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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내 게임 업계에서 비디오 게임 시장은 좁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자본과 인력 한 어들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과 문 기술력에서 나오는 콘텐츠의 질  향상을 해서는 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보다 

사실 이고 질 으로 뛰어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 

평론가들에게서 캐릭터 감정 표   달이 잘 되었다고 평가받는 해외 문 제작사의 애니메이션들을 

선정하 다. 그리고 해당 애니메이션의 스크립트에서 Ekman의 6가지 기본 감정과 그 마스의 역동  서술

어를 이용해 캐릭터가 감정을 표 하는 행동을 선별하여 분석  분류하 다. 한, 게임 제작 로그램 

유니티의 블 딩 작업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이어’를 이용해서 캐릭터가 특정 감정을 표 하려 할 때 

필요로 하는 행동들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감정을 표 하는 행동을 제작해주는 로그램의 구

상안을 제안한다.

 
■ 중심어 :∣감정 표현∣레이어링∣인간형 캐릭터∣행동∣3D 애니메이션∣블렌딩∣

Abstract

In domestic game market, the video game market is getting smaller and also decreasing funds 

and high level developers. So we need the software that can help us to make more realistic and 

high quality contents by non-expert developer in poor environments. In this paper, we selected 

global studio’s animations which were scored good evaluation by public and critics as a 

well-made emotional expression that can convey the emotion properly. We selected movements 

that express emotions from the animation scripts by using Ekman’s 6 basic emotions and 

Greimas’ dynamic predicate, and then we had analyzed and categorized with the data. We also 

analyzed the movements for which data we needed to create specific movements to express 

emotions by using ‘Animation Layer’ that used in Unity's blending process. And suggest concept 

of the program that to create the emotional expression movements by using those analyz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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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비디오 게임 시장에 진출하려는 신생 기업들이 

사실 이고 질 으로 수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제작 경험을 지닌 해외 거

 제작사보다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게임 업계에서 비디오 게임 시장은 좁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자본과 인력 한 어들고 있다[1]. 이는 결

국 콘텐츠의 질  수 에도 향을 미친다. 지 까지 

다양하고 수  높은 해외 유수 제작사들의 비디오 게임

을 많이 해온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재 개발되고 있

는 국산 비디오 게임은 질 으로 기 치에 많이 못 미

치는 것이 실이다[2]. 즉, 해외 제작사와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부족한 기술과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국

내 기업의 콘텐츠로는, 오랜 시간 축 해온 기술과 제

작 경험  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해외 제작사들의 

콘텐츠를 제치고 사용자들의 환심을 사기가 힘든 실정

이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제작과정에 있

어서 문 개발인력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비디오 

게임 문 개발자가 부족하고, 부분 개발인력이 PC

의 온라인 게임 개발자 출신이다. 더욱이 이들마 도 

비디오 게임 개발에 한 문 교육 없이 실무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을 배워가는 실정이다[3].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문 기술력에서 나오는 콘텐츠의 질  

향상을 해서는 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보다 사실

이고 질 으로 뛰어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질 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콘텐츠가 얼마나 사실감

과 몰입도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이를 향상하

기 해서는 사용자에게 보이는 캐릭터의 움직임이 얼

마나 사실 으로 보이고, 동시에 캐릭터의 감정이 사용

자에게 얼마만큼 잘 달되는지가 요하다. 애니메이

션에서 캐릭터의 감정을 달할 수 있는 요소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에 보이는 직 인 행동이

다. 이를 인지한 많은 연구원에 의해 3D 애니메이션 캐

릭터로 인간의 감정을 표 하는 방법과 련된 선행 연

구가 많이 나와 있다. 그  부분이 인간형 캐릭터가 

지닌 각각의 조인트(joint)의 각도  치, 다른 기 의 

조인트 치와 이들 조인트끼리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

지는 행동이 나타내는 감정에 한 연구이다[4][5]. 

는 사용자가 캐릭터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상체의 자

세(Posture)와 동작(Dynamics)이 큰 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낸 연구도 있다[6]. 그리고 재 시 에는 외국 

기업이 개발한 ‘Mixamo’라는 애니메이션 자동화 로

그램이 존재한다[7]. ‘Mixamo’는 사용자가 캐릭터 모델

을 입력하고 리깅(rigging)하기 해 몇 개의 조인트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복잡한 리깅 작업을 신해 다. 그

리고 'Mixamo' 사이트와 온라인 상 (Store)에서 유·

무료로 제공되는 완성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용하

면 사용자가 임(frame)별로 키(key)를 잡지 않아도 

애니메이션이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제공되는 애니메

이션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이번 연구에서 다루려는 

감정을 표 하는 애니메이션은 ’Mixamo'에서 구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이어(Animation Layer)’를 

사용하여 특정 감정을 표 하려 할 때 사용해야 하는 

행동들을 분석  분류하고 정리된 데이터를 사용한 자

동 제작 로그램의 개요  기능과 구조를 제시하는 

데 을 둔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제작 툴은 많은 

게임 제작 툴로 사용되는 유니티(Unity)를 이용한다. 

