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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인터렉티브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사용자가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기반 저작 도구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제안된 저작 도구는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설계하였고 제

작된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모바일기기에서 활용하도록 이미지와 xml 파일로 생성한다.  제안하는 저작도구를 통해서 애니메이

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코드 구현 방식보다 다양한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interactive animation), 저작도구(authoring tool)

I.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놀이와 참여 상호작용 을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가는 방식의 학 습 수요가 늘어나면서 게임·애니

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들을 개발하였다. 최근까지 개발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들은 

유․아동을 위한 한글, 영어 수학 등의 지식전달이나, 지능개발을 위한 

콘텐츠들이 다수를 차지해 왔다. e-Learning 교육의 확산과 함께 

에듀테인먼트 산업이 전성기 시대인 현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 국내의 모바일 미디어에서 교육 분야는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인터넷을 주요 

기반으로 한 유아교육 콘텐츠의 발달은 일정한 시장을 이루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특히 스마트기기에서의 교육 앱 개발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한 매체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기기 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 하지만 

현재의 앱은 외국어 학습이나 음악, 미술 등 예체능 위주의 학습 

콘텐츠가 대부분이며 도서(동화)의 경우 단순히 듣고 보는 유형이거나 

한글 익히기, 영유아를 위한 동요 등이 대부분이다[3]. 그러므로 단순히 

보고 듣는 동화 어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을 확장하고 영유아와 스마트기기 콘텐츠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채널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렉티브 동화를 제작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인터렉티브 에듀테인먼

트 콘텐츠 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저작도구

를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II.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저작도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렉티브 애듀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애니메이션 저작도구는 스프라이트 편집, 애니메이션 편집, 

애니메이션 렌더링으로 [그림1]과 같이 구성된다.

Fig. 1.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저작도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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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프라이트 편집

인터렉티브 애듀테인먼트 콘텐츠에서 움직이는 개체에 대한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할 이미지를 편집한다. 개체의 움직임이 필요한 동작대

로 그 움직이는 각 단위의 이미지를 모두 편집하여 최적화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최적화로 편집된 개체의 동작 단위별 이미지와 

정적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2.2 애니메니션 편집

여러 개의 이미지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통해서 화면에 뿌림으로써, 

개체가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와 

개체의 동작을 다양하게 편집하여 연속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

션의 프레임을 생성한다. 편집된 프레임에서 움직이는 개체들 및 

개체의 단위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애니메이

션 효과를 위한 필요한 속성을 설정한다.

2.3 애니메이션 렌더링

웹 브라우저나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해 하나씩 차례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애니메니션을 위한 프레임별 이미지와 XML 파일로 

생성한다. 즉, 일련의 프레임별 이미지들이 하나의 GIF 파일로 저장하

거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 개발에서 애니메이션 표현하는 형식으로 

XML 파일과 프레임별 이미지를 PNG로 저장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한 필요한 속성 정보를 저장한다.

III. 실험 및 결과

실험환경은 Windows PC 환경, 구현언어는 Java 그리고 GUI는 

Swing으로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렉티브 애듀테인

먼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애니메이션 저작 도구는 [그림2]와 같다.

Fig. 2.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프로토타입 저작도구

Fig. 3. 저작도구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XML 파일

저작 도구를 통해 편집하여 [그림3]과 같이 생성한 애니메이션의 

프레임별 이미지와 XML 파일, 애니메이션 효과 파일 등으로 안드로이

드 기반으로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결과가 [그림4]이다.

Fig. 4.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구현 결과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기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하는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GUI환경 애니메이션 

저작도구를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저작도구 시스템에 한 장의 종이에

서 캐릭터를 색칠하고 이를 스마트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화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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