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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CG(Computer Graphics)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게임 관련 업계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게임 

창작 수준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수많은 게임은 실

제 세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여 게임의 사실

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시각적 표현에

서 더욱 사실적인 시각적 표현으로 변화하고 발전되

어 가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시각적으로 거칠었

던 3D 캐릭터가 현재는 피부 모공과 머리카락까지도 

자세하게 표현되어 사실적 인물과 매우 흡사하다. 하

지만 1970년 모리 마사히로(Masahiro Mori, 일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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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공학자)에 의하면로봇과 인간이 외모나 동작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인간이 로봇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놀라운 반응을 가지면서 갑자

기 극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인간과 로봇이 작

은 차이가 나타나면 인간의 눈에 거슬려 보이고 로봇

의 전체가 딱딱함과 공포감으로 좀비를 대하는 느낌

이 든다. 하지만 로봇과 사람과의 유사성이 계속 상

승하여 사람과 흡사하면 사람의 감정적 반응은 다시 

긍정적으로 되돌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입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이하, UV)’이다[1].

컴퓨터 그래픽의 3D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보다 

더 이상화된 인간형을 창조하려고 하지만 완벽한 사

람이 될 수 없는 심리와 재현적 측면의 간극이 남아 

있다. 이것은 실제 배우의 연기를 디지털 액터(actor)

가 차용하여 대신 배우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은 미래의 일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디지털 리얼리즘

과 과거의 영화적 리얼리즘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

지 않고 있는 미학적, 기술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만의 순수한 특성마저 창조

자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창조

할 수 있다면 미래의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실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2].

본 연구에서는 게임 캐릭터의 비정상적 특징 요소

로부터 캐릭터 눈의 크기 변화와 얼굴 비례 변화 2가

지 부분을 포함하며 게임 캐릭터의 표현요소가 UV

현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UV현상의 종속변인을 실

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캐릭터 감정표현과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을 볼 때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것이 바

로 캐릭터의 얼굴이며 얼굴 표정은 대사인 언어를 

제외한 내적 감정상태의 전달 수단 중에서 가장 복잡

하고 강력한 신호이며 캐릭터 성격의 시각적 표현이

다. 표현은 ‘얼굴표정’ 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단순히 

언어로서만이 아닌 외형적 접근으로 감정을 전달받

는 입장에서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감각과 지각을 

이용하여 전달자기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이 무엇인

가를 인식하여 해석한다. 따라서 시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영상에서의 연출 기능의 중요성

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캐릭터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

정표현은  언어로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으나 구강을 

사용하는 언어 매개체이 ‘대사’를 사용하지 않은 ‘비

언어적’ 감정표현 수단 중 하나이다. 표정이 지니는 

중요성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

를 보면 대사뿐만 아니라 몸동작, 표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를 관객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3].

얼굴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고 전달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캐릭터의 첫인상이자 

특성과 성격의 표상으로 대표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창작자는 캐릭터의 얼굴표정에 감정을 살릴 수 있도

록 신중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4].

2.2 Uncanny Valley의 개념

UV는 사람이 로봇이나 사람이 아닌 인공물에 느

끼는 감정에 관련된 로보틱스(robotics) 이론이다. 로

보틱스 이론은 모리 마사히로(Masahiro Mori)에 의

해 소개되었으며 처음에는 로봇의 인간에 대한 유사

성(human likeness)은 친밀도를 증가시키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하면 그것은 오히려 혐오감을 주다

가 인간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해지면,

친밀도가 회복되어 정상에 도달한다고 하였다[1,5].

모리 마사히로(Masahiro Mori)가 UV이론을 제시

한 후 세계 각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각기 다

른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상현

실(VR)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UV현상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오르게 되었다.

