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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얼굴표정은 상 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간 으로 나타내는 요한 의사소통의 표 이 되며 

상 방에게 직 인 표 방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  방법은 컴퓨터를 매개체로 하는 메

신 간의 의사 달에 있어서 얼굴표정을 사용함으로써 상 방의 감정을 문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

니라 재 상 방이 느끼는 내 인 감정까지 인식하여 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3D 메시로 구성된 

얼굴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한  메시지의 한  음 을 분석 추출 하고, 3D 얼굴 메시에

서 8개의 입술 제어 을 사용하여 입 모양의 변화를 보여주는 3D Avatar 아바타 메신  시스템을 설

계  구  하 다. 

1. 서론 

   얼굴표정은 상 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직, 간

으로 표  가능한 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이러한 

얼굴 표정의 의사소통은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요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2,500만에 

이르며,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간 통신매체인 인스턴

트 메신 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이 넘

는 1,700만 명이 메신 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MSN Messenger가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 하고 있으

며, 하루에 650만 사용자가 Messenger 서비스를 사용하

고 있다[1]．

 최근 들어, 얼굴 표정을 이용하여 상 방에게 의사소통

의 러스를 하여  아바타를 이용한 메신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2]. 아바타와 같은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하는 유료 컨텐츠 서비스들은 인터넷의 

폭발 인 보 과 함께 이미 리 이용되고 있는 서

비스  하나이며, 아바타 생성 시스템들은 각각의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

터 육성․지원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여러 방법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아바타 메신 는 사

용자가 입력한 메시지에 능동 으로 처하여 실 인 

표정  표 을 구사하여 감정과 생각을 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패턴에 따라 웃거나,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

는 등의 간단한 이모티콘 기능만을 구 해주고 있는 실정

이며, 아바타 의류,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등의 아바타 아

이템을 사용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메신 의 얼굴표정

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스턴트 메신  상에서 3D 메시로 구

성된 얼굴 모델을 텍스쳐 매핑 후, 사용자가 입력한 한  

메시지의 한  음 을 분석 추출하여 입력된 메시지에 따

라 자연스러운 아바타 입 모양 변화를 사용자들에게 제공

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이로인해 얼굴 표정이 주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정확히 제공하고, 3D 아바타의 자연스

러운 입 모양 변화와 3차원  얼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설계  구 하여 웹상에서 보다 효과 인 의사소통이 가

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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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tant Messanger

  IM란 특정한 어 리 이션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미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친구가 네트워크에 로그온 하 을 때, 그 사실

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이

다. 이것은 한 어떤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오면 그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 여기서 미리 자신이 만들

어 놓은 목록을 Buddy List라고 부른다. Buddy list

는 온라인상에서 연락하고 싶은 동료나, 작업그룹 

회원, 는 친구들의 목록을 말하며, 인스턴트 메신

 로그램에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속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자주 사

용된다. 

  인스턴트 메신 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서버 종속 형과, 

서버 독립 형, 서버 종속 독립 형으로 나  수 있다. 서버 

종속 형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서버를 

앙에 두어 클라이언트 정보를 서버가 가지고 있고, 클

라이언트 간 통신 시 서버를 경유해 통신 하는 방식이다.  

서버 독립 형은 연결 서버가 없이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

트가 직  통신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이용하

는 곳에서 합한 방식이다. 서버 종속 독립 형은 서버 

종속 형에서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서버를 경유하지 않

고 클라이언트끼리 통신하는 방식으로 서버의 부하를 

이고 송속도가 빨라 많은 용량의 자료를 빠르게 보낼 

수 있다[3]. 

