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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언 니 리 상  피하는 가 드라  언 는 -리얼리  실  과가 

는지  량 , 실  검 하는 것 다.  해, 3D   만 처럼 추상 하고, 여 에 피  질감

 간  피 처럼 사실  표 하는  언 니 리    감  실  감 시킬 수 는지  

실험  통해 사하 다. 실험결과, 만  3D 에 간 피 재질  용하게  뜩함  도가 통계  

하게(p<0.05) 아지게 , 간다움  도에는 변 가 없는 것  나타났다. 또한 간  3D 에 만

식  피 재질  용하  뜩한 도(또는 근함)에 통계  한 차 가 나타나지 않 나, 간다움  도

는 통계  하게(p<0.05) 낮아지는 것  었다. 러한 결과는 -리얼리  실 는 큰 과가 

없 ,  지각단  충돌  야 하여 언 니 리  할 수  보여 다. 본 연  결과는 추후 언

니 리  극복하는  가 드라  개 하는  어 량 , 실  초 료  용 가능할 것

 다.

주 어 : 언 니 리, 뜩함, 추상 , -리얼리 , 3D 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cartoon-realism, 
which is referred to as a guideline for avoiding the uncanny valley phenomenon, is actually effective. An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methods that try to realistically express the texture of 
human skin while making 3D models whose outward appearance abstract like a cartoon actually reduce the 
negative sentiments associated with the uncanny valley phenomenon. The results found that when human skin 
textures were applied to cartoon-type 3D models, the degree of eeriness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while 
there was no change in the degree of human likeness. When cartoon-style skin textures were applied to 
human-type 3D mode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eeriness, but the degree of human 
likeness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These results show that, cartoon realism is not actually effective, and 
rather creates a perceptual conflict and induces the uncanny valley phenomen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quantitative and empirical data for developing design guidelines that will overcome the 
uncanny valley phenomen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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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 은 3D 컴퓨터 그래픽스(CG),

가상 실, SNS, 사물인터넷 등의 역에서 에 띄는

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와 련된 다양한 융복합 연구

들 한 활발히진행되고 있다[1,2,3,4]. 특히 3D CG 기술

은 련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지속 인발 으로

화, 게임, 고, 드라마 등의 역에서 인간의 상상과 가

상세계를 사실 으로 묘사하는 주된 도구로이용되고 있

으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화와 고의 경우, 간단한 소품부터 특수효과와

배경처리에 이르기까지CG 기술이 일상 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실사(實寫))와 가상의 CG 화면을 구분하기는 쉽

지 않다. 이러한사실 표 과 련하여 Flusser[5]가

측한 로, 기술의 발 에 따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간

극이 메워지는 시 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외형과 움직임을 모사하는 역에는 언캐

니 밸리(uncanny valley)라고 하는 상치 못했던 난

이 존재한다.

언캐니 밸리는 로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Masahiro

Mori)[6]가소개한가설로써, 로 이 사람의모습, 행동과

유사해질수록 사람들의 로 에 한 호감도(familiarity)

가 증가하지만, 유사한 정도가 일정 수 을 넘어서면 오

히려 격하게 거부감(eeriness)을 느끼게 되며, 사람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호감도 수 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Fig. 1] Uncanny valley graph[6]

발 된 CG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배우(actor)를 가상

의 3D 배우로 체한 화 이 타지(Final Fantasy,

2001)와 폴라 익스 스(The Polar Express, 2006), 베

오울 (Beowulf, 2007), 화성은 엄마가 필요해(Mars

Needs Moms!, 2011) 등은 기술에 한 찬사와 함께 비호

감 인물들에 한 혹평과 조한 흥행성 을 마주하 으

며, 언캐니 밸리의 형 인 들로 언 되고 있다. 이러

한 언캐니 밸리는 재, 3D CG활용 분야나 로보틱스 분

야에서 요한 디자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인간변

인을 고려한 실증 이며 체계 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

다.

