가  활동도 가능하다. 3D 곤

충 모델을 활용하면 곤충 채집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그림 18. 3D 프린트 후 색상을 입힌 무당벌레와 사마귀

        (색상은 스프레이와 유성매직을 사용)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비교  쉽게 구할 수 있

는 STL 일을 기반으로 오 소스 SW인 Blender를 

활용하여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OBJ 일과 FBX 일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

다.

STL 일은 OBJ 일이나 FBX 일과 비교할 때 

1) 머티리얼이나 텍스쳐 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

으며 2) STL은 계층 구조가 없는 하나의 객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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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두 가지 차이 이 있다. 이로 인해 STL 

일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은 OBJ 

일이나 FBX 일을 이용할 때보다 더 복잡해진다. 

FBX 일은 머티리얼  텍스쳐 정보를 모두 포함하

고 있어서 바로 리깅이 가능하므로 애니메이션 제작과

정이 매우 단순하다. 반면에 STL 일은 3D 객체에 머

티리얼을 용한 다음 다시 텍스쳐 매핑 (텍스쳐 정보

가 있는 경우)을 한 후에 움직임을 생성함으로써 애니

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한편 OBJ 일과 FBX 일은 객체를 모델링할 당시

의 계층 구조가 그 로 유지되는 반면 STL 일은 계

층 구조가 없는 하나의 객체로 변환되기 때문에 리깅을 

할 때 움직이지 않아야 할 객체의 다른 부 가 움직이

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Blender의 웨이트 

페인  기능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하 다. 

애니메이션은 수백 장의 키 임을 더링한 결과

이므로 키 임 한 장을 더링하는 속도는 애니메이

션 제작 시간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마귀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샘 링 

횟수와 해상도가 더링 시간에 미치는 향을 함께 조

사하 다. 

본 연구의 상인 사마귀 일의 경우에는 샘 링 횟

수가 100회까지는 화소 잡음이 개선되는 차이가 비교

 뚜렷이 나타났으나 그 이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

다.  해상도에서 일반 HD로도 Full HD와 거의 동일

한 품질의 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샘

링 횟수는 100회, HD 해상도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

다. 다만 샘 링 횟수  해상도는 3D 객체의 종류나 

원하는 애니메이션의 품질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STL 일은 3D 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상에서 비교  쉽게 구할 수 있다. 주로 3D 린트용 

입력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

법을 이용할 경우 STL 일은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기 한 기본 객체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함을 증하

다. 

STL 곤충 일은 3D 린 , 3D 모델링  3D 애니

메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교육용 콘텐츠로 활

용할 경우 생물 교과에 한 흥미도 신장은 물론 학생

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특히 3D 린터로 출력한 모형은 실제 표본

처럼 만질 수도 있고 색상 입히기 등의 부가  작업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기 된다.

한편 본 논문과 같이 곤충을 기반으로 한 3D 애니메

이션 콘텐츠는 유아  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교

육  자료로도 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므로 

앞으로 보다 체계 이고 범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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