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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의 목 은 효율 인 왕 형 수면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왕 형 수면 애니메

이션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하

여 기하  메쉬와 차  텍스쳐를 활용한 물리기반 시뮬 이션이 필요 없는 왕 형 수면 애니메이션 기

법을 제안한다. 텍스쳐는 메쉬에 용하 고 용된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재질을 제작한 뒤, 

수면의 움직임을 제어 하 다. 그 결과 기존 유체 시뮬 이션 방법에 비해 빠른 시간에 사실 인 왕 형 

수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왕관형 수면∣수면 애니메이션∣유체 시뮬레이션∣절차적 애니메이션∣언리얼 엔진∣
Abstract

The paper provides an efficient method for generating water crown animation. Compared to 

general liquid simulation, water crown animation requires tremendous computational loads. 

Tackling the problem, we propose a novel geometry based approach with procedural texture. 

Unreal engine is utilized to construct material and handle the geometric mesh combined with 

water texture.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our method achieves effective performance 

for realistic water crown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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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 애니메이션(water animation)은 CG(Computer 

Graphics)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화, 게임, 방송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왕 형(形) 수면(Water 

Crown) 애니메이션은 실제 상을 촬 해서 사용하기

도 하지만 원하는 장면을  촬 하기에는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테스트와 촬 이 요구되고, CG로 

제작하여 더링(Rendering)을 하게 되면 제작부터 완

성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특히 강체, 연체 등 다른 종류의 물리기반 시뮬 이

션 보다 물 애니메이션은 시뮬 이션 해상도 등의 문제

로 인해, 많은 계산시간을 요구할뿐더러 사실 인 더

링을 해 더링 부담 역시 높다. 그 가운데 수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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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시뮬 이션은 기존 3D 로그램으로 많이 제작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해서 사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왕 형 수면 애니메

이션은 일반 인 수면 애니메이션에 비해 제작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수면 애

니메이션 에서 왕 형 수면을 제작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제작을 하는 것과 최 한 실 인 움직임을 재구

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D로 수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많은 시간을 

이기 해 유/무료로 배포되는 응용 로그램

(plug-in)을 사용하기도 하고, 제작사에 따라서 자체 개

발엔진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응용 로

그램의 구매 비용이 높고, 여러 번의 테스트 과정을 거

쳐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된

다. 앞에서 언  했듯이 물왕  수면 애니메이션은 일

반 인 수면 애니메이션보다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수정을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시간을 기

다려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 표면보다 물왕  수면 

애니메이션에서는 투명하고 얇은 표면을 표 해 주어

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색이나 조명도 같이 변화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는 제작자의 컴퓨터 성능

도 포함된다. 작업자가 실력이 좋고 빠른 시간 내에 제

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PC의 성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입력하고자 하는 값을 한번 변경을 

할 때마다 엄청난 계산시간이 소요된다.

그림 1.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우리는 기존에 사용되던 방법인 시뮬 이션을 사용

하지 않고 텍스쳐를 시간에 따라 제어하고 움직이게 하

여 기하학  모델에 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유체 애니

메이션 제작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을 구

하기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활용하 다. 흔히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면 

게임을 제작할 때 쓰이고 있는 것이 실이지만 화를 

제작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그림 1]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1]. 우리는 이번 제작을 발 으로 모든 상 매체

에 사용하는 수면 애니메이션을, 더 나아가 왕 형 수

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에 있어 효율 으로 제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

2. 관련 연구

왕 형 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 하는 작업 방법  

리얼 로우(Realflow)를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는

데, 이 제품은 독립형 CG소 트웨어 패키지고 여러 분

야에서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체 시뮬 이션(Fluid 

Simulation)[2-6]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로그램 

 하나이다. 리얼 로우는 독립 으로 유체를 만들 

때 사용하기는 하지만, 로그램 내에서 모델링은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기 때문에 외부 3D 로그램에서 

모델링 제작을 한 뒤 리얼 로우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7]. 리얼 로우를 제

작하고 매하는 NextLimit사(社)에서는 리얼 로우의 

더링 활용도를 더 높이기 해서 리얼 로우 더 

킷(Real flow Render Kit)을 출시하 다. 이 제품은 리

얼 로우처럼 단독으로 활용하는 툴이 아닌, 더러와 

연계되어 사용해야 하는 응용 로그램과 비슷한 형태

이다[8]. 즉 더욱 정교한 제어가 더링 시에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정교한 시뮬 이션을 주로 다루다보니 