1970년 발표된 모리의 가설[6]은 객 인 실험이나

체계 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최근

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언캐니 밸리 상을 실험 , 실증

으로 재 하는 기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

험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 사람과 인형의 얼굴을 모핑

(morphing)한 이미지를 이용한 Seyama와 Nagayama의

연구[7] 세 가지 로 을사용하여 언캐니 밸리 상을

찰한 Shimada 등의 연구[8], 화 바이센테니얼 맨

(Bicentennial Man, 1999)에 등장하는 인간과 로 이미지

를 모핑하여, 단계별 이미지자극을 이용한 장필식의 연

구[9] 등이 있었으나, 련연구 부분 모리의 언캐니 밸

리 상을 재 하는데 실패하 다. 하지만, 원숭이와 인

간 피실험자의 뇌반응을 측정한 실험들[10,11]에서는 언

캐니 밸리가 단순한 가설이나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즉, 원숭이에게 실제 원숭이 얼굴

이미지와 실제 원숭이와 비슷한 얼굴 이미지, 비 실

인 원숭이의 얼굴 이미지를 제시하 을 때, 실제 원숭이

와 유사한 원숭이 얼굴 이미지의 경우 찰 시간이 격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 실제 사람, 사

람과 흡사한 인간형 로 , 기계장치가 들여다보이는 로

을 피실험자들에게 제시하고 뇌반응을 측정한 Saygin

등의 실험[11]에서, 인간형 로 에 한 반응(감정 추와

시각 추를 연결하는 연결부의)이 다른 두 개 경우와 달

리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oddball 과제 실험을 통해 언캐니 밸리 상에 한 인지

부담 가설을 검증한 김 규 등의 연구[12]를 포함하

여, 언캐니 밸리의 기제를 밝히기 한 다양한 연구들

[13,14,15]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실증 연구들과는 별개로, 화, 고, 게임

등 CG 기술의 실무활용 분야 인문분야에서는 언캐니

밸리 상을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방법에 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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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고있다. 이들 표 인 것이인간형 3D 모델의

외형을 추상화(abstraction)하고, 만화처럼 추상화된 모

델의 피부 질감을 인간과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

(cartoon-realism)을 이용하여 언캐니 밸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3.16,17,18].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주

로 제시되는 가픽사(Pixar)가 제작한 화 인크 더블

(The Incredibles, 2004)이다. 즉, 등장인물들을 인간과 비

슷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만화(cartoon)처럼

추상화함으로써 언캐니 밸리를 우회하 다는 것이다

[13,17,18]. 한 subsurface scattering, normal mapping

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랍(wax)이나

좀비 느낌의 피부가 아닌, 실제 사람피부와 비슷하게 표

함으로써 섬뜩한 느낌을 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17,18]. 이러한 주장은 화 인크 더블 이후의 3D CG

컨텐츠 제작에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으며, 화면 표 해

상도가 높아지면서 그 용이 확 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즉, [Fig.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화 스타일의

얼굴형태에세부 인 얼굴의 , 주근깨, 수염, 실핏 등

정 하고 실제 인 피부묘사가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cartoon-realism은 일부 3D CG 문가의 언

[18]과 흥행에 성공한 3D애니메이션 화 한두 개를 근

거로 한 결과론 인 주장[13,16,17]으로써, 실제 언캐니

밸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한 실증 , 정량

연구는 아직 없다.

a. TinTin: The Secret of the

Unicorn, 2011

b. How To Train Your Dragon 2,

2014

[Fig. 2] 3D character model with cartoon-realism 

물론, 인간과 동일한 얼굴형이 아닌 단순화되고 과장

된 만화형의 얼굴은 언캐니 밸리 그래 상의 인간다움

(human likeness)을감소시킴으로서 언캐니 밸리에 빠지

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만화 스타일의 얼

굴형에 다시 인간피부에 한 리얼리즘(realism)을 결합

하는 것은 지각단서의 충돌(perceptual conflict)을 야기

하여 언캐니 밸리 상을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

구들은 언캐니 밸리의 부정 감성 유발이 지각단서의

충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비교 일 성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D 모델 외

