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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목한 디지털 상 콘텐츠 산업이 차 증가하면서, 사용자들은 실세계와 흡

사할 정도의 고품질 애니메이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이버수족   어류백과사  등을 통해서 어류의 형

태나 유 방식을 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  환경을 표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류의 자연스럽고도 역동 인 움직임을 표

하기 해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본 시스템에서는 기존 어류 유  방식을 새롭게 

보완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시뮬 이션과 기존 모핑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모핑 기법을 제안한다. 

한 어류의 성장 과정  환경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 감염 상태를 실 으로 표 한다. 기존 어류 연

구와 다르게 포 인 어류 연구를 진행하여 어류에 련된 반 인 특징을 실 으로 시뮬 이션 하여 살

펴보게 된다.

ABSTRACT

With gradual growth of digital image contents industry connected with computer graphics technology, users require 

high-quality animations similar to real world and want to observe the type of fishes or their swimming types through cyber 

aquarium and fish encyclopedia.

This study designed and developed fish growth process system to express natural and dynamic movement of fish, which is 

the critical in expressing submarine environment. This system proposes new mopping technique not presented in existing 

mopping studies as well as simulation using algorithm that newly supplemented existing fish swimming types. In addition, 

disease infection status is realistically expressed, which may occur depending on environmental factors during their growth 

process. With comprehensive fish studies, different from existing fish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features of fish 

with realistic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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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콘텐츠 련 산업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

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 객체들의 모습이나 움직임

에 많이 쓰이는 3D 모핑(Morphing) 기술은 객체의 모

습과 움직임을 유추해내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게 해 다. 해  환경과 련한 콘텐츠가 개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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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실세계와 흡사할 정도의 고품질 애니메

이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이버 수족   어류 백과

사  등을 통해서 어류의 형태나 유 방식을 찰하고

자 한다.

일반 인 모핑에 한 연구는 정 인 변환이나 이동 

객체의 단순 변환에 한 기법이므로 유 하는 어류의 

성장 과정을 구 하는데 합하지 않다. 기존의 어류 유

 방식에 있어 꼬리지느러미의 획일 인 움직임을 나타

내기 한 모핑 기법은 실제 어류의 움직임에 속도 개념

이 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 하는 어류와 같이 

움직이면서 성장하는 경우를 복합 으로 모핑하기 해 

일반 인 모핑 기법을 용하면 임의 반복 과정이 

사라지는 등의 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 

어류의 성장 과정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의한 신체 

이상 징후는 일반 텍스처(Texture) 기법으로 서서히 변

해가는 신체 특징을 표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어류 연구와 다르게 포 인 

어류 연구를 진행하여 어류의 반 인 특징을 실

으로 시뮬 이션 하여 살펴보기 한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다. 실 인 어류 객체의 움

직임을 한 3차원 모핑 기법을 개발하여 3D 어류 객

체의 변화를 구 하며, 움직이는 객체인 어류의 성장 

과정  임의 반복이 동시 표  가능한 모핑 기법

을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기존 어류 객체의 제작 방

법에 비해 제작 기간  비용 감 효과와 더불어 3D 

어류 모델의 역동 인 움직임을 실 으로 구 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에 

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의 

구  결과를 설명하며, Ⅳ장에서는 결론  기 효과를 

제시한다.

Ⅱ.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

본 시스템은 이미지 처리 모듈(Image Process 

Module), 환경요인 용 모듈(Environmental Factor 

Module), 애니메이션 모듈(Animation Module), 인터페

이스 모듈(Interface Module)로 나뉘며[1], 그림 1은 어

류 성장 과정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 구성도
Fig. 1 Diagram of Fishes Growth Process System

2.1 이미지 처리 모듈

기존의 어류 유  방식에 있어 꼬리지느러미의 획일

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한 모핑 기법은 실제 어류

의 움직임에 한 속도 개념이 용되어 있지 않으므

로, 어류에 련된 반 인 특징을 실 으로 시뮬

이션 하기 해서는 특수한 모핑 기법이 필요하다. 