UV이론은 로봇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간과 유

사한 3D 애니메이션, 좀비, 인형, 광대 등을 볼 때 

불쾌감과 공포를 느끼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UV연구가 영화, 미학, 로봇 등으로 한정적

이다. 게임에서의 UV현상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기

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임 캐릭터에 대한 객관적

이고 실증적 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2.3 Uncanny Valley의 선행연구

김남훈(2013)의 연구[2]에서 UV현상의 원인은 

정신분석학적-미학적 교차점, 정신분석학적-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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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교차점, 그리고 심리학적-미학적 교차점에서 

대표성을 원인적 관점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원인적 특성을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 도출하였

다. 이것은 UV현상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

한 원인들로서 복합적으로 생성되는 인간의 심리 현

상에 기인한 포괄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렇듯 인간의 감정 유발 요인들은 복합성을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수용하는 감정에 대한 인

식도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

다.

J. Seyama & R.S. Nagayama (2007)의 연구에서 

실제 사람의 얼굴과 인공적인 얼굴을 모핑(mor-

phing)하여 사실 정도가 가공된 얼굴 이미지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을 측정함으로써 UV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얼굴은 사실성이 높을 때 가장 불쾌감을 줌

으로써 UV의 가설을 뒷받침하였으며 기이한 눈과 

같은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는 변형된 얼굴에서만 UV

가 확인되었다[6].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험 대상

의 사실성이 높을 때와 비정상적인 특징들일 때 UV

현상을 유발하였다.

정우설과 석혜정(2012)의 연구에서는 사실적인 

인간 캐릭터의 제작에서 모발과 피부 표현의 사실성

은 시각적 사실성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고 하였으며[7], 장필식 외(2016)의 연구에서는 3D

모델 외형의 추상화는 UV 회피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추상화와 모델 피부표면 질감의 사실성이 결

합되는 경우, UV와 관련된 부정적 감성이 오히려 확

대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8].

둥샤오와 조청운(2017)의 분석에서는 게이머의 

UV 심리학은 게임 제작 질의 향상과 게임 미학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였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스

크린은 더욱 사실적으로 되는 반면, 게이머는 비사실

적인 섬세한한 표현에 더 민감해져 게임에서 UV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9].

또한, 비정상적 특징 요소. 얼굴 비율의 왜곡은 보

다 디테일한 얼굴일 때 가장 불쾌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다. 눈은 특히 크기가  50% 확대될 때, 얼굴의 

불쾌감보다 훨씬 더 불쾌감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

다[10]. 공포 영화 CG 캐릭터의 UV 효과에 대한 실

증적 연구[11], UV와 미적으로 더 좋음[12], 로봇의 

범주와 역할 그리고 사용자 특성이 UV의 형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13], Social Media Data

를 이용한 UV현상의 언어권 별 차이 분석[14], R.

저메키스 감독 영화에 나타난 디지털 액터의 UV현

상에 관한 연구[15], UV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

용자 특성에 대한 연구[16], 휴머노이드 로봇의 

Uncanny 이미지 연구[17], 영화 CG 캐릭터의 감성

평가와 UV의 관계[18], 로봇 얼굴에 대한 UV 요인 

연구[19] 등의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문헌 조사를 종합해 보면, 캐릭터 표면 표현처리

의 사실성 정도와 눈의 사이즈 및 얼굴 비례의 변화

는 UV현상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 

캐릭터 디자인은 눈의 사이즈 및 얼굴 비례의 변화는 

창의적인 디자인에 속한다. 창의적인 캐릭터는 일반

적인 표현으로 외계인 캐릭터, 괴물 캐릭터, 카툰 캐

릭터 등 추상화된 캐릭터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앞

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의 결론이 자세

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지만, 그 연구 결과는 보편

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캐릭

터의 비정상적 특징 요소로부터 UV현상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3.1 실험방법 및 실험자극 설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두 가지 

유형의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게임 캐릭

터의 표현요소가 UV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유형이다. 두 번째, 게임 캐릭터의 표

현요소가 UV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 추

출하기 위해 UV현상에 대한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

여 UV현상을 중심으로 게임이 미디어에서 반복적으

로 언급되는 형용사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관련 전문가 3인의 형용사 

선정회의를 통해 전체 형용사를 긍정적 형용사와 부

정적 형용사를 분류하였다[20](Table 1).

마지막으로 UV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측

정하는 대표적인 형용사로 ‘호감이 있다’와 ‘친밀하

다’,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형용사로는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공포스럽다’를 추출하였다.