형의 추상화와 3D 모델 피부 질감의 리얼리즘이 결합될

때(카툰-리얼리즘), 언캐니 밸리 상에 어떤 향을 주

는지, 즉, 언캐니밸리와 련된부정 감성을 실제로 감

소시킬 수 있는지에 해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

2.1 실험 차

언캐니 밸리는 인간다움의 축과 친근함의 축으로 표

된다. 친근함은 섬뜩함의 반 감성으로, 한국어 ‘친근

함’의 개념 모호함 때문에 기존 국내의 언캐니 밸리

련 실험[9]에서는 친근함 신 섬뜩한 정도를 이용하

다. 본 실험에서는 인간과 비슷한 정도와 섬뜩함의 정도

를 20단계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측정 하 다(일반

으로 이용하는 리커트 척도보다 정 하게 측정하되 스

마트 폰 화면의 넓이를 고려). 실험을 해 실험용 웹사

이트를 구축하여 웹 라우 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피실험자 응답을 웹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

하 다. 이미지 자극은 4.5인치(11.4cm)∼5.5인치(13.7cm)

스마트폰 화면 는 21인치(53cm) PC용 모니터 화면에

제시하 으며, 스마트폰에서는 터치스크린으로, PC용 모

니터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2.2 피실험

본 연구에 련된 실험들은 기 생명윤리 원회(IRB)

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실시되었으며, 학부과정에 재학

인 107명의 학생이 두 가지 평가실험에 참여하 다.

‘섬뜩함'에 한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87명으로, 나이는

만 19∼30세(평균 21.8세) 이었으며, 남자는 51명(58.6%)

이었다. ‘인간다움’에 한평가에 참여한 학생은총 96명

으로, 나이는 만 19∼30세(평균 21.6세), 남자는 62명

(64.6%)으로 이루어졌다.



3D 릭   추상  리얼리  언 니 리 상에 미 는 향

28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277-285

2.3 실험 극

실험에 이용된 이미지 자극은 DAZ 3D사의 3D 캐릭

터 모델링 소 트웨어인 DAZ Studio에서 3D 모델들을

선정,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하고, unbiased renderer인

Octane Render로 얼굴 부분을 더링하여 작성하 다.

3D 모델은 만화형 모델 4개(남성형 2개)와 인간형 모델

4개(남성형 2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제작에 이용하 다.

만화형 모델은 2D 만화 는 3D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

는 캐릭터들처럼 이 크고 비교 단순화된 텍스처

(texture: 재질)가 특징이며, 인간형 3D 모델은외형과 재

질이 최 한 인간에 가깝도록 제작된 3D 모델이다. 이미

지 자극은 원본 모델을 더링한 이미지 8개와 텍스처를

교환한 모델 16개, 총 24개로이루어졌으며, 제작된이미

지 자극의 는 [Fig. 3]와 같다.

a. Cartoon model with original

texture

b. Cartoon model with texture

swap(human texture)

c. Human model with original

texture

d. Human model with texture

swap(cartoon texture)

[Fig. 3] Example of face image stimuli (Cartoon and

human model with original, swapped texture)

3. 결과

데이터 처리와 통계 분석에는 최근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통계처리에 많이 이용되는[19] R version

3.3.1을 이용하 다. 피실험자들에 의해 평가된 인간다움

과 섬뜩함에 한 정규성 검정 결과, 유의수 0.05에서

두 종속변수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정규분포이외의 다양한 확률분포를 가

지는 자료에 용가능하며, 이상 (outlier) 처리에 유리

한 robust ANOVA[20]를 시행하여인간다움과 섬뜩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 다. robust ANOVA는

R의 WRS2 package를 이용하 으며, pairwise robust

comparison을 이용한 사후검정방법을 시행하 다[21,22].

