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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니메이션은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이 정적인 방식에 비해 효과적인 정보전달방식이다. 이는 간단한 표
현이라도 동적인 움직임으로 구성될 때 더욱 흥미를 유발하며 높은 전달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현재 웹 환경에서의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은 전문적인 제작 도구를 사용하는데 국한되어 있어, 일반적
인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활용에는 적합하지 못한 방식이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의도를 쉽고 직관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생성 인터페이스 기법을 제안하며, 실제 웹 환경에서 정보의 공유와 의사
전달에 있어 직관적이고 쉬운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서  론

  애니메이션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사소통에 활발하

게 이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정보전달방식이다[6]. 정적

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나 텍스트에 비해 단순한 형태일지

라도 움직이는 장면으로 구성되면 보는 이의 관심과 흥

미를 끌기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적으로 표현되는 방

식이 가진 본질적인 장점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애니

메이션의 활용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많은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웹 환경은 더욱 애니메

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5]. 

  현재 웹 환경에서 2D 벡터기반 애니메이션을 구현하

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에는 Adobe Flash, Microsoft 

Silverlight[19]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독립적인 플러그인 형태로 동작하는 방식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dobe Flash의 경

우 전 세계의 99.3%의 인터넷 데스크탑에 Flash 

Player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

은 기술이다[16]. 그러나 현재의 웹 환경에서 애니메이

션의 제작 방식은 Flash의 경우와 같이 전문적인 제작 

도구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방식

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1]는 Flash 상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난해한 키프레임 인터페이스 방식의 예이다. 따라

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간단한 애니메이

션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목적이라도 많은 시간을 들여 

제작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고, 또한 이를 제작하는데 따

르는 비용과 수고를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다[6].  이는 

차세대 웹 환경이 점점 사용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

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쉽고 편리한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가 주어진다면, 현재 위키피디아(Wikipedia)의 

[그림 1] Adobe Flash의 키프레임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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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특징 및 제한점

Genesys[18]

오브젝트 생성과 모션의 데모에 스케치를 

사용한 최초의 시스템

기초적인 애니메이션 프로토타입

Living Ink[10]
일반적인 목적의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

K-Sketch와 비교시 약 51%의 모션을 

경우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애니메이

션 컨텐츠가 생성되고 공유되며,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 기존의 몇몇 연구들에서는 일반사

용자를 고려하여 스케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접목한 쉬운 

애니메이션 제작 인터페이스 기법들을 제안하였다

[2,4,6,9,10]. 이 연구들을 통해서 사용자 중심의 쉽고 

빠른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자체 환경만을 고려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으

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단순 재생형의 결과물

을 생성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 

간의 의사전달 및 공유를 위한 활용에는 제한점이 많았

다. 또한 사용자의 직관적인 타이밍 감각 및 미적 감각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타이밍 컨트롤의 

어려움과 세부적인 보정의 문제가 남아있다[6].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의 참여를 위한 직관적

인 웹 애니메이션 생성 및 공유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특히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웹 페이지 상에 직접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쉽게 웹 상에서 상호작용하

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며, 또한 모양과 타이밍을 질적

으로 개선해주는 후보정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제안된 

기법은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하며, 실시간으로 다

른 사용자들과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웹 2.0과 같이 사용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차세대 웹 환경에서 사용자 참여를 통한 다양한 표현과 

공유, 의사전달과 협업의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2. 관련 연구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에 있

어서 가장 최근의 연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기법은 [그

럼 2] 과 같이 스케치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구성 오브젝

트들을 직접 구성하고 각각의 객체들에 대한 움직임을 

직접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식(Motion by Example)이

다[2]. 이 기법은 사용자에게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

식의 애니메이션 생성을 지원한다. 

 생성된 객체들에 대한 움직임은 주로 이동, 회전, 크기

변환, 드래그와 같은 기본적인 모션지정 방식을 지원하

며, 시간동기화를 위해서 하나의 타임 슬라이더를 제공

하여 반복적인 레코딩과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

장 최근의 연구인 K-Sketch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기반

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어려운 기법들

 

(a) K-Sketch[6,9]

  

(b) RaceSketch[2]

[그림 2] 일반 사용자를 위한 쉬운 애니메이션 제작 

인터페이스의 예

을 배제하고 쉽고 빠른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집중하였으

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종류의 모션을 지원하고 있다

[9]. 그러나 이 방식의 단점은 사용자의 직관적인 타이

밍 감각 및 미적 감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정형화될 필

요가 있는 애니메이션은 비록 단순하더라도 제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다수의 객체들을 컨트롤할 때의 타

이밍 조절을 한 번의 스트로크로 완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는 한계점은 자체 환경 내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과 일방적인 재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기 때문

에 실제 웹 환경에서의 컨텍스트와, 사용자와 상호작용

을 고려한 공유와 활용에 초점을 둔 애니메이션 제작 인

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연구에 

대한 특성 비교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존 연구와 제안 연구의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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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Motion 

Doodles[17]

제스쳐를 통해 일련의 캐릭터 모션을 생

성하는 시스템, 캐릭터 모션에만 적용가

능

K-Sketch

[6,9]

일반적인 목적의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

가장 발전된 형태의 인터페이스

세밀한 모션 보정, 편집이 어려움

RaceSketch

[2]

보트 레이싱 애니메이션을 위한 프로토타

입 툴

K-Sketch 모션의 약 25% 지원에 그침

As-Rigid-As 

Possible[4]

