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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 각광받는 산업인 3D 콘텐츠의 제작에 사용되는 다양한 툴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3D 콘텐츠가 많이 사용되면서 실제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과 똑같은 움직임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이나 인간의 움직임은 3D로 구현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에 비해 

물고기는 참고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이를 토대로 그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물고기를 

Polygon방식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뼈를 심는 과정인 리깅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단순화시켜 자연스러

운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3D 콘텐츠(3D contents), 모델링(modeling), 리깅(riging), 애니메이션(animation)

I. 서 론

3D 산업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점 진화를 거

듭하고 있다. 3D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세분화, 다양화되어 모델

링, 렌더링 등 특정 분야별로 정교하고 고급화된 기능을 사용하여 

품질이 높은 결과물을 뽑을 수 있도록 해준다. 3D 콘텐츠는 영화,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TV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점점 현실과 비

슷하게 제작되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인간이나 동물 혹

은 실제로 촬영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것들이 3D로 많이 제작된

다. 인간이나 동물의 움직임 외에 물고기와 같은 유연한 움직임을 

가진 생물은 실제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를 

단순화시켜 반복운동을 하도록 하면 제작이 수월해 질 것으로 판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물고기의 움직임을 3D 콘텐츠로 제작하

기 위해 3D 제작 툴인 Autodesk Maya를 이용하여 모델링, 리깅

하는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인공생명이론

물고기의 움직임 표현을 위해 사용되었던 선행 연구로 인공생

명(Artificial Life)이론이 있다. 인공생명 이론은 모방의 대상이 

되는 한 생명체의 행동 패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

로 주로 현실과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상현실을 구

현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개체를 그대로 모방하기 위한 로봇공학 

분야에서 사용된다[1].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전, 돌연변이 

등 생물의 진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컴퓨터 프로그램으

로 제작한다.

III. 본 론

1. 3D 물고기 제작

1.1 물고기 모델링

Maya의 Polygon방식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모델링한다. 기본

도형 cube를 이용하여 Subdivisions을 4~5정도씩 주어 면을 나눈 

상태에서 시작하여 형태를 만들어간다. 그림 1과 같이 물고기의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 후 Extrude로 면을 뽑아가면서 추가적인 형

태(지느러미, 아가미 등)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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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물고기 모델링 과정

Fig. 1. Fish Modeling Process

1.2 물고기 리깅

그림 21. 물고기 리깅

Fig. 2. Fish Riging

모델링 한 물고기를 실제처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뼈를 심어

주는 작업을 한다. 그림 2와 같이 Joint를 물고기의 중심에 위치시

켜 아가미를 기준으로 꼬리 쪽으로 7개, 앞쪽으로 3개 구성해 준

다. 이렇게 함으로서 아가미를 기준으로 얼굴 쪽의 움직임과 꼬리 

쪽의 움직임으로 나눠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Joint와 물

고기를 Smooth Binding해주어 하나로 만들어서 뼈를 제어하면 

물고기가 같이 움직이도록 해준다. 

1.3 물고기 애니메이션

리깅 과정을 거친 물고기를 크게 세 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움직

임이 이어지도록 한다. 1프레임에서 그림 3의 첫 번째 이미지와 

같이 Joint를 rotation으로 움직여 key를 잡아주고 다음 10프레임

에서 두 번째 이미지처럼 모양을 잡은 뒤 key를 잡아준다. 다음으

로 30프레임에서 세 번째 이미지와 같은 모양으로 key를 잡아주

고 마지막 40프레임에서 첫 번째 프레임과 똑같은 모양으로 key

를 잡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운동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이 움직

임을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움직이는 물고기 애니메이션을 

쉽게 제작 할 수 있다.  
 

그림 22. 물고기 애니메이션

Fig. 3. Fish Animation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aya를 이용해 물고기를 모델링, 리깅하고 세 

가지 동작을 이용하여 물고기의 유연한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작한 물고기 3D 콘텐츠는 게임제작 등 3D
프로그램 제작에 많이 사용하는 Unity와 연동하여 게임이나 애니

메이션을 제작할 경우 코딩을 통한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다. 단순히 3D로 만든 생물체라는 개념을 넘어 립모션 등을 

이용하여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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