3.1 뜩함

<Table 1>은 섬뜩함을 종속변수로 하고, 화면 크기

(screen: PC와 모바일), 3D 모델(카툰형, 인간형), 텍스처

교체여부를 독립변수로 robust ANOVA 분석을 행한 결

과이다. 각 독립변수들은 섬뜩함에 통계 으로 유의한

(p<0.01)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면×3D모

델’ ‘3D 모델×텍스처 교체 여부’ 등의 2인자 상호작용

이 통계 으로 유의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3인자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ource Statistic Sig.

Screen (A) 17.70 0.0001***

3D model (B) 731.65 0.0001***

Texture swap (C) 62.81 0.001**

A×B 6.36 0.012*

A×C 3.84 0.051

B×C 39.03 0.001**

A×B×C 2.54 0.112
*p<.05, **p<.01, ***p<.001

<Table 1> Robust ANOVA summary table 

           (Dependant variable : eeriness)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화면크기×3D모델’의 상호작용을 그래 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그래 상 평균치는 사평균(trimmed

mean)을 사용하 으며, 사평균의 robust pair-wise

comparison을 이용한 사후검정(post hoc test) 결과, 유의

수 0.05에서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평균치는 동일

한 알 벳으로 표기하 다. 만화형 3D 모델은 제시 화면

크기가 PC화면이든 모바일화면이든 사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간형 3D모델은 통계 으로

유의한(p<0.05)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간형 3D 모델의 경우, 모바일화면 보다 PC화면에제시

될 때, 섬뜩함에 한 사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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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raction plot involving the trimmed means

of the eeriness response for screen and 

3D model (texture swap ignored)

‘3D 모델×텍스처 교체 여부’는 유의확률 0,001로써 섬

뜩함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

는데, 상호작용을 그래 로 나타내면 [Fig. 5]와 같다.

[Fig. 5] Interaction plot involving the trimmed means

of the eeriness response for texture swap

and 3D model (screen type ignored)

사평균의 pairwise comparison을 이용한 사후검정

(post-hoc test) 결과, 유의수 0.05에서 인간형 3D 모델

은 텍스처 교환 여부에 따라 섬뜩함의 사평균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화형 3D 모델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다. 만화형 3D 모델에 있어,

텍스처 교환 시, 교환하지않은 경우보다 섬뜩함의 사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2인자 상호작용을 살펴보았을 때, 상호작

용에상 없이 모든 경우에있어서, 만화형 3D 모델에

한 섬뜩함 사평균은 인간형 3D모델에 한 섬뜩함

사평균 값보다 통계 으로 높은 것으로 찰되었다.

3.2 간다움

<Table 2>는 화면크기(screen: PC와 모바일), 3D 모

델(카툰형, 인간형), 텍스처 교체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인간다움을 종속변수로 하여, robust ANOVA 분석을 시

행한 결과이다. 세 개 독립변수들은 모두 ‘인간다움’에 통

계 으로 유의한 (p<0.05)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화면크기×3D모델’ ‘3D모델×텍스처 교체 여부’,

‘화면크기×텍스처 교체 여부’ 등의 2인자 상호작용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p<0.05) 것으로 확인되었다. 3인자 상

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Statistic Sig.

Screen (A) 6.77 0.01*

3D model (B) 1049.85 0.0001***

Texture swap (C) 216.54 0.001**

A×B 10.99 0.001**

A×C 4.45 0.036*

B×C 160.77 0.001**

A×B×C 2.63 0.105
*p<.05, **p<.01, ***p<.001

<Table 2> Robust ANOVA summary table 

           (Dependant variable : human likeness)

통계 으로유의한(p<0.01) 것으로확인된 2인자 상호

작용 ‘화면크기×3D모델’의 상호작용을 그래 로 나타

내면 [Fig. 6]과 같다. 사평균의 pairwise comparison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만화형 3D 모델은 제시 화면크기

에 따라 인간다움의 사평균에 통계 으로 유의한

(p<0.05)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화형 3D

모델은 모바일화면 보다 PC화면에 제시될 때 ‘인간다움’

의 사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찰되

었다. 인간형 3D모델의 경우에는 PC화면이든 모바일화

면이든 사평균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한 텍스처 교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모바일과

PC화면상 없이인간형 3D모델이 만화형 3D모델에비

해 인간다움 사평균이 높은 것으로 찰되었다.