유니티의 블 딩 방법은 애니메이션 이어 별로 블

드 트리(Blend Tree)에 행동들을 설정하고 웨이트

(weight)와 속도  스크립트(script) 등을 사용한다[8][9]. 이

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이어링(Layering)이라

고 부를 것이다. 이는 이어들을 사용해 블 딩 한다

는 의미로서 일반 으로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션 블

딩(Animation Blending)에 사용되는 기법  하나이다. 

이 블 딩 방법을 연구에 으로 활용하여 실제로 

작업에 사용해도 될 정도의 실용 인 연구 자료 제작을 

목 으로 한다[10]. 먼  인간의 감정들을 분류한 다음 

이야기를 서술해 놓은 시나리오의 문장에서 캐릭터의 

감정 표 을 요구하는 문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캐릭터가 객에게 달해야 하는 감정을 표

하는데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며, 그 행동을 이어링

을 사용해 표 하려면 어떠한 행동들을 조합해야 감정

을 보다 직 이고 쉽게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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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개요

따라서 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나온 연구 결과

는 직  는 간 인 자료로서 제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캐릭

터들의 감정은 Ekman의 6가지 기본 감정을 사용하

고, 캐릭터의 행동들은 재까지 개 된 3D 애니메이션

의 스크립트에서 선별하 으며, 캐릭터의 감정 달에 

한 평가는 과 다수의 문가들에 의해 스토리텔

링(Storytelling)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애니메이

션을 선택하 다. 선택 기 은 해외 유명 제작사 픽사

(Pixar)와 디즈니(Disney)의 애니메이션  부분 인

간형 캐릭터들이 주연과 조연으로 나타나는 애니메이

션들을 일차 으로 선별하 다. 그다음에는 해외 수상 

내역  스토리텔링 는 캐릭터의 행동 애니메이션 그

리고 화의 인지도에 해 문가들과 들의 평가

를 종합하여 수상해주는 ‘Best Animated Film’, 

‘Directing in an Animated Feature Production’, ‘Best 

Animated Feature’, ‘Writing in an Animated Feature 

Production’, ‘Best Animation’, ‘Favorite Animated 

Movie’, ‘Best Animated Motion Picture’, ‘Outstanding 

Animated Character in an Animated Feature Motion 

Picture’ 항목이 있는데 이들 부분에 한 수상 경력이 

총 10회 이상인 작품만을 선택하 다[11-13]. 특히 스

토리텔링이 우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야기를 객들

에게 효율 으로 달하 고, 콘텐츠에 한 객들의 

몰입도가 높다는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

기를 잘 달한다는 것은 캐릭터의 감정과 심리를 이야

기에 맞추어 하게 표 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

에 스토리텔링에 한 평가도 스크립트를 선정 기 으

로 사용하 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 는 스

크립트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에 본 연구

에서는 픽사에서 가져온 수상 경력 24회의 ‘인크 더블

(The Incredibles, 2004)’와 수상 경력 19회의 ‘업(UP, 

2009)[14]’, 해외 화 스크립트 문 사이트에서 구한 

수상 경력 29회의 ‘겨울왕국(Frozen, 2013)[15]’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구한 수상 경력 10회의 ‘주먹왕 

랄 (Wreck-It Ralph, 2012)’의 스크립트들을 사용하

다[16].

Ⅱ. 시나리오에서 행동과 감정
보편 으로 화에서나 드라마 같은 연출된 극에서

는 인물들의 행동과 감정을 서술한 시나리오가 있고, 

배우들은 해당 시나리오를 읽어가며 자신이 맡은 캐릭

터에 동화되려고 노력한다. 결과물로 시청자들에게 극

 캐릭터의 심정을 정확하게 달하려면 배우의 연기

력도 요하지만, 그 행동을 묘사한 시나리오 한 

단히 요하다. 시나리오에 어떻게 극  캐릭터의 감정

을 서술했는가에 따라 배우의 연기에 큰 향을 미치는

데, 불행히도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다양하고, 특정 감

정과 련된 행동을 표 할 수 있는 방식도 셀 수 없이 

많다[17]. 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표 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터는 

