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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기존의 2D 전자 동화책과는 달리 유아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극적표현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오프라인의 출판 원

작동화의 내용과 그림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3D 입체 기술을 접목시킨 인터렉티브 에듀테인먼트로 3D 입체 전자동화를 개발

한다. 즉, 동화의 줄거리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뿐 만 아니라 좀 더 생생하게 동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3D 입체 전자 동화를 개발한다.

키워드: 3D 입체(3D stereoscopic), 인터렉션(interaction), 전자동화(animated story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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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증가하는 추세로, 3D 입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주요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앞으로 모든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입체 

방식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등 3D 입체 애니메이션은 기존 애니메이션 

콘텐츠 영역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또한 3D 입체 애니메이션은 

가상현실 체험의 강조, 시각 경험을 넘어서는 육체적 다감각성을 

구현하는 영상미학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상상

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생동감 있고, 학습의 흥미를 

유발할 있는 인터렉티브 에듀테인먼트로 3D 입체 전자동화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전자 동화책은 단순히 줄거리 

내용을 보여주거나 읽어주기 정도의 단순한 형태로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단순 움직임의 애니메이션만 지원하고 있을 뿐, 유아와의 인터렉

티브 액션은 부족한 상태로서 유아들의 학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 동화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고 듣는 동화 

어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스마트기기 콘텐츠의 상호작

용을 통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채널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렉티브 동화 제작 개발이 필요하다[1]. 

따라서 본 논문은 3D 입체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렉티브 액션을 접목시

켜서 유아들의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II. 인터렉티브 3D 입체 전자동화

인터렉티브 3D 입체 전자동화는 유아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능력을 유도하고 창의력을 촉진키기 위해서 동화의 

줄거리에 따라 삽입된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적청(Red-Cyan)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3D 입체와 인터렉티브 액션을 접목하여 전자동

화를 구현하였다. 

2.1 적청 3D 입체의 원리

3D 입체 영상은 보색을 이용해 여러 가지 조합으로 생성하는데 

이를 애너그래피(Anaglyph)라고 한다. 적청은 [그림1(a)]에서 볼 

수 있듯이, Red와 Cyan을 이용하는데 Red의 정반대에 있는 보색인 

Cyan은 Blue와 Green을 혼합한 색이다. 적청 입체 화면[그림1(b)]은 

좌우 영상 분리시 Red와 Cyan을 이용하여 초점거리를 조정함으로써 

뒤로 물러나 보이거나, 앞으로 나오는 느낌의 원근감을 통해 입체 

이미지를 만든다. 대상물을 보는 두 눈 사이의 각(광각)이 커지면 

대상물이 가까이 느껴지고, 작아지면 멀게 느껴진다. 또한 적청 입체 

효과는 어느 쪽에 Red가 오는 가에 따라 들어가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와 보이기도 하는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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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색상 표현 (b) 3D입체 효과

Fig 1. 적청 3D 원리

2.2 적청 3D 입체 이미지 생성

본 논문에서는 인터렉티브 3D 입체의 전자동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은 적청 3D 입체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림2]

와 같은 처리과정을 통해 3D 입체 이미지를 생성한다.

Fig 2. 3D 입체 이미지 생성 과정

컬러 마스크 필터링

원본 이미지에 Red 마스크 필터링을 적용하여 Red 이미지를 생성한

다. Red의 보색인 Cyan 마스크 필터링을 적용하여 Cyan 이미지를 

생성한다.

(a) Red 이미지 (b) Cyan 이미지

Fig 3. 컬러 마스크 필터링 적용 결과

원근감 변환 필터링

  Red와 Cyan 컬러 마스크 필터링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원근감 변환 필터링을 각각 적용한다.

(a) Red 이미지 (b) Cyan 이미지 

Fig 4. 원근감 변환 필터링 적용 결과

본 논문의 원근감 변환 필터링은 Red 이미지만의 화소를 우측 

이동하여 앞으로 나와 보이는 원근감 변환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처럼 

화소 이동 값에 따라 원근감의 깊이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미지 병합

원근감 변환 필터링을 적용하여 생성한 Red 이미지와 Cyan 이미지

를 서로 병합한다. 이때 두 이미지의 병합 은 각 화소에 대해 XOR 

연산하여 3D 입체 이미지를 생성한다.

(a) 원본이미지 (b) 3D입체 이미지 

Fig 5. 3D 입체 이미지 생성 결과

2.3 인터렉티브 3D 입체 전자동화 구현

적청 3D 입체 이미지를 생성하여 인터렉티브 전자동화를 구현한 

결과물은 [그림6]과 같다. 구현된 전자동화에서 상어는 다른 물고기들

보다 앞으로 나와 보이기 위해서 원근감 변환 필터링시 Red 이미지의 

화소에 대해 우측 이동 값을 크게하여 생성하였다. 

Fig 6.3D 입체 인터렉티브 전자동화 구현 결과

III. 결론

본 논문은 기존의 2D 전자 동화책과는 달리 유아들에게 보다 창의적

이고, 극적표현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줄거리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뿐 만 아니라 좀 더 생생하게 동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적청 3D 입체를 접목하여 전자 동화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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