[Fig. 7]은 ‘화면크기×텍스처 교체 여부’의 2인자 상호

작용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사후검정(post hoc test)

결과, 유의수 0.05에서 텍스처가 교체되지 않은 경우에

는 모바일 화면과 PC 화면 간에 인간다움의 사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텍스처 교환 된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에 제시될 때와 PC 화면에 제시될

때 통계 으로 사평균 상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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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teraction plot involving the trimmed 

means of the human likeness response 

for screen type and 3D model (texture 

swap ignored).

[Fig. 7] Interaction plot involving the trimmed 

means of the human likeness response 

for screen type and Texture swap (3D 

model ignored).

즉, 텍스처를 교환 한 경우, 모바일 보다 PC화면에 제

시될 때 인간다움의 사평균이 통계 으로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3D모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과 PC 화면 모두에서 텍스처를 교환하지 않

은 경우가 교환한 경우보다 인간다움의 사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찰되었다.

‘3D모델×텍스처 교환 여부’의 2인자 상호작용은 인간

다움에 통계 으로 유의한(p<0.01)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상호작용을 그래 로 나타내면 [Fig. 8]

과 같다. 사후검정(post hoc test) 결과, 유의수 0.05에

서 만화형 3D 모델은 텍스처 교환 여부에 따라 인간다움

의 사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간

형 3D 모델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찰되었다. 인

간형 3D 모델에 있어, 텍스처 교환 시, 교환하지 않은 경

우보다 인간다움의 사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p<0.0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화면 크기를 고려

하지않을경우에 텍스처교환 여부의두 가지경우모두,

인간형 3D모델의 인간다움 사평균 값이 만화형 3D모

델의 인간다움 사평균에 비해 통계 으로 높은 것으로

찰되었다.

[Fig. 8] Interaction plot involving the trimmed 

means of the human likeness response 

for 3D model screen type and Texture 

swap (screen type ignored).

3.3 근함- 간다움 간  계

언캐니 밸리에 련된 기존연구들[13,14,15]에서는 친

근함(섬뜩함)에 한 평가치와 인간다움에 한 평가치

를 각각 이미지 자극 별로평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곡선

맞춤(curve fitting)함으로써 친근함이 격히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화면

종류(모바일, PC)에 따라 인간다움과 친근함의 정도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악되었으므로, 모

바일 화면과 PC화면으로 나 어 인간다움과 친근함 간

의 곡선맞춤을 시행하 다. 곡선맞춤에는 인간다움과 섬

뜩함 두 가지 평가실험에 모두 참여한 76명의 평가치들

을 이용하 으며, 이들 피실험자들의 나이는 만 19∼30

세(평균 21.7세), 남자는 46명(60.5%)이었다.

<Table 3>은 모바일 화면을 이용한 평가치를 상으

로 곡선맞춤을 실시한 결과이다. 곡선맞춤의 합도

(goodness-of-fit)비교에는AICc(Akaike’s Information Criteria

with small sample bias adjustment)와 BIC(Bayesian or

Schwartz’s Information Criteria)를 이용하 다(두 가지

척도 모두 작을수록 좋음). 선형(linear)～4차 모형

(Quartic) 곡선맞춤결과, AICc로는 3차모형의 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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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높고 그다음 2차 모형이, BIC로는 3차, 4차모형의

차례로 합도가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dj R2 값은 4차

모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차와 4차모형의 경우, 인간과 비슷한 정도

가 증가함에 따라 친근함이 증가하다가정체를 보이거나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언캐니 밸리와 비슷해 보이

는 구간이 찰된다.