시나리오에 명시된 행동을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캐릭

터의 특정 감정을 표 하기 해서는 직 인 실루엣

이 그려지도록 행동을 표 하는 것이 효율 이다. 특히 

게임에서는 캐릭터의 얼굴을 확 해 보는 것보다 몸의 

행동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만큼, 표정과 같은 미세한 

행동보다 캐릭터의 몸짓과 같은 큰 행동이 감정 표 에 

큰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표

정은 제외하고 오로지 직 인 실루엣이 그려지는 행

동에 해서만 분석한다. 그 다면, 수많은 감정 에 

직 인 실루엣을 통해 달될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

며, 그 실루엣을 그려주는 서술어는 무엇인지 기 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 을 제시할 것이다.

1. 감정 분류
인간의 감정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선행 연구들도 존재한다. 표정을 기 으로 25가지 정

인 감정을 분류하거나[18], 모든 감정에 해 기본이 

되는 감정을 분류한 연구가 있다[19]. 이  이번 연구

에서는 기본 인 감정들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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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이다. 이제껏 인간의 감정에 한 많은 연구 논문

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Ekman이 분류한 6가지 기

본 감정을 기 으로 삼아 결과물에 해당 감정들이 표

되도록 제작하고 분석한다[20-22]. Ekman이 분류한 6

가지 기본 감정은 국제 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문화

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으로 인지되는 감정이

다. 이 6가지 기본 감정은 Ekman의 연구는 사람의 표

정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Mark Coulson의 포즈에 따른 

감정 표 에 한 연구[23], Clair L. Roether, Lars 

Omlor, Andrea Christensen 그리고 Martin A. Giese의 

걸음걸이에서 표 될 수 있는 감정[24]과 같은 다른 연

구들을 통해 얼굴에서 행동과 같은 몸짓으로까지 확장

된 개념이다. 6가지 기본 감정은 일반 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분노(Anger), 질색(Disgust), 공포(Fear), 행복

(Happiness), 슬픔(Sadness), 놀람(Surprise)이며, 결과

물에는 해당 감정 이외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2. 서술어 정리
언어-기호학자 그 마스(2002)는 서술어의 의미  

해석의 최소를 정태  서술어와 역동  서술어로 나  

수 있다고 하 다[25]. 역동  서술어는 주어와 상의 

변형 계를 나타내고 정태  서술어는 주어와 상의 

결속 계를 나타낸다. 쉽게 를 들어 정태  서술어

는 상태에 한 서술어, 역동  서술어는 그 외의 것  

주어 는 상의 행동을 변형시켜 주는 서술어를 뜻한

다. 다음 [표 1]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분류해본 정태

 서술어와 역동  서술어의 시들이다.

정태  서술어 역동  서술어
존재하다
울고 있다
웃고 있다
놀고 있다
죽어있다

잡다
쓰다

구부리다
들썩이다
올리다

표 1. 정태적 서술어와 역동적 서술어 예시

이  행동을 표 하는 데 있어서 역동  서술어만 

쓰인 것이 애니메이션화하기 편리하며, 실루엣만으로

도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즉각 으로 알 수 있다. 그리

고 일부 정태 인 서술어는 역동  서술어의 조합으로 

표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역동  서술어만을 이

용할 것이며, 이는 시나리오에서 추출될 수 있다. 한 

감정을 표 하기 한 캐릭터의 행동을 묘사하는 역동

 서술어를 임의로 지정하여 분류에 사용될 수도 있다.

Ⅲ. 시나리오에서 행동 선택 및 구분
시나리오에서 분석에 사용할 행동 는 장면은 다음

과 같은 기 으로 선택하 다. 

① 감정과 련된 단어

② 역동  서술어 사용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

①번은 일단 감정과 련된 단어를 첫 번째로 검색해

서 시나리오 상에 감정을 표 한 장면들을 우선으로 정

리하 다. 여기서 감정과 련된 단어는 기본형인 

Happy, Sad, Anger, Disgust, Fear, Surprise와 변형된 

단어인 Happiness, Sadness, Saddened와 같은 기본형

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단어들도 검색에 포함했다. 단, 

이때의 감정과 련된 단어는 인간형 캐릭터에 한 감

정 지시만을 선택하 고, 캐릭터의 사에 포함된 경우

는 제외했다. 한, 해당 문맥에서 캐릭터의 행동과 

련된 합한 역동  서술어가 없을 경우 임의로 정하

다. 감정과 련된 단어 검색이 끝난 뒤에는 ②번 해당 

문맥에서 감정과 연 된 역동  서술어를 사용해서 캐

릭터의 행동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 다. 여

기서는 행동으로 그려지는 실루엣만으로 시청자에게 

캐릭터의 해당 감정을 달할 수 있는 경우만 선별하

다. 마지막으로는 ③번 시나리오의 문맥상 캐릭터가 표

하는 감정이 있고, 이때의 서술어는 스크립트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를 선별하 다. 이 같은 경우는 애니메