3D 모델링 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3D 어류 객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고, 실 으로 표 하기 해 진자 

개념을 용한 모핑 기법을 이용하여 3D 어류 객체의 

변화 기술을 구 한다.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어류의 꼬리 움직임처럼 일정 

임이 반복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표 하기 해 

임 모핑 기법(Frame Morphing Technique)으로 구

하여 어류의 성장 과정  임의 반복에 해 동시 

표 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2는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

에서 이미지 처리를 한 작업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2. 이미지 처리 모듈 작업 흐름도
Fig. 2 Work Process of Image Proces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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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진자 개념을 용한 어류 모델 생성 기법

자연스러운 꼬리 움직임을 표 하기 한 방법으로

는 일반 으로 두 가지가 사용된다. 첫 번째 방법은 3D 

모델링 로그램을 이용하여 체 임을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세 한 묘사가 가능하지만 제작 기간과 비

용이 과다 소요되는 단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핵심

이 되는 몇 개의 임을 제작한 후 선형보간법에 의

해 모핑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작 기간  비용 감 효

과가 우수하지만 섬세한 움직임 표 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3D 어류 객체의 세 한 움직

임을 모핑 처리할 수 있도록 기  용 보간법을 제

안한다. 어류의 꼬리는 체축을 기 으로 꼬리 움직임의 

최  각도에 근 할수록 느려지게 되므로, 역동 인 움

직임을 효율 으로 표 하기 해 진자 개념을 용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꼬리 움직임을 처리한다[2-3].

동시에 하나의 키 임(Key Frame)만 제작한 후 

애니메이션을 한 각 임 별로 어류가 유 하는 

속성에 따른 지느러미 형태 변화에 한 좌표를 생성

하고 이에 맞도록 간 임을 계산한다.

기  용 보간법을 용하기 해서는 어류를 추

진력에 따라 크게 BCF(Body and/or Caudal Fin) 방식

과 MPF(Median and/or Paried Fin) 방식으로 나 고, 

어류가 유 하는 속성에 따른 지느러미 형태 변화에 

따라 크게 방추형  측편형 어류와 편평형 어류로 분

류한다. 돔과 같은 방추형  측편형 어류는 체축을 기

으로 X축  Y축 값이 변하며, 가오리와 같은 편평

형 어류는 Y축  Z축 방향으로 변하는 값에 따라 꼬

리 움직임을 표 한다[4-8].

식 (1)은 방추형  측편형 어류 객체의 꼬리 각도별 

좌표를, 식 (2)는 편평형 어류 객체의 꼬리 각도별 좌표

를 계산하는 기  용 보간법이다.

 sin×

×

 sin×

×

 

(1)

 

 sin×

×

 sin×

×

(2)

  축좌표
  축좌표
  축좌표
  축기준좌표
  축기준좌표
  축기준좌표
 각도
  기준점으로부터의길이
  최대각도
2.1.2 임 모핑 기법

어류의 성장 과정은 성장 1단계에서 성장 n단계에 

이르기까지 단순하게 모핑 처리할 수 없다. 어류는 성

장 과정  물속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꼬리지느러

미를 흔드는 등의 반복 인 과정이 필요하다. 즉 어류

의 성장 과정은 n개의 임으로 구성된 성장 1단계

와 이에 응되는  다른 n개의 임으로 구성된 성

장 2단계에 해 모핑 처리가 필요하다.

임 모핑 기법은 핵심이 되는 몇 개의 임을 

제작한 후 이 임들의 값들을 참고하여 간 

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어류가 치어에서 성어까지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도 꼬리 움직임에 한 반복 처

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3은 임 모핑 기법의 처

리 과정이며, 그림 4는 임 모핑 기법을 활용하여 

표 한 어류 모델의 성장 과정 구  결과이다.