Model F Sig. Adj R2 AICc BIC

Linear 30.84 1.40e-05*** 0.56 124.78 127.11

Quadratic 52.33 6.94e-09*** 0.82 105.78 108.38

Cubic 39.75 1.29e-08*** 0.84 105.37 107.93

Quartic 32.99 2.62e-08*** 0.85 105.81 107.94

***p<.001

<Table 3> Curve fit analysis and comparison of 

models with AICc and BIC in mobile 

screen

[Fig. 9] Trimmed mean familiarity by trimmed 

mean human likeness and curve fits in 

mobile screen.

<Table 4>는 PC 모니터 화면을 이용한 평가치를

상으로 한 곡선 맞춤 결과이다. 선형모형에서 4차 모형

AICc와 BIC 모두 2차, 3차, 4차모형의 차례로 합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dj R2 값은 4차 모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4차모형의 경우, 인간과 비슷한 정도가 증가함에 따

라 친근함이 증가하다가 정체를 보이는구간이 찰되었

다(human-likeness 10∼15 역).

Model F Sig. Adj R2 AICc BIC

Linear 45.52 1.47e-06*** 0.64 117.36 119.70

Quadratic 51.35 8.19e-09*** 0.81 103.53 106.14

Cubic 33.88 4.93e-08*** 0.81 105.99 108.55

Quartic 26.41 2.62e-08*** 0.82 107.78 109.91

***p<.001

<Table 4> Curve fit analysis and comparison of 

models with AICc and BIC in PC screen

[Fig. 10] Trimmed mean familiarity by trimmed 

mean human likeness and curve fits in 

PC screen.

4. 결   

언캐니 밸리는 자극이 얼마나 인간과 비슷한가와 섬

뜩함 간의 계에 기 한다. 섬뜩함에는 화면크기와 3D

모델유형(만화, 인간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즉, 인간형 3D 모델의 경우 모바

일 화면 보다 PC화면에 제시될 때 섬뜩함의 사평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D모델유형과텍스처 교체여부

의 상호작용효과 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는데, 인

간형 3D모델과는 달리, 만화형 3D 모델의경우 텍스처를

교체하 을 때 섬뜩함의 사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인간형 3D 모델은 만화형식의 피부재질로 바꾸었을 때

섬뜩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만화형 3D모델

은 인간과 비슷한 피부재질로 교체할 경우 섬뜩함이 유

의하게(p<0.05) 증가하 다.

인간다움에는 화면크기, 3D모델유형, 텍스처 교체여

부의 2인자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한(p<0.05)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인자 교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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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았다. 만화형 3D 모델은 모바일 화면보다 PC

화면에 제시될 때 더 인간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인간형 3D모델은 유의수 0.05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텍스처를 교환한 경우에는 모바일화면보다 PC 화면

에 제시될 때 더 인간답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텍스처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 인간다움의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 3D 모델에 상 없이 모바일과 PC

화면 모두, 텍스처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가 교환한 경우

보다 더 인간답게 느껴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인간형 3D모델은 피부 재질을 만화형 재질로 교체할

경우,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인간답게 느껴지는 정

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하지만, 만

화형 3D 모델은 인간 피부재질을 용하더라도 인간다

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화형 3D

모델에 인간 피부 재질을 용하게 되면 섬뜩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지게 되나, 인간다움의 정도에는 변화가

없다. 둘째, 인간형 3D모델에 만화형식의 피부재질을

용하면 섬뜩한 정도( 는 친근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으나, 인간다움의 정도는 유의하게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언캐니 밸리를 회피하는 가이드라인으

로 언 되는 cartoon-realism이 실제로는 큰 효과가없으

며, 오히려 언캐니 밸리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즉, 3D 모델 외형의추상화는 언캐니 밸리 회피에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추상화와 모델 피부질감의 리얼리즘이

결합되는 경우, 언캐니 밸리와 련된 부정 감성이 오

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악된다.

본 연구는 8개의 특정 3D 모델과 이에 종속되는 재질

을 기반으로 자극이미지들을 생성함으로써, 3D 캐릭터

모델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고려하지못하 다는 한

계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추후 언캐니 밸리

를 극복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

량 이며, 실증 인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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