이터가 스크립트의 이해에 따라 상황에 맞게 캐릭터의 

행동을 설정한 부분이며, 직 으로 객에게 보이는 

감정 표 이지만 스크립트에는 명시되지 않은 행동들

이다. 이때의 역동  서술어는 캐릭터의 행동을 묘사하

는 역동  서술어로서 합하다 생각되는 단어를 임의

로 지정할 것이다. 다음 표들은 각각의 감정들을 나타

내는 애니메이션의 장면과 시나리오 내용  하  행동 

분류에 한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실제 본론의 제작

에서 쓰이게 되는 애니메이션의 기 이 되는 데이터로

서 애니메이션들의 장면들을 캡처 후 분석한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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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e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the snatcher LOOKS UP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LOOKS UP 해석 쳐다보다
행동 일어서다 + 양 팔을 벌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Bob DROPS the panel in surprise.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DROPS 해석 떨어뜨리다
행동 뒤로 움직이다 + 팔을 휘젓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He jumps back in surprise.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jumps 
back 해석 뒤로 점프하다

행동 몸을 뒤로 젖히다 + 뒤로 기어가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Bob FREEZES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FREEZES 해석 얼어 붙다
행동 몸을 돌리다 + 손을 들어 올리다

표 2. ‘놀람‘의 감정에 관한 데이터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Carl SCREAMS.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SCREAMS 해석 비명 지르다
행동 뒤로 점프하다 + 팔을 펼치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a CEILING PANEL OPENS, and out 

pops an ENORMOUS GUN, which trains 
its sights on Helen.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jumps 해석 튀어 오르다

행동 몸을 돌리며 점프하다 + 손을 올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The "rock" walks forward.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look aside 해석 옆을 보다
행동 손을 들어 올리다 + 몸을 올렸다 내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Gamma and Beta BARK fiercely at Carl.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step back 해석 주춤거리다
행동 손을 들어 올리다 + 뒤로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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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A family watches the house float down 

the street.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watches 해석 쳐다보다
행동 몸을 뒤로 돌리다 + 고개를 치켜세우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Ralph chases Vanellope.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screams 해석 비명 지르다
행동 팔과 다리를 벌리다 + 점프하다

Sad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Anna walks off, sadly.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walks off 해석 떠나 버리다
행동 허리를 구부리다 + 터벅 터벅 걷다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Anna slides down the door and sits 

with her head against it.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slides down 해석 미끄러져 앉다
행동 벽에 기대다 + 미끄러져 주저 앉다

표 3. ‘슬픔‘의 감정에 관한 데이터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Elsa drops to her knees, emotionally 

broken.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drops 해석 떨어뜨리다
행동 무릎을 땅에 찧다+손으로 얼굴을 감싸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Bob stares at them, numb.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stares 해석 응시하다
행동 고개를 아래로 떨구다 + 한숨 쉬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Helen, eyes reddened from crying,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crying 해석 울다
행동 손으로 얼굴을 감싸다 + 흐느끼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The donut cops shake their heads, no, 

solemnly.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shake 해석 흔들다
행동 고개를 숙이다 +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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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Ralph contemplates, then gives a 

small, pained nod.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contemplat
es 해석 생각하다

행동 고개를 숙이다 + 어깨를 늘어뜨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She sobs.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sobs 해석 흐느끼다
행동 손으로 얼굴을 감싸다 + 어깨를 들썩이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Then she glitches and lands on her 

butt on the ground.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lands on 해석 엉덩방아를 찧다
행동 고개를 숙이다 + 다리를 옆으로 펴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They cry. They wail.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cry, wail 해석 울다, 울부짖다
행동 무릎을 꿇다 + 손을 깍지 끼다

Happy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Anna dances about, catching flakes in 

her palms and mouth.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dances 해석 춤추다
행동 팔을 위로 벌리다 + 좌우로 뜀뛰다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He falls overboard.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cheered 해석 환호하다
행동 박수치다 + 주먹을 불끈 쥐다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KRISTOFF : (impressed) Ho-ho-ho!