그림 3. 임 모핑 처리 과정
Fig. 3 Frame Morp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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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모핑 

1단계 …… n단계

애

니

메

이

션

임

그림 4. 임 모핑 기법의 구  결과
Fig. 4 Implementation Result of Frame Morphing 

Technique

2.2 환경 요인 용 모듈

여러 가지 환경 인 요인들로 인해 질병에 걸릴 경우 

체표와 지느러미에 특정 색의 반 이 생긴다거나, 체색

이 체 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요인들로 인

한 반 을 체표에 표 하기 해 멀티 텍스처 기법을 이

용하고, 알 값을 통한 투명도 변화를 용하여 체색의 

변화를 표 한다. 그림 5는 멀티 텍스처를 활용한 폴리곤

의 작성과정으로, 텍스처 스테이지 1에서 Arg1과 Arg2

텍스처를 병합한 후 텍스처 스테이지 2로 달한다. 텍스

처 스테이지 2에서는 새로운 텍스처 Arg1과 달받은 

텍스처를 병합하여 다음 단계로 달한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폴리곤을 완성한다. 그림 6은 환경 요인에 따른 

텍스처 병합 처리 진행과정의 구  결과이다.

그림 5. 멀티 텍스처를 활용한 폴리곤 작성과정
Fig. 5 Polygon Making using Multi Texture Processing

그림 6. 텍스처 병합 처리 진행과정
Fig. 6 Texture Merge Processing

2.3 애니메이션 모듈

어류는 종류에 따라 물속을 유 하는 형태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유  방식은 회  각도와 속

도를 나타내는 이동거리로 표 이 가능하다. 어류의 특

성에 따른 유  방식별로 회  각도와 이동거리를 조

합한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어류의 유  애니메이션에 

활용한다. 질병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어류의 상태를 표

하며, 일조량, 수온, ph, 염도, 먹이량 등의 여러 가지 

환경요인 발생과 꼬리 움직임의 속도 표 을 조합하여 

애니메이션에 활용한다.

2.4 인터페이스 모듈

사용자에게 효율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해 

어류의 성장과정을 표 하는 각종 속성들에 해 수치 

 이미지, 차트 등을 활용하여 표 하고, 슬라이더와 

텍스트 상자 등을 통해 매개변수를 화식으로 입력하

도록 한다.

Ⅲ.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 구  결과

본 시스템은 어류의 유  방식이나 형태를 사실 으

로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어류의 기본정보와 환경 요

인을 나타내주고, 성장 시간을 설정하여 지정한 성장 

시간 안에 치어에서 성어까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한 질병 감염 상태와 복 감염  치유 상

태를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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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a)는 1년 3개월 성장한 상태를 보여주는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의 구  화면이고, (b)는 환경 요

인을 변경 용한 3년 성장 상태를 나타내며, (c)는 2개 

질병(수생균병, 백 병)이 감염된 상태가 용된 구  

화면이다.

Ⅳ. 결  론

해  환경과 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면서 사

용자들은 사이버 수족  등을 통해 고품질의 어류 애

니메이션을 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  환경

을 표 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어류 객체의 자연

스럽고도 역동 인 움직임과 사실 인 유  형태  

성장 과정을 찰할 수 있는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을 

구 하 다.

(a)

(b)

(c)

그림 7. 어류 성장 과정 시스템 구  화면
Fig. 7 Screen of Fishes Growth Process System

지 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진자 개념을 용한 3차

원 모핑 기법을 제안하여 3D 어류 객체의 변화 기술을 

구 하 다. 그리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어류의 꼬리 

움직임처럼 일정 임이 반복되는 과정을 자연스럽

게 표 하기 해 임 모핑 기법을 제안하여 어류

의 성장 과정  임의 반복에 해 동시 표 이 가

능하게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생성한 어

류 객체는 꼬리지느러미의 역동 인 움직임을 효율

으로 표 한다. 애니메이션을 한 각각의 간 임

에서는 유 하는 어류의 지느러미 형태 변화에 따른 

좌표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생성되므로 3D 어류 객체

의 세 한 움직임이 모핑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는 기존 방법이 가지고 있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모핑 결과를 해결하여 실제 어류의 유 을 직  

찰하지 않고도 어종에 맞는 유  방식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한 기존 어류 객체의 제작 방법에 비해 

제작 기간  비용의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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