메모리나, CPU 속도, 다 코어 등의 높은 사양을 요구

하고 있다. 원하는 시뮬 이션 작업 후 더링을 하듯

이 실행을 시켜놔야 한다. 작업이 걸리는 시간은 짧게

는 1시간 이내 길게는 그 이상 캐쉬(cache)로 변환되는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수정 작업을 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피닉스 에 디(Phoenix FD)라는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9]. 이 제품은 이

- 이 더러(V-Ray Renderer)를 제작한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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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개발사에서 만든 유기체 툴로 이- 이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높은 리티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으

로 시뮬 이션 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강 을 가

졌지만 리티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계산 속도가 느려

지는 단 이 있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시뮬 이션이 아닌 실린더 

형태의 메쉬를 사용하여 기  형태를 잡은 뒤 메쉬에 

수면의 움직임을 그린 텍스쳐를 워서 제어하는 방식

의 애니메이션이다.

그림 2. 작업 순서도

작업의 순서[그림 2]는 3D 모델링 로그램에서 만든 

메쉬(3D Mesh)와 이미지 편집 로그램에서 만든 텍

스쳐(2D Texture)를 언리얼 디벨롭먼트 키트 에디터

(UDK Editor - Unreal Development Kit Editor)로 불

러들인 후에 내장 된 로그램 기능  컨텐츠 라우

(Content Browser)를 사용하여 재질(Material)을 제

작하고 티클 시스템(Particle System)에서 제작된 재

질과 메쉬를 가져와서 최종 컨트롤을 한 뒤 완성을 시

키는 순서로 진행된다.

3.1 수면 메쉬 생성
3D 모델링 로그램을 사용하여 왕 형 수면(Water 

Crown)의 기 가 되는 윗면, 아랫면이 제거된 실린더

(Cylinder)[그림 3(a)]를 제작 한다. 부드러운 곡면을 생

성하기 해 충분히 높은 세분화(subdivision) 값으로 

설정한다.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넓은 형태의 모양으

로 아랫부분 보다 윗부분의 크기를 4배 넓히고 세분화 

값을 높여서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다.

그림 3. 왕관형 수면의 기본이 되는 메쉬(a)와 수면 파동의
기본이 되는 메쉬(b)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 생기는 물결 를 한 장형 

수면 메쉬를 원 [그림 3(b)]으로 구 한다. 부드러운 

물결 움직임을 묘사하기 해 충분히 높은 세분화 값을 

사용한다.

3.2 수면 텍스쳐 생성
이미지 편집 로그램을 사용하여 왕 형 수면에 용

하게 될  텍스쳐[그림 4(a)]를 제작할 때 높낮이가 다른 

물결무늬로 제작한다. 이 텍스쳐는 메쉬에 용시 높이

가 다른 부분이 겹쳐 움직이며 왕  모양이 움직이는 형

태로 용이 된다. 수면 동에 용할 텍스쳐[그림 2(b)]

는 물결이 퍼지는 모양으로 보이기 해 을 듯이 그

린다. 메쉬에 용시 원 의 밖으로 이동할 때 이 길어

지며 넓게 퍼지는 형상으로 보인다. 물방울에 용할 텍

스쳐[그림 4(c),(d)]도 제작한다. (c)는 떨어지는 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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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서 길쭉한 형태로 제작하고, (d)는 물방울이 튀는 형

태이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으로 제작한다.

그림 4. 텍스쳐 - (a)왕관형 수면 텍스쳐, (b)파장형 수면 
텍스쳐, (c)떨어지는 물방울 텍스쳐, (d)튀어 오르
는 물방울 텍스쳐

3.3 수면 재질 생성
메쉬와 텍스쳐를 모두 언리얼 엔진으로 불러들인 뒤

에 해당되는 텍스쳐를 사용하여 재질을 생성한다.

왕 형 수면에서 텍스쳐는  방향 제어를 하는 패

(Panner)를 사용해서[그림 5] 이동방향을 좌, 우로 움직

이게 하여 이미지 두 장을 겹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

을 보여주게 되는 멀티 라이(Multiply) 노드를 사용해

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로써 텍스쳐

[그림 4(a)]는 한 장은 좌로, 다른 한 장은 우로 움직여

서 겹치는 부분만 보이게 되어서 움직이는 형태의 이미

지가 생성된다.