ANNA : I got him!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shouts 해석 소리치다
행동 주먹을 불끈 쥐다 + 몸을 움츠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Ellie's side of the church erupts like 

wild frontiersmen.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erupts 해석 분출하다
행동 허리를 숙이다 + 박수를 세차게 치다

표 4. ‘기쁨’의 감정에 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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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Carl looks out the window and 

LAUGHS.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LAUGHS 해석 웃다
행동 양 팔을 위로 뻗다 + 배를 움켜잡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Felix struts through the room, happy 

and proud.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struts 해석 뽐내며 걷다
행동 팔을 좌우로 힘차게 흔들다 + 걷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Ralph backs down the steps, smiling 

and waving to the holograms.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waving 해석 흔들다
행동 손으로 키스를 날리다 + 손을 흔들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They cheer and laugh and jostle each 

other as if Dash had won Olympic gold.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cheer 해석 환호하다
행동 주먹을 불끈 쥐다 + 박수치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She jumps up and around Ralph 

shouting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jumps up 해석 뛰어 오르다
행동 위로 점프하다 + 양 팔을 높이 뻗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Felix hops up and gives Calhoun an 

8-bit-kiss on her cheek.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hops up 해석 깡충 깡충 뛰다
행동 튀어 오르다 + 한 손을 위로 뻗다

Fear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Elsa gasps and buries her face in the 

King's chest.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buries 해석 파묻다
행동 몸을 움츠리다 + 몸을 옆으로 돌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Guests cry out in shock, back away.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hide 
behind 해석 뒤에 숨다

행동 뒤로 걷다 + 허리를 숙이다

표 5. ‘공포’의 감정에 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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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GASPS of shock and fear sweep over 

the crowd.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hugs 해석 껴안다
행동 서로를 껴안다 + 고개를 돌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GASPS of shock and fear sweep over 

the crowd.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GASPS 해석 숨이 헉 하고 막히다
행동 양 손을 반쯤 들어 올리다+뒤로 물러서다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GASPS of shock and fear sweep over 

the crowd.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panic 해석 혼란스럽다
행동 손을 모으다 + 몸을 움츠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Elsa struggles through her own storm, 

but the fear is consuming her.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struggles 해석 몸부림치다
행동 갈팡질팡하다 + 손으로 얼굴을 가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Growling and snarling the dogs 

surround Carl and Russell.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step back 해석 뒷걸음치다
행동 뒷걸음치다 + 손을 들어 올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The nurses duck and YELL as the 

house soars over them.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duck 해석 몸을 재빨리 움직이다
행동 다리 한쪽을 들어 올리다 + 몸을 숙이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Vanellope screams in shock.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step back 해석 뒷걸음치다
행동 다리를 오므리다 + 팔로 땅을 짚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GASPS of shock and fear sweep over 

the crowd.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stay 
away 해석 물러서다

행동 허리를 숙이다 + 뒷걸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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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gust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Helen, eyes reddened from crying, 

blows her nose into a wadded length 
of toilet paper handed her by a mildly 

disgusted E.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sweep out 해석 쓸다
행동 휴지를 신문지로 쓸다 + 고개를 돌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Ralph SHOOS it.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SHO
OS 해석 (손을 내저으며) 쫓다

행동 손을 내젖다 + 손을 털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RALPH : (picking up a pair of red 

briefs) Oh come on Zangief. Gross.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picking up 해석 들어 올리다
행동 (손가락으로 집으며) 들다+고개를 돌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He wipes the stickiness off on his shirt 

and realizes that his medal is gone.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wipes 해석 닦다
행동 손을 옷에 닦다 + 고개를 기울이다

표 6. ‘혐오’의 감정에 관한 데이터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Unharmed, but thoroughly REPULSED, 
Dash wipes his bug-spattered face 

and teeth.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wipes 해석 닦다
행동 손등으로 얼굴을 닦다 + 침을 뱉다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CARL : Aaah! Shoo, shoo! Get out of 

here.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sees 해석 보다
행동 팔을 올리다 + 몸과 머리를 뒤로 젖히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He shakes his head, disgusted, then 

throws it.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shakes 해석 흔들다
행동 고개를 가로젓다 + 손을 뻗어 던지다

애니메이션 제목 Frozen
시나리오 She wipes off her face.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wipes off 해석 닦아 내다
행동 손으로 얼굴을 닦다+고개를 뒤로 젖히다



레이어링을 사용한 3D 애니메이션 인간형 캐릭터의 감정 표현 방법 제안 11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He jumps up on the platform, catches 
all the ingredients, throws the good 
ones into the bowl and the bad ones 

all over the floor.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throws 해석 던지다
행동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다 + 옆으로 던지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E drops the suit into a trashcan.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drops 해석 떨어뜨리다
행동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다 + 고개를 돌리다

Anger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KROPP : Don't "Bernie" me! This little 

rat is guilty!!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points out 해석 지목하다
행동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 앞으로 숙이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KROPP : You're letting him go AGAIN? 