실험은 2가지 Part로 분류하였다. Part 1의 목적은 

UV현상의 종속변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UV현상에 대한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추출한 형용

사를 기본적인 UV현상의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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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V현상과 관련된 종속변인이 UV현상을 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사운드, 콘텐츠 유형 등 실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험의 두 가지 콘텐츠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영어 대화를 선정하여 일치성을 확보하였

다. 둘째, 실험 대상은 모리 마사히로(Masahiro

Mori)의 UV이론을 근거로 동영상-1은 에리카

(Erica, 인공지능 로봇)를 선정하였다. 에리카(Erica)

는 자연스러운 피부와 모발을 갖고 있으며, 생동감 

있게 정교하게 제작된 캐릭터는 인간의 외모와 매우 

흡사하고 현재 대표적인 인공 지능 로봇들 중 하나이

다. 동영상-2는 2018년 Quantic Dream이 개발한 대

표적인 게임인 Detroit Become Human 중 대표 캐릭

터인 클로에(Chloe)를 선정하였다. 이 게임 캐릭터 

디자인은 인간을 모방한 실제 인간 외모와의 환원도

가 매우 높다. 모공의 디테일을 포함하여 표면처리의 

피부 질감이 뛰어나며, 동작 디자인과 표정 애니메이

션 또한 매우 자연스럽다(Table 2).

Part 2 연구는 게임 캐릭터의 표현요소가 UV현상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가설을 설정하고 문헌 

조사를 통한 연구배경의 구체적인 연구 요소를  분석

하였다. 선행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UV현상의 영

향 요인은 캐릭터의 표면처리와 표정 애니메이션 2

가지로 분류하였다. 총 5개 독립변인을 각각 6개 실

험 자극을 제작한 뒤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총 12

개 실험 자극을 도출하였다.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것

을 통하여 UV현상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험

-2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방법을 사용하

였다. 실험 전, 추출한 5개 형용사를  UV현상을 판단

하는 근거로 하였고 실험-1을 통해 이 5개 형용사가 

UV현상의 판단 근거에 부합됨을 증명하였다. 따라

서 실험-2는 이 5개 형용사를 실험의 종속변인으로 

적용하였다. 제작된 실험 자극과 형용사에 대해 5점 

척도를 통해 피험자 66명 중 유효한 63명의 피험자 

설문지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 자극 중 두 그룹의 독립변인은 각각  표정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표면처리이다. 표정 애니메이

션에 관한 조작변수는 2개, 캐릭터 표면처리에 관한 

조작변수는 3개로 총 6개의 실험 자극을 제작하였다.

실험의 신뢰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하였고 다만 실험 필요에 따라 단독으로 캐릭터 

표면처리를 교체하고 표정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

다(Table 3).

3.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UV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

지만, 게임에서의 UV현상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

으로 UV이론의 기초에서 게임 캐릭터의 표현요소가 

UV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5개의 연구문제와 이에 따

른 연구가설을 3가지로 분류하여 객관적인 실증방법

을 통해 다음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1：캐릭터 표면처리와 표정 애니메이션

의 표현요소가 UV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가?

연구문제2：캐릭터 표면처리와 표정 애니메이션

의 표현요소가 어떤 경우에서 UV현상을 회피하는

가?

연구문제3：캐릭터 표면처리와 표정 애니메이션

의 표현요소가 어떤 경우에서 UV현상을 유발하는

가?

연구문제4：캐릭터 표면처리와 표정 애니메이션

의 표현요소 중의 어느 요소가 UV현상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5：캐릭터 표면처리와 표정 애니메이션

의 표현요소가 UV현상을 어떻게 회피하여 게임 몰

입감을 제고시키는가?

Table 1. Adjectives in groups.

Group Adjective group

Positive friendly, natural, intimate, familiar, likable

Negative

awkward, quaint, horror, freak, unnatural,
uncomfortable, unpleasant, disgusting,
painful, spooky, hate, strange, reluctant,
creepy, weird, scary, bizarre, uncanny,

Table 2. The experimental stimulation 

Experimental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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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표면) : 캐릭터의 표면처리 스타일은 UV현

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 낮은 수준의 표면처리와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는 UV를 회피할 것이다.