<표 1> 국내 인스턴트메신  황

UIN 

메신

소 트

메신

블루버드

메신

MSN 

메신

야후 

메신

개발업

체
UIN 디지토

블루버

드소

트

MS 야후

특징

인터넷

정보

검색

분산형

실시간

메시징

서비스

음성

채

USB와 

연동

핫메일, 

넷미 , 

아웃룩

연동

음성

채

   표  메신 인 ICQ Messenger는 앙에 서버를 두

어 클라이언트 간 사용자 정보를 송하고 클라이언트 간 

통신은 Peer-to-Peer로 직  통신 하는 방식인 서버 종속 

독립 형으로 구성되었다. MSN Messenger는 앙에 서버

를 두고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 클라이

언트 간 통신 시, 서버를 경유하는 서버 종속 형으로 구

성 되었다. ICQ Messenger는  ICQ  Server에 UDP로 

속하고 클라이언트 간 통신은 TCP/IP , UDP 통신 로

토콜을 이용하고, MSN Messenger는 TCP 기반으로 구성

되어 있다[4]. 국내 표  인스턴트 메시지 황은  <표 

1>과 같다.

  인스턴트 메신 에서 얼굴표 을 해 아바타를 이용하

고 있는데, 아바타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신을 표하

는 분신을 의미한다. 사이버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익명

성과 비가시성의 특징은 옷을 바꾸어 입듯이 쉽게 자신을 

바꿀 수 있게 하 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

체성은 자신을 표상하는 이미지들의 조합 안에서 무한히 

변형 될 수 있다. 가상에서 아바타는 실에서의 자아를 

나타내는 도구로 볼 수 있는데, 아바타와 사용자 간의 자

아실태는 리만족, 정 반응 추구, 기분 환, 재미 추

구, 독특함 추구, 자기표  등으로 분류된다[5].

3.  한  음

  언어는 인간의 의사 달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다. 언어가 문자화 된 것이 이다. 은 기호들이 

연속 으로 나열된 기호열로 볼수 있다. 한 은 , 

, 종성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조합가능한 음 이

총 14,364자에 이르며, 재 실용되는 한  한자 표 코드

(KSC5601)에서의 한 은 2350자이다[6]. 다음 <표 2>는 

조합 가능한 한  음 의 수이다.

<표 2> 조합 가능한 한  음  수

 

  본 논문에서는 음성에 따른 입 모양 추출을 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값을 추출 하여 입 모양 변

화 패턴을 설계 하는 방법으로 한 의 성, 성, 

종성의 값에 따른 자음과, 모음을 추출 후, 유니코드 

4.0의 한  코드 값과 비교 하여 한 의 성과 

성, 그리고 종성의 인덱스 값에 따라 아바타의 입 

모양이 변하는 패턴을 설계 하 다.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227

3.1 자음과 받침입술 소리의 입 모양 패턴

  자음 입술소리의 입 모양 패턴은 기본 인 자음이 

아닌 입술소리인 ‘ㅁ’, ‘ㅂ’, ‘ㅃ’, ‘ㅍ’ 로만 입 모양 패

턴을 분류 하 다[8]. 나머지 다른 자음은 입 모양 

변화가 모음에 따라 입 모양이 변화 되지만 자음의 

입술소리는 그 지 않고 최  함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구 모습에서 출발 하여 모음에 따라 입 모

양이 변화되는 것이다. 받침이 있는 입술소리의 입 

모양 패턴은 ‘ㅁ’, ‘ㅂ’, ‘ㅃ’, ‘ㅍ’ 이 받침으로 올 경우

에는 모두 입 모양이 함구된다. 최  입 모양은 자

음의 입술소리와 모음에 따라 변하게 되지만 최종 

입 모양 변화는 받침이 있는 입술소리가 올 경우 

‘ㅁ’, ‘ㅂ’, ‘ㅃ’, ‘ㅍ’ 에 향을 받아 최종 입 모양은 

함구가 된다.

 

3.2 모음에 의한 입 모양 패턴 

  모음에 의한 입 모양 패턴은 단모음 8개의 패턴을 

분석 한다. 단모음의 경우 ‘ㅏ(ㅑ), ㅓ(ㅕ), ㅗ(ㅛ), ㅜ

(ㅠ), ㅡ, ㅣ, ㅔ, ㅐ’ 로 구분하여 성의 입술소리 

이외의 자음이 올 경우 입 모양의 변화를 단 모음에 

따라 변하는 패턴을 분석하 다 

4. 3D Avatar Messenger 시스템

4.1 3D Avatar Messenger 구성

   3D Avatar Messenger는  <그림 1>과 같이 서버종속

형으로 구성했으며, DS(Dispatch Server), NS(Notification 

Server), AS(Avatar Server), DB(DataBase Server)로 구

성된다. 