He's GUILTY! You can see it on his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shakes 해석 흔들다
행동 발을 내리 찧다 + 몸을 좌우로 흔들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Bob LOSES IT.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LOSES 해석 이성을 잃다
행동 머리를 잡다 + 좌우로 흔들다

애니메이션 제목 The Incredibles

시나리오
Huph SQUEAKS as Bob's enormous 
right hand flashes out and clamps 

around his neck--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clamps 해석 잡다
행동 손을 떨다 + 주먹을 빠르게 들어 올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Muntz snarls in anger.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snarls 해석 으르렁 거리다
행동 지팡이를 내리 찧다 + 고개를 떨다

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CARL : I am not your master!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yell 해석 소리치다
행동 허리를 숙이다 + 주먹을 쥐다

표 7. ‘분노‘의 감정에 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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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목 UP
시나리오 He turns his anger to the group.
구분 ① 감정과 관련된 단어

역동적 서술어 points to 해석 가리키다
행동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 몸을 돌리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Incensed, he pounds on it-- 

temper-tantrum style.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pounds 해석 세게 계속 때리다
행동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주먹으로 내리치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He slams the bottles down.
구분 ② 역동적 서술어 사용

역동적 서술어 slams 해석 내던지다
행동 손을 땅으로 내리치다 + 고개를 숙이다

애니메이션 제목 Wreck-It Ralph
시나리오 FELIX : But she rebuffed my affections. 

And then I got thrown in jail.
구분 ③ 스크립트에 없는 표현

역동적 서술어 stomps 해석 쿵쾅거리다
행동 손을 휘젓다 + 주먹을 쥐다

Ⅳ. 데이터 분류 및 분석

1. 데이터 분류
다음 표에는 각 감정에서 표 되는 공통 인 행동과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행동들을 분석하고 정리하 다. 

아래 [표 8]부터 [표 13]까지 각각의 감정들에 한 행

동들을 분석하 고, 각 캐릭터가 행하는 행동은 ‘기본 

행동’과 ‘부가 행동’으로 구분 지어 정리하 다. 표에 나

와 있는 ‘기본 행동’들은 해당 감정을 표 하는 행동에

서 애니메이션의 종류  상황을 막론하고 필수 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말한다. ‘부가 행동’들은 상황과 인

물에 따라서 ‘기본 행동’에 추가로 행해지는 행동들을 

말한다.

Surprise

기본 행동
뒤로 점프하다
양 손을 들어 올리다
어깨를 들썩이다

부가 행동

몸을 돌리다
공중에 떠 있다
팔을 크게 펼치다
양 발을 좌우로 뻗다
허리를 구부리다
허리를 펴다
엉덩방아를 찧다
뒤로 기어가다
튀어 오르다
고개를 올리다

표 8. ‘놀람’의 감정에 관한 행동들

Sad

기본 행동
고개를 숙이다
어깨를 늘어뜨리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다

부가 행동

주저앉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다
어깨를 들썩거리다
무릎을 꿇다
몸을 숙이다
두 손을 깍지 끼다
발을 끌며 걷다
고개를 뒤로 젖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대다

표 9. ‘슬픔’의 감정에 관한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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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기본 행동 팔을 들어 올리다
고개를 치켜들다

부가 행동

주먹을 쥐다
박수치다
위로 점프하다
좌우로 껑충껑충 뛰다
허리를 숙이다
허리를 펴다
가슴을 펴다
손을 번갈아가며 들어 올리다

표 10. ‘기쁨’의 감정에 관한 행동들

Fear

기본 행동
허리를 숙이다
몸을 움츠리다
몸을 뒤로 주춤거리다

부가 행동

손으로 얼굴을 가리다
양 손을 가운데로 모으다
다리 한쪽을 들어 올리다
손을 들어 올리다
고개를 올려다 보다
무릎을 몸 쪽으로 끌어당기다
뒷걸음을 치다
뒤로 숨다
끌어안다
고개를 숙이다

표 11. ‘공포’의 감정에 관한 행동들

Disgust

기본 행동 고개를 옆으로 돌리다
몸을 뒤로 젖히다

부가 행동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어 올리다
손가락으로 손등 위의 사물을 쳐내다
손으로 얼굴을 닦다
한 손을 들어 올리다
손을 옷에 닦다