가설1-2 : 보통 수준의 표면처리는 UV현상을 유발

할 것이다.

가설2(표정)：캐릭터 표정 애니메이션은 UV현상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 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은 UV를 회

피할 것이다.

Table 3. List of independent variables in experimental. 

Character Surface Treatment

Texture Diffuse Bump Specular Eye

High level ⃝ ⃝ ⃝ ⃝

Medium level ⃝ ☓ ☓ ⃝

Low level
boundary surface
representation

☓ ☓ color only
representation

Note
Diffuse: pores, blemishes, eyebrows. Bump: skin bumps.
Specular: skin gloss. Eye: texture details of eyes and pupils.

Facial Expression Animation

Unnatural expression Mechanical or robotic movements.

Natural expression Natural movements such as humans.

Table 4. Average analysis of experimental results for 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UV.

Average Likeability Intimacy Disgust Unpleasantness Fear

Video-1 -1.36 -1.37 0.66 0.82 0.51

Video-2 1.42 1.26 -1.65 -1.4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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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2 : 부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은 UV현

상을 유발할 것이다.

가설3(영향력) : 캐릭터의 표면처리보다 표정 애

니메이션이 UV현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분석결과

4.1 실험-1 분석 결과

총 9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본 실험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의 결과를 제외한 90명의 응

답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기술한 데이터에 

따르면 UV현상 관련 종속변인에 대해 두 동영상의 

호감도, 친밀도, 혐오감, 불쾌감, 공포감의 평균값은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대비 정도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피험자가 두 동영상의 실험자극에 

대해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5개 

종속변인은 UV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4.2 실험-2 분석 결과

3D로 제작된 동영상을 실험 자극으로 캐릭터 표

면처리를 독립변인으로 정하고 5개의 추출 형용사를 

종속변인으로 정하여 평균분석과 반복측정 분산분

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캐릭터 표면처리의 평가항목에 대해 

동적 추세가 적게 보였다. 특히 낮은 수준의 표면처

리와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는 매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영향력이 적었던 친밀감, 혐오감, 불쾌감, 공

포감에서는 차이가 매우 적게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부터 볼 때 낮

은 수준의 표면처리와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보다 보

통 수준의 표면처리는 호감도, 친밀도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수준의 표면처리에 

대한 호감도는 0이하의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 낮

은 수준의 표면처리 친밀도와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

는 0이하의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볼 때 혐오감, 불쾌감과 공포감의 평가

항목은 0이하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수준

의 표면처리와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보다 보통 수준

의 표면처리에 대한 공포감, 불쾌감, 혐오감의 평균

값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캐릭

터 표면처리에서 낮은 수준의 표면처리와 높은 수준

의 표면처리에 대한 친밀도, 호감도에서 낮은 평균을 

도출할 것이라는 가설1은 성립하지 않았으며, 보통 

수준의 표면처리에서 공포감, 불괘감, 혐오감에서 낮

은 평균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가설2도 성립하지 

않았다. 표정 애니메이션의 평가항목에 대한 자연스

러운 표정 애니메이션과 부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

이션은 매우 큰 차이로 정반대의 평가결과를 보여주

었다.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 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

이션의 호감도, 친밀도가 약 1.0으로 높은 값을 도출

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의 공포감, 불쾌감, 혐오감이 -1.0이하로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3이 성립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자

Table 5. Analysis of statistical averages according to representation elements related to UV.

Average Likeability Intimacy Disgust Unpleasantness A sense of fear

High level 0.11 -0.06 -0.24 -0.17 -0.32

Medium level 0.35 0.14 -0.42 -0.33 -0.46

Low level -0.09 -0.15 -0.19 -0.10 -0.30

Unnatural expression -0.86 -1.00 0.95 1.12 0.97

Natural expression 1.10 0.95 -1.51 -1.50 -1.69

Table 6. Influence and significance probabilities for UV.

