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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ing 기법을 활용한 대화구문기반 영상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 내 3D 캐릭터 Lip-sync Animation제작

정원조*, 이동열**, 유석호, 경병표, 이완복

Production of Lip-sync Animation, 3D Character in Dialogue-Based 

Image Contents Work System by Utilizing Morphing Technique

Won-Joe Jung*, Dong-Lyeor Lee**, Seuc-Ho Ryu, 

Byung-Pyo Kyung, Wan-Bok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화구문 기반 영상 콘텐츠를 위한 캐릭터 제작 흐름을 설정하고, 폼 노아의 마우스 차트를 
활용하여 3D 캐릭터에 lip-sync Animation을 적용해 캐릭터를 제작해보았다. 애니메이션 프레임 간 부드러운 연출이 
가능한 Vertex Animation Morphing 기법은 자연스러운 입 모양을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캐릭터
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고 학습자에게 종전보다 높은 전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몰핑기법, 립씽크,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캐릭터.

Abstract  In this study, the dialog syntax-based video content production flow for the character set, 'Form 
Noah' chart using the mouse, lip-sync Animation been making 3D characters were applying. Vertex Animation 
Morphing techniques by expressing the natural shape of the mouth for the characters engaging and the 
transmission of visual information for the viewers to be able to get a high intelligibility is considered.

Key Words : Morphing, Lip-sync, 3D Animation, Content Creatio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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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어 교육은 단순히 청각만을 

이용한 방법보다 더욱 효과 이다.[1] 한국 정부에서는 

제7차 등 어 교육과정부터 시청각 타이틀을 학교에 

배포하여 장의 어지도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재 

한국 내에서는 교육용 시청각을 활용하는 교재가 활발하

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  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청각 타이틀과 기능성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들은 어 발음에 맞추어진 사실 인 입 모양을 표 하

지 못하고 있다. 음성과 캐릭터의 입 모양을 맞추는 

lip-sync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습에 한 몰입을 유도하

고 더불어 시각 인 정보 습득을 통한 교육 효과 증진을 

도모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버텍스 애니메이션 

임 간 Morphing 기능을 활용한 화구문기반 상 콘텐

츠 작 시스템 3D 캐릭터 Lip-sync Animation 을 연구 

개발 하고자 한다. 

화 구문기반의 상 콘텐츠 작 시스템은 숙련된 

문가 외 일반 사용자가 제공되는 콘텐츠로 어려운 교

육과정이 없이 제작 가능하다. 사용자는 제작하고자 하

는 텍스트 형태의 어 구문만  비하면, 제공되는 다양

한 캐릭터 세트와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동

상 세트 에 한 조합을 선택하고 비된 텍스트 

구문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합성된 음성에 캐릭터의 

입 모양과 애니메이션이 동기화된 동 상으로 제작 가능

한 화 구문기반의 상 콘텐츠 작 시스템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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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화구문기반 영상 콘텐츠 저작 시스템 플로우

[그림 2] Skeleton Animation 기법 (좌), Vertex Animation Morphing 기법 (우)

고, 학습 콘텐츠에서  step-by-step 단 로 제어 가능하

게 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도록 이벤트 편

집기능을 추가하고, 최종 으로 용 범 를 더 넓  서

버기반의 웹 콘텐츠 작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일반 사용

자가 보다 은 비용으로 쉽게 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2. 대화구문기반 영상콘텐츠 저작 도구

시스템의 개요

화구문기반 상 콘텐츠 작시스템은 TTS(Text 

to Speech)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음성 일들을, 먼  

만들어놓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동기화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배경과 합성한 후 최종 으로 컴퓨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 상 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그림 

1]은 시스템의 로우 차트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스템

의 제작 기반 OGRE 3D 엔진이므로 표정 애니메이션 표

에 합한 Vertex Animation Morphing기법과 몸동작 

애니메이션에 합한 스 톤 애니메이션 기법을 같은 

모델링 오 젝트에 용시킬 수 없다. 이로 인하여 

Morphing기법이 사용되는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여 제작

하고 게임엔진 상에서 머리와 몸의 좌표 값을 지정하여 

캐릭터를 구 하 다. [그림 2]는 머리 부분은 Vertex 

Animation Morphing 기법, 몸통은 Skeleton Animation 

기법을 용한 캐릭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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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M, B, P S, N, E, G E, A, K, Q A, Y R, E O, W L, D V, F

<표 1> 폼 노아 마우스 차트 기본 8가지 입 모양

[그림 3] 3D 캐릭터 제작 프로세스

3. Lip-sync와 3D 캐릭터 영어 발음 

   애니메이션

Lip-sync란. 텔 비  드라마나 화에서, 화면에 나

오는 배우나 가수의 입술 움직임에 맞추어 음성을 지칭

하는 말이다. 립싱크는 항상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있어

서 인물묘사에 필수 인 부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이

내믹한 연기와 표정, 그리고 립싱크가 완벽하게 재연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객들은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고 

실에 존재하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며 더욱 그 애니메

이션에 몰입하게 된다[2].