 클라이언트 속 시 DS 서버는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NS 에 요청하고 NS는 DB에서 사용자에 한 정보를 가

져와 DS에 송하고 DS는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사용자 

정보를 송한다. 

<그림 1> 3D 메신  시스템 구성도

4.2  3D Avatar Messenger 구  

  본 논문에서는 3D Avatar Messenger의 로토콜을 구

하고 사용자의 한  음 을 분석 후, 입 모양에 따른 

그림과 1 : 1 매칭을 시켜 사용자 아바타 정보에 입 모양

의 변화를 주는 3D Avatar Messenger를 구 하 다. 

  3D Avatar Messenger의 사용인증 차가 끝나고 서버

에 속을 하게 되면 버디 그룹에 련된 사용자정보가 

클라이언트로 넘어 오게 되어 온라인 는 오 라인 상태

에 있는 사용자 리스트를 볼 수 가 있다. 다음 <그림 2>

는 사용자 인증과정과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2>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처리과정

4.3      입   모양       제어

  입은 얼굴 에서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달하는 가

장 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입의 특징은 입의 크기, 

입의형태, 입의 치로 구성된다. 입의 크기는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크기로 나태낸다. 입술의 특징요소를 기 으

로 제어 을 선정하 으며, 입술의 제어 은 입의 가로 

 세로크기, 입술의 치, 모양, 두께 등의 특징 요소로 

구분하여 8개의 입술 제어 을 두었고, 화의 모음과 자

음에 따라 해당 입술의 제어 을 이동하여 입 모양 제어

가  가능 하도록 하 다. 

  다음 <그림 3> 은 3D Avatar Messenger에 사용되는 

기본 얼굴 모델과 8개의 입술 제어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입술 특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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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본 얼굴 모델과 입술 제어

4.3    구 결과

  3D 아바타 인스턴트 메신 는 개발 툴은 Visual 

C++ 6.0 으로 개발 하 으며, OS환경은 Windows 

2000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사용자 정보  데이터

는 MS-SQL 2000을 사용하 으며, 실험 환경은 PC

를 이용하여 3D 아바타 인스턴트 메신  서버로 구

축하고,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각각 Windows 2000 

과 Windows XP 환경에서 진행하 다. 통신 로토

콜은 TCP를 사용하 고, 클라이언트 속포트는 1000번

으로 구 하 다. 

 다음 <그림 5>는 3D Avatar Messenger 사용자가 버디 

리스트에 있는 온라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해 

화 창을 실행시킨 후, 화 입력창에 메시지를 입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 시간과 동일하게 

아바타의 입 모양 변화가 사용자 메신 를 통하여 이루어

지게 된다.  

<그림 5> 클라이언트 메신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2D 이미지를 이용한 2D 아바타 메신  

구 에 이어 3D 얼굴 모델을 이용하여 아바타를 생성하

고, 사용자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추출 분석하여, 사용자

가 입력한 메시지에 맞추어 입체감 있는 아바타 입 모양 

변화를 주었으며, 입술 모양의 변화를 주기 해서 8개의 

입술 제어 을 이용하여 3차원 얼굴 움직임이 가능한 3D 

Avatar Messenger를 설계  구 하 다. 그러나, 8개의 

제어 만으로는 체 인 입술 움직임이 부족했으며 단지 

모음에 가까운 입 모양만 나타내  수 있었다. 제어 이 

다른 얼굴부분의 버틱스들과 겹침 상이 발생하여 매끄

러운 입 모양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입술 모양이 변

화 할 때마다 입 주변 메시들의 각진 상이 보 다. 

한 실제 개인의 얼굴 보다 모든 사람을 표하는 일반

인 얼굴모델인 형상모델만을 사용하여 실감이 떨어졌다.

  향후 연구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는 것이고, 입술 

제어 의 수에 따른 입술 모양 처리부분과 입 모양 변화

에 따른 오디오 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며, 한 한  

음 에 맞추어 입 주변 근육을 실 이고 입체감 있게 

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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