Experiment-Evaluation Items F P

Character
Surface
Treatment

Positive
Likeability 6.379 0.014

Intimacy 1.616 0.208

Negative

Disgust 0.336 0.564

Unpleasantness 1.081 0.302

A sense of fear 0.110 0.742

Facial
Expression
Animation

Positive
Likeability 778.840 0.000

Intimacy 578.297 0.000

Negative

Disgust 512.394 0.000

Unpleasantness 572.388 0.000

A sense of fear 795.54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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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의 호감도, 친밀도가 약 

-1.0으로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

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의 공포감,

불쾌감, 혐오감이 약 1.0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4가 성립하였음을 나타낸다.

Table 6에서 캐릭터 표면처리 변화에 따른 호감

도, 친밀도에 대한 분산분석표를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 보통 수준의 표면처리, 낮은 수준

의 표면처리 세 가지 캐릭터 표면처리에서의 차이는 

호감(F=6.379 P<0.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호감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밀도에 있어서는 유의

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릭터 표

면처리의 변화가 UV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감, 불쾌감, 혐오

감에 대한 분산분석표를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 보통 수준의 표면처리, 낮은 수준의 표면

처리 세 가지 캐릭터 표면처리에서의 차이는 공포감,

불쾌감, 혐오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릭터 표면처리의 변화가 UV현상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정 애니메이션 변화에 따른 호감도, 친밀도에 

대한 분산분석표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표정 애니메

이션의 차이는 친밀감(F= 578.297 P<0.01), 호감도

(F=778.840 P<0.01)에 모두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정 애니메이션의 변화

가 UV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혐오감, 불쾌감, 공포감에 대한 분산분석

표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표정 애니메이션에서의 

차이는 공포감(F=795.545 P<0.01), 불쾌감

(F=572.388 P<0.01), 혐오감(F=512.394 P<0.01)에 

모두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표정 애니메이션의 변화가 UV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UV이론을 기초로 연구 가설을 세워,

게임 캐릭터 표면처리와 표정 애니메이션이 UV현상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하였다.

먼저, UV현상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게임

이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형용사를 추출하

여 기본적인 UV현상의 종속변인을 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실험-1을 설정하여 종속변인이 UV현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5개 종속변인은 UV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

인으로는 친밀감, 호감도이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인으로는 공포감, 불쾌감, 혐오감이다.

둘째,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UV현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을 도출해 표정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표면처리를 연구요소로 최종 

도출하였다. 독립변인은 5가지, 그중에 캐릭터 표면

처리 요소는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 보통 수준의 표

면처리, 낮은 수준의 표면처리로 3가지, 표정 애니메

이션 요소는 부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과 자연

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으로 2가지를 설정하였다.

셋째, 실험-2 데이터를 통해, 캐릭터 표면처리의 

변화는 UV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표

면처리와 높은 수준의 표면처리는 UV를 회피할 것

이라는 가설1-1은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통 수

준의 표면처리가 UV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수준의 표면처리는 UV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 1-2는 성립되지 않았다. 보통 

수준의 표면처리는 UV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정 애니메이션의 

변화는 UV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중에 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은 UV현

상에 긍정적 큰 영향을 미쳐 UV현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 2-1이 성립되었다. 부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은 UV현상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쳐 UV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 2-2가 

성립되었다. 전체적으로 캐릭터의 표면처리보다 표

정 애니메이션이 UV현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으로서 가설3이 성립됨을 증명할 수 있

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간형 캐릭터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실험 자극을 제작하였으며, 단지 애니메이

션 표정과, 표면처리만 교체하였다. 실험 결과, 캐릭

터의 표면처리는 UV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캐릭터 표정 애니메이션은 UV현상에 큰 영향

을 미쳤다. 캐릭터의 표면처리보다 표정 애니메이션

이 UV현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부자연스러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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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애니메이션은 다른 모든 독립변인을 압도하며 

UV현상을 유발하였다. 게임 캐릭터가 몰입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UV현상을 피하여 무엇보다 캐릭터

의 표정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제작되어져야 한

다[21].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과 그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

전하고 소비자들은 게임 비주얼에 사실적 표현에 대

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게임 

산업에서는 3D Scan, Face Capture, Motion

Capture,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게임 속에서의 가상 캐릭터는 더욱 사실적인 

표현으로 변화 발전되어 UV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향후 UV현상에서 반감되는 요소들

을 도출하고 선호도가 높은 캐릭터 디자인과 다양한 

범위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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