왕 형 수면의 재질에서 텍스쳐의 이동방향을 제어

하는 패 는 가로 방향으로 0.05(오른쪽으로 이동)의 

속도로 이동하도록 설정 하 고, 겹쳐진 다른 패 에서

는 –0.05(왼쪽으로 이동)로 설정하 다. 왜곡을 시키는 

노드에서 사용된 패 는 세로 방향으로 -0.2와 0.3을 넣

어 겹쳐지게 했다. 이 노드에서 애드(Add)를 사용한 이

유는 두 장의 이미지를 겹쳐서 합해진 이미지를 보여주

게 된다. 멀티 라이를 사용하면 겹쳐지는 부분만 보이

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굴 을 생성하기 해 애드를 

사용하 다.

그림 5. 물 텍스쳐가 흐르게 되는 노드

왕 형 수면[그림 6(a)]과 장형 수면[그림 6(b)] 재

질을 제작하면서 Mesh Emitter Dynamic Parameter노

드를 추가해 주었는데 티클이 만들어질 때 시간에 따

른 변화를 티클 시스템에서 더욱 세 하게 작업하기 

함이다. 왕 형 수면 재질에 있는 패 는 세로 방향

에 0.1을 지정해 두었다. 티클 시스템에서 제어를 시

작하면 0.1의 값과 곱해지게 되도록 설정을 해 두었다. 

왕 형 수면의 시작 시 변화가 없도록 생성과 소멸의 

시간에 비례한 0, 0.5 에서 2를 입력하여 0.2값만큼 커

지도록 하 고, 1 게 될 때 까지 0.3의 값을 받도록 하

다. 장형 수면에서는 패 의 세로축에 -0.2의 값을 

넣어두었다. 텍스쳐의 치를 -0.2 치부터 시작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주도록 하기 함이다. 시작 시 

치는 동일한 치이고, 1 에 2만큼 움직이게 하기 

해 티클 시스템 다이나믹 항목에서 설정을 해주었다.

그림 6. (a)왕관형 수면 재질과 (b)파장형 수면 재질 생성 
당시에 적용된 Mesh Emitter Dynamic 
Parameter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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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재질을 생성할 때 쓰인 반사 노드 (b)파티클 주변을 굴절시키는 굴절 노드

작업하는 모든 재질에는 반사(Reflection) 노드를 공

통 으로 넣는다. [그림 7(a)] 물의 특징  반사 효과를 

보이기 함이다. 왜곡(Distortion)노드[그림 7(b)]에는 

노말 텍스쳐(Normal Texture)를 연결해서 주변 물체를 

굴 시켜 보이도록 설정한다. 노말 텍스쳐는 범

(bump)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굴

곡을 생성해 주는데, 왜곡 노드에 연결 시 노말 텍스쳐

의 모양 로 투명한 형태의 왜곡 형태를 보여 다.

3.4 메쉬와 재질을 사용한 최종 제어 
재질이 만들어지면 티클 시스템 제어 창으로 만들

어진 재질을 모두 가져와서 색, 속도, 방향, 시간 등을 

최종 으로 제어[그림 8] 한다. 재질의 생성 당시 설정

할 수 없었던 3차원의 치와 방향, 속도, 크기 등을 추

가 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이다. 

왕 형 수면과 장형 수면은 메쉬를 사용하기에 메

쉬 데이타(Mesh Data) 항목을 사용하여 만들어둔 메쉬

를 용해 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티클 시스템에 메

쉬 데이타 항목이 있어야 메쉬 용이 가능하고 제어를 

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들은 생성과 소멸에 한 체

인 재생 시간을 지정하고 어느 시 에 발생이 되는지 

지연 설정을 하도록 한다. 처음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티클의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제어하

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튀

어오를 때 속도를 제어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속도 설

정을 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색의 변환은 재질을 

생성 할 당시에 바꿀 수 있도록 설정을 했지만, 티클 

시스템에서도 추가 인 변환이 가능하다. 물 애니메이

션이어서 색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투명도만 제어를 

한다. 티클 시스템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

터들은 치 값이 모두 같은 0의 치이므로 해당 치

에 맞게 제어하고 수면 애니메이션과 물방울들에 해 

회  값을 설정한다. 왕 형 수면 애니메이션에서는 많

은 양의회 이 필요하지 않기에 생성부터 소멸까지 

은양의 회 속도를 용한다.