오브젝트의 변형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

션 툴, 멀티포인팅이 지원되지 않는 기기

에서는 모션 생성에 제한점이 많음

KOKA[1]
일반적인 목적의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

K-Sketch 기능의 약 17% 지원에 그침

제안 시스템

일반적인 목적의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

웹페이지 내에서의 생성, 공유, 협업 지원

세밀한 모션의 보정 및 편집 인터페이스 

지원

3. 웹 애니메이션 생성 인터페이스

  제안하는 웹 애니메이션 생성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사

용자가 웹페이지에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첨

가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이 스크립트 

형태로 페이지에 삽입되는 방식이다. 이는 페이지에 독

립적인 방식으로 중계 서버를 거쳐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정적으로 페이지의 스크립트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을 작성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

는 데는 스케치기반의 애니메이션 생성 인터페이스 및 

직관적인 타이밍 컨트롤과 보정기법이 제공된다. 최종적

으로 생성된 애니메이션 정보는 별도의 애니메이션 서버

에 원본문서와 연결된 상태로 독립적으로 저장되고 관리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의 2D 애니메이

션 표현을 위해서 SVG(Scalable Vector Graphics: 

[그림 3] 제안 시스템의 구성

2차원 벡터 그래픽을 기술하기 위한 XML 마크업 언어, 

W3C 공개 표준)를 사용하며, 크로스플랫폼(여러 종류의 

컴퓨터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원하여 사

용자가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

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3.1. 웹 기반 애니메이션 시스템

웹에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기존의 대표적

인 기법은 제작 단계에서 애니메이션 미디어 객체를 페

이지 내의 지정된 위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웹 

페이지 상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애니메이션을 작성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웹 컨텐츠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

에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계층이 덧입혀지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웹 문서에 

포함되어 동작할 수 있는 Javascript나 ActiveX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 측 어플리케이션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Javascript를 기반으로 한 스크립트를 웹 페이지에 삽입

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모듈을 구성하고 있다. 사용

자가 원하는 페이지에 접근할 때 제공되는 서버를 경유

하여 Javascript 모듈을 포함한 페이지를 로드하기 때문

에 원본 문서를 변형하지 않는 기법이다.

이 방식은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대부분의 웹 컨텐

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적인 텍스트나 그림 위주의 페이지에 동적인 애

니메이션으로 시각효과를 높이고,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정보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그림 4].

(a) 원본 웹 페이지 (b)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페이지의 예

[그림 4] 정적인 페이지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한 예

한편 사용자들이 작성한 애니메이션 정보는 XML문

서 형식으로 원격 서버에 저장되어 해당 페이지와 연결

된 정보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생성된 이 애니메

이션 정보들은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페이지에 접근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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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동일한 시나리오로 표현된다.

[그림 5] 제안 시스템의 동작 화면

3.2. 애니메이션 생성 인터페이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 중 가장 사용자에게 쉽

고 직관적인 방식은 [그림 6]과 같이 직접 사용자가 모

션을 기록하는 Motion by example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나치게 사용자의 타이밍과 미적 감각에만 의존

하는 단점이 있으며 여러 물체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타

이밍을 조절하기가 난해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직관적

인 애니메이션 생성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쉽게 정형화되

고 다듬어진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도록 도와주며 여러 물

체 간의 타이밍 컨트롤을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는 모션의 경로를 정형화하는 

기법과 부분적인 타이밍 수정을 수행하는 보정 인터페이

스 기법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잉크로 

이루어진 객체들을 생성하고 이 객체들 각각에 대하여 

모션의 경로를 지정하고 나면, 이들 각각의 경로에 대해 

시스템은 Path beautification 선택 메뉴를 제공하여 노

이즈를 줄이고 정형화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K-Sketch의 Motion by example 

애니메이션 생성 인터페이스

또한 여러 객체들의 모션이 독립적으로 지정되는 애

니메이션 기법의 특성상, 객체간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부분

적인 보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다. 각 객체의 모션 경

로에 대한 부분적인 리터칭을 통해서 객체의 속도 조절

과 타이밍 동기화, 그리고 경로의 수정이 이루어 지게 

되는 방식이다.[그림 7]

 

 

(a) 사용자의 모션 지정

  

(b) Path beautification (c) 부분 리터칭 속도조절

[그림 7] 제안 연구의 애니메이션 보정 인터페이스

3.3.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개

발

사용자가 생성한 애니메이션은 웹 페이지의 다양한 

컨텍스트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용

자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웹 

컨텐츠 내의 XHTML/XML 객체들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웹 컨텐츠의 객체들을 인식

하고 이를 자바스크립트 모듈 내에서 접근하여 애니메이

션이 가능한 객체로 변환하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

한 애니메이션이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반응하는 상호작

용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을 위해 직관적인 이벤트 작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부여한 이벤트는 웹 

환경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공유되며 

이를 통해 작성자가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동작하는 애

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B)



4. 결론

  현재의 웹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식은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방식만이 제시되

어 있어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

이다. 쉽고 직관적인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의 개발

은 이러한 필요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사용자 친화적인 애니메이션 제

작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다루고 본격적인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활용을 위한 직관적인 애니메이션 생성 인터페이

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에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

지던 실험에서 실질적인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웹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용자

와 상호작용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인터페이스를 제안하

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쉽게 반영하

는 템플릿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와 기존의 웹 서비스와

의 연동을 통한 다양한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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