표 12. ‘혐오’의 감정에 관한 행동들

Anger
기본 행동 몸을 앞으로 빠르게 숙이다

부가 행동

한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주먹을 쥐다
어깨를 좁히다
양 팔을 아래로 향해 빠르게 뻗다
발을 좌우로 쿵쾅거리며 찍다
머리를 흔들어 대다
주먹으로 내리치다
허리를 숙이다
목을 짚어 넣다
양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다

표 13. ‘분노’의 감정에 관한 행동들

2. 데이터 분석
분석에 사용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은 감정 표

을 한 행동을 할 때 의 표에 나와 있는 ‘기본 행동’

이 먼  사용되어 캐릭터가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 상할 수 있도록 직 인 실루엣을 제공해

주는 비 동작(Anticipation)이 수행된다. 이 비 동작

은 다음 행동을 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캐

릭터의 행동에 사실감을 더해 효과 으로 감정을 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 문 애니메이터들은 본 연

구에서 ‘기본 행동’이라고 정의한 공통 인 행동들을 

비 동작으로 감정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감정을 표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있어 상당히 정형

화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 행

동’에는 이야기의 상황과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 한 

‘부가 행동’들이 어우러지는데, 이 ‘부가 행동’은 그 순간

의 상황과 감정에 어울리는 행동을 ‘기본 행동’ 이후 

는 동시에 표 해서 객에게 달하려는 감정을 강조

하는 데 도움을 다.

한 3가지 기 으로 선별한 캐릭터들의 행동은 감정

별로 다음 그림과 같은 분포도를 지닌다.

그림 2. 감정별 기준 유형 분포 현황

그래 를 보면 ‘② 역동  서술어 사용’ 기 으로 선

별된 행동들이 ‘공포’를 제외한 다른 감정들에서 많이 

발견되고, 반 로 ‘① 감정과 련된 단어’ 기 으로 선

별된 행동들이 유독 ‘공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포’는 다른 감정들과는 다르게 직  

감정과 련된 단어들이 자주 스크립트에 사용되어 진

다는 뜻이다. 다른 특별한 은 ‘슬픔’에서 ‘③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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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표 ’ 기 으로 선별된 행동이 없다는 인데, 

이는 스크립트에 기록되지 않은 ‘슬픔’은 표 되지 않았

다는 뜻이고, 만일 표 되어야 한다면 꼭 스크립트에 

언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은 앞으로 서술하게 

될 자동 제작 로그램의 데이터 수집 기능과 련되어 

있다. 

Ⅴ.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의 목적
의 데이터들을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

고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

고 효율성을 더 높이기 해서는  데이터들을 바탕으

로 만들어진 자동 제작 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기능을 지닌 로그

램을 제안하려 한다. 제안하려는 로그램에서 사용자

는 [그림 3]의 순서 로 제작할 수 있다. 

그림 3. 프로그램 순서도

먼  사용자가 표 하고자 하는 감정을 선택하면 

로그램은 ‘기본 행동’을 표 해주고, 사용자는 몇 가지 

‘부가 행동’들이 블 딩 되어 있는 ‘특정 부가 행동’들 

 하나를 고르게 된다. 그리고 기본 으로 로그램은 

유니티의 메카님(Mecanim) 시스템처럼 인간형 캐릭터

에 한해 자유롭게 블 딩  부 별 웨이트(weight) 조

을 할 수 있어야 한다[26]. 그래야 인간형 캐릭터에 

로그램으로 설정한 값을 용하기 용이하며, 필요에 

따라서 제작자가 개별로 값을 수정하기 편리하기 때문

이다. 한, 로그램은 유니티처럼 직 으로 이해하

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여 이어링 

작업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해 다.

그림 4. 유니티의 블렌딩 유저 인터페이스(UI)

로그램의 기본 인 블 딩 알고리즘은 유니티, 모

션빌더(MotionBuilder)와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 로

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IK(Inverse Kinematics) 방식

을 사용하며, [그림 5]처럼 특정 감정에 해당되는 행동

들을 한 웨이트(weight)와 속도로 블 딩 해주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그림 5]에서는 감정  ‘놀람’을 

선택했을 경우 1개의 ‘기본 행동’과 3개의 ‘놀람’과 련

된 행동들을 블 딩해서 나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행동 애니메이션 속도는 ‘Idle’은 2, ‘ ’는 2.5, 

‘뒤로 ’는 1, ‘팔다리 벌리기’는 1.8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5. 프로그램 개요도

이처럼 모든 행동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속도로 조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블 딩에 쓰이는 알고리즘과

[27] 블 딩에 사용되는 행동 애니메이션, 개별 애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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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재생 속도 그리고 블 딩이 시작되는 타이 에 따

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2. Flow chart
[그림 6]은 로그램의 흐름도(Flow chart)를 나타내