티클 시스템에서 공통 으로 지정해주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가장 먼  수정한 것은 메쉬와 티클

의 크기이다. 처음 티클 시스템으로 모든 메쉬와 재

질을 가지고 오면 크기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상

태에서 제어를 해도 크기가 변화할 때마다 속도나, 방

향, 치가 변하기 때문에 크기를 먼  정하는 것이 좋

다. 왕 형 수면에서 1로 기 을 잡았다. 이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에서 크기를 15로 지정하 다. 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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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간대별 수면 메쉬 애니메이션 변화 과정 (좌측 상단부터 t = 11, 14, 17, 20frame)

수면은 5 크기로 지정을 했고 튀어 오르는 물방울들은 

다양한 크기를 지정해 주기 해 2∼3 크기로 지정을 하

다. 왕 형 수면에 비해 다른 작업된 다른 티클이 

작아서 크기에 비례하도록 설정을 한 것이다. 각 티클 

마다 크기가 다른 이유는 처음 메쉬를 제작 할 때와, 포

토샵에서 텍스쳐를 제작할 당시에 크기들이 모두 다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티클 시스템으로 최종 제어를 

할 때 하나의 기 을 잡아서 크기를 수정해 주었다. 

 하나는 각 티클 마다 생성되는 재생 시간과 그

리고 지연시간이다. 지연시간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모

든 티클들이 동시에 실행되어서 원하는 애니메이션

을 얻을 수 없다. 처음 떨어지는 물방울의 지연시간을 

0으로 기 을 잡고 재생 시간을 0.35로 입력하 고, 왕

형 수면에는 지연시간을 0.4의 값으로 입력하 다. 

그러면 0.35값 시간 동안에 티클이 떨어지게 되면 

0.05값 뒤에 왕 형 수면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장형 

수면도 지연시간을 0.4값으로 해두어서 왕 형 수면과 

동시에 발생이 된다. 튀어 오르는 물방울은 0.8의 지연

시간 주었다. 지연시간과 재생 시간을 조 하면서 원하

는 상이 나오도록 계속 수정해야 한다.

다음은 티클의 치를 지정하 다. 메쉬를 제작할 

때 메쉬의 앙에 심 을 치시키고 제작을 했으면 

언리얼 엔진에서 해당 메쉬의 심 을 따라 화면의 

앙에 치해서 티클이 생성이 된다. 메쉬와 텍스쳐를 

작업할 때에 심 을 유의하면서 작업을 하면 티클 

시스템에서 치를 제어할 때 작업이 용이하다.

왕 형 수면의 속도는 기본 값으로 지정해서 1의 속

도로 움직이도록 제어를 했다. 나 에 속도 제어를 추

가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크기 변경으로 변화를 주기 때

문에 시간 별로 크기의 변화만 주었다. 떨어지는 물방

울에서 기속도 x, y는 속도를 주지 않았고, z축으로 

–300의 속도를 주어서 빠르게 떨어지도록 하 다. 튀

어 오르는 물방울은 총 4개를 만들었다. 각 속도의 x,y,z

축에 다른 입력 값을 주어서 모두 다른 방향으로 튀어 

올라 날아가도록 설정했고 가속도를 추가해서 z축에서 

-80∼100을 설정해서 가속도를 주었다.

기 메쉬 치는 티클이 생성될 때마다 x, y, z축

으로 무작 로 회 을 시킨 상태에서 생성하게 만들어 

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x, y축으로 회 을 시킬 필요

는 없기에 z축에서만 회 을 시킬 것이므로 z에 1의 값

을 넣어주었다. 언리얼 엔진에서 0∼360°는 0∼1로 입

력받는다. 즉 180°를 입력하려면 0.5를 입력하면 된다. 

왕 형 수면과 장형 수면에는 1의 값을 입력하 다. 

티클 생성시 회  값은 재생 시간과 련해서 속도가 

비례 하게 된다. 생성 시간이 1일 경우 생성시 회 의 

값이 1이면 1 에 360°로 회 하는 것이다. 재생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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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티클 시스템 제어창

0.5일 경우 생성시 회  값이 1이면 0.5 에 360° 회

을 한다. 왕 형 수면에서의 회 은 빠르게 회 을 하

면 오히려 어색하게 되므로 생성시의 회  값은 z축의 

방향으로 0.01의 회 만 용하여서 회 은 하지만 매

우 느리게 회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형 수면에도 

회  값을 z축에 0.03을 입력하여 느린 속도로 회 을 

하도록 입력하 다. 마지막으로 색을 조정하도록 생성 

해 두었다. X, Y, Z값은 R, G, B 값과 동일하다. 색의 

변화는 주지 않았기에 1, 1, 1 로 지정하 다. 

4. 실험 결과

작업 환경은 CPU i7, RAM 8GB, 그래픽카드는 

Geforce GT640을 사용하여 실행하 다. 메쉬의 작업은 

맥스2012를 사용하 고, 제작시간은 각 해당 메쉬 마다 

5∼10분 이내로 작업자의 기량에 따라 더 빠르게 작업

이 가능하다. 텍스쳐는 포토샵CS5를 사용하여 기본 형

태만 잡았기 때문에 텍스쳐 하나에 5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언리얼 엔진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

로드 가능하고 2012년 5월 버 을 사용하여 제작을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그림 9]에서 보여

주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생성된다. 처음 0 임

(frame)부터 물방울이 수면에 떨어지면 작은 형태의 왕

형 수면이 생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린더 메쉬가 

넓게 퍼지면서 높이도 커지게 된다. 바닥엔 장형 수

면이 흐르게 된다. 그리고 물방울은 제어한 크기와 속

도, 방향에 맞춰서 물방울들이 튀어 오르게 된다. 이 방

법으로 우리가 제안한 왕 형 수면 애니메이션이 완료

되었다.

[그림 10]은 유체 콘텐츠 제작 도구인 Realflow로 제

작된 수면 애니메이션으로 기존 물리기반 시뮬 이션 

방법들이 구 되었다. Realflow는 티클 기반 유체 시

뮬 이션 기법이므로, [그림 10]에서와 같이 수면이 물

방울 형태로 표 되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하  곡면 기반 방법이므로 부드러운 곡면 형

태로 수면을 표 한다. Realflow와 같은 티클 기반 

시뮬 이션 기술은 그리드 기반 유체 시뮬 이션 방법

에 비해 계산 효율성이 높으나 티클 기반의 속성상 

결과 품질이 그리드 기반 방법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 반면 일반 인 그리드 기반 방법은 해상도에 

따라 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으나 계산 속도가 

실시간 수행과는 매우 거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물리 

라미터에 한 이해, 조 에 따른 상이한 결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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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ealflow로 제작된 수면 애니메이션 변화 과정

를 포함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 가 수면 외형 생성이

므로 우리 결과를 역 조명 더링(global illumination 

rendering)한다면 기존 물리기반 유체 시뮬 이션 기법

의 결과에 필 하는 품질을 보일 것이다. 

한 성(viscosity)이 다른 유체에 기존 시뮬 이션 

방식을 용할 때 성 계수를 달리하며 새롭게 시뮬

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에서는 성

에 따른 텍스쳐 모양의 변화를 주거나 텍스쳐의 움직임 

속도를 이고 매쉬의 크기 변화를 크거나 작게 조 해

으로써 본 방법의 효율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양한 

물리 변수를 갖는 유체에 해 작업이 가능하다.

5. 결론

우리는 효율 인 왕 형 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 하

고자 시뮬 이션 방법이 아닌, 기하  메쉬를 활용하여 

왕 형 수면을 분석하고, 움직이는 수면을 묘사한 텍스

쳐를 용하 다.

이미지 편집 로그램에서 물의 모양과 형태에 맞도

록 텍스쳐를 제작하고, 3D 모델링 로그램에서 텍스쳐

를 용시킬 메쉬를 제작하여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

션을 구 화하기 해 재질을 만든 뒤 원하는 형태와 

움직임을 갖도록 생성과 지연시간, 크기, 속도, 방향 등

을 최종 제어를 해서 제작하 다.

기 의도 로 빠른 시간 안에 효율 인 수면 애니메

이션을 만드는 것에 한 작업은 완료 되었으나, 사실

성면에서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이유는 

텍스쳐가 한 장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없애려고  

두 장의 텍스쳐를 겹쳐서 사용을 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자세한 움직임을 텍스쳐로 표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

다. 왕 형 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면 텍스쳐를 

제작할 수 있는 드로잉 능력과 재질을 생성하는 노드에 

한 더 많은 지식, 티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능

력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에 수면 애

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효율 인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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