고 있다. 로그램은 먼  시작할 때 용하고자하는 

인간형 캐릭터 모델을 불러온다. 이때 로그램은 모델

의 조인트 치를 악하여 로그램 내에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조 할 수 있도록 캐릭터 리깅(rigging)

을 자동으로 진행한다. 그런 다음 원하는 감정을 선택

하고,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결

과물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보기들은 

로그램 제작 당시 보유한 데이터들을 이용해 만든 몇 

가지 시 외에도 사용자가 만든 결과물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일차 으로 감정과 행동을 선택했다면 ‘미리 보

기’를 통해 최종 으로 나올 결과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일부 조인트의 속도나 블 딩시 데이터

의 웨이트(weight) 비율을 수정하고 싶을 경우 는 다

른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 다른 감정에 해 새

로 만들어 보고 싶을 경우에 수정하고 ‘미리 보기’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 다. 더는 수정 사항이 없다

면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고 작업을 종료한다.

그림 6. Flow chart

3. 데이터 수집 및 정리
질 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해서는 제

작에 사용되는 기술도 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작 

요소로 사용될 데이터의 수도 요하다. 은 다양성을 

지닌 데이터로는 제작 가능한 애니메이션의 수가 분명 

제한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하고 많은 수의 데

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결과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

법의 하나다. 하지만 수많은 화와 애니메이션을 일일

이 확인해가며 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실질 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림 2]를 보

면 스크립트에서 ‘① 감정과 련된 단어’ 는 ‘② 역동

 서술어’를 통해 데이터를 선별하는 비율이 ‘③ 스크

립트에 없는 표 ’을 통해 선별되는 비율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차 으로 데

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은 직 인 단어 검색 외에도 검

색하는 문장 는 단어의 문맥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

과 연 된 단어 는 문장들을 검색해주는 검색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면 ①번 기 과 ②번 기 에 해당하는 데

이터 수집이 자동화될 것이고, 로그램 제작자는 수집

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상의 장면을 직  확인해서 데

이터로서 수집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만 하므

로 작업 시간을 폭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는 김 조, 김계원(2008)의 ‘3D 

애니메이션 데이터 구성요소  분류방식’의 형식을 지

킬 것이다. 메인 데이터는 ‘Colored Modeling’, ‘Rigging’ 

그리고 ‘Animation’으로 정리될 것이며, 데이터요소에 

주어진 고유한 어 이름인 ‘요소명’, 요소의 개념을 이

해하기 쉽게 부여한 요소의 다른 이름인 ‘ 이블’, 요소

명의 정의인 ‘정의’, 데이터 요소의 용과 련한 기타

설명인 ‘설명’ 그리고 해당 요소의 권장 포맷인 ‘포맷’, 

총 5가지 역의 세부정보로 나 어서 리할 것이다

[28].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니티의 이어링을 사용하여 3D 애

니메이션의 인간형 캐릭터의 감정을 표 하는 행동을 

제작하는 방법  데이터 분석과 분류를 하 으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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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 데이터를 사용해 감정을 표 하는 행동을 자동으

로 제작해주는 로그램의 구성안을 제시하 다.

사실 이고 질 으로 수  높은 애니메이션을 자동

으로 제작해주는 로그램을 구 하기 해서는 로

그램에서 사용될 많은 양의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필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 제작 로그램과 련된 연

구가 아직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될 데

이터들에 한 기 과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 

문가들에게 캐릭터의 감정이 잘 표 되며 감정 달

이 잘 이 졌다고 평가받는 특정 문 제작사들의 애니

메이션을 선별하 으며, 그것의 스크립트에서 감정을 

표 하는 행동들을 3가지 기 에 따라 분석  분류를 

하 다. 와 같은 분류를 통해 로그램 구성을 계획

할 경우 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감정별로 정

리하기 용이하며, 차후에 새로운 데이터와 항목 추가 

 분류도 편리하므로 로그램의 모듈화가 가능  한다. 

한 이처럼 독립 인 요소들을 조합해 새로운 결과

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데이터 장 공간의 경량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행동을 만들고자 할 때 일일

이 제작하지 않고, 독립 으로 제작되어있는 행동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합되는 행동의 종류와 개수, 웨이트

(weight) 비율에 따라 수많은 행동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앞서 말한 ‘Mixamo’에서는 완성되어 있

는 애니메이션을 부 별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

로 와 같이 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한 행동 제작 방

식을 사용한 로그램은 데이터 효율  활용성 면에서 

‘Mixamo’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진다. 이는 더욱이 한번 

만든 결과물은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로그램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어서 캐릭터 애

니메이션 제작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작업 시간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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