어권 애니메이션에서는 기본 으로 8가지 입 모양

으로 애니메이 (Animating)을 한다. 여러 가지 감정의 

표 을 하려면 많은 입 모양이 필요하겠지만 기본 인 8

개의 입 모양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응용하면 다양한 감

정을 표 할 수 있다[3].  [표 1] 의 폼 노아 마우스 차트

의 기본 8가지 입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본 인 입 

모양을 토 로 감정표 을 제외한 캐릭터의 일반 인 

어 발음을 표 할 수 있다[4]. 

4. Morphing 기능을 활용한 3D 캐릭터 

   Lip-sync Animation 제작

4.1 3D 캐릭터 제작

3D 캐릭터 Lip-sync Animation의 제작 기반 OGRE 

3D 엔진 내 구 을 해 Vertex Animation Morphing 기

법이 사용되는 머리와 Skeleton Animation 기법이 용

된 몸통을 분리하여 제작하고 게임엔진 상에서 Script 구

성을 통하여 머리와 몸의 좌표 값을 지정하는 방식을 사

용하 다. [그림 3] 3D 캐릭터 제작 로세스를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 제작된 얼굴 모델링 데이터는 UVW 

unrapping 방식의 Mapping을 통하여 3D 컬러 이미지를 

구성한다. 이후 폼 노아의 마우스 차트를 반 하여 8개의 

입 모양의 발음을 KeyFrame Animation 통하여 제작하

다. 제작과정을 4단계로 구분 지으면 다음과 같다. 

1) 얼굴 애니메이션 리스트 작성

- 등학교 교과서를 심으로 어떤 표정이 필요한가

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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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_f_07>

neutral

기본 상태의 표정

a

"아"발음

e

"이" 발음

I

"에"발음

o

"오"발음

u

"우"발음

eu

"으"발음

closeyes

을 감는다.

angry

화난 표정

smile

미소

happy

입크게 웃기

sad

슬 표정

<표 2> 캐릭터의 얼굴표정 및 발음 애니메이션 제작 이미지

- 분석한 결과를 토 로 필요한 표정 결정.

2) 얼굴 애니메이션 제작

가. 실 애니메이션 제작.

- lip-sync 애니메이션은 입모양만 애니메이션 되게 

제작.

- 표정 애니메이션은 조  과장되게 표 .

- morpher기술을 사용하여 제작. 필요한 표정을 미리 

만들고 morpher에 등록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나. 애니메이션 export.

- export시 OgreMax export를 사용 하여 export.

- object setting시 skin 애니메이션 선택하여 옵션 조정.

- material의 이름이 정확하게 export 되지 않는다면 

임의의 material을 용 시켰다가 다시 원래의 

material을 용시킨 후 export.

3) 검수

- lip-sync가 어색하지 않은지 검토.

- 애니메이션의 이름이 정상 으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

- 애니메이션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4) 최종 결정

- 부드러운 표정이 표 되도록 반복 으로 검토하고 

편집하여 제작물 도출.

- neutral 1개, lip-sync 6개, 표정 7개 제작.

결과물로써 [표 2]는 소녀( 일명 : child_f_07) 캐릭터

의 얼굴표정  발음 애니메이션 제작 이미지이다.

4.2 Lip-sync Animation 적용

화구문에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 

문장들은 음성 데이터로 바 게 됨으로, 음성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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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Talk in Editor’대화구문의 음성 및 애니메이션 합성과정 

캐릭터의 움직임이 동기화가 되어야 한다. 이때 음성 데

이터의 순서, 길이 등의 모든 시간정보는 TimeLine에 있

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더링의 기 을 삼는다. 다음은 

시간 T를 기 으로 음성과 캐릭터의 동기화를 통해 더

링 하는 것을 보여 다. 

1) 더링의 기 이 되는 시간 T를 기화 한다.

2) 기  시간 T에 해당하는 TimeLine 객체를 검색해

서 찾아낸다.

3) 검색된 TimeLine 객체에서 해당하는 캐릭터들의 

상태와 변화 시간을 알아내고 그에 따라서 화면을 

더링 한다.

4) 기  시간 T에 맞는 음성 데이터와 화면을 동기화

시킨다.

5) 기  시간 T를 한 장면에 해당하는 시간인 임 

타임만큼 증가 시킨다.

6) T와 TimeLine의 체 시간과 비교하여 T가 체 

시간 보다 작을 경우 2)～6)을 반복한다. T가 체 

시간보다 클 경우 더링을 완료한다.

화목록에서 편집한 화 문구를 TTS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오디오 일로 장 후 생성된 오디오 일의 

시간 길이를 기 으로 하여 개별 캐릭터들의 동작  표

정 등을 편집 가능하도록 UI를 구성하 다. 타임라인은 

오디오 캐릭터의 동작, 표정의 총 3개의 이어로 구성되

어지며 캐릭터가 화하는 내용과 동기화 되도록 동작 

표정 등을 타임라인 UI상에서 드래그 하여 정 하게 시

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4]는 제작된 ‘Talk in Editor’

의 화구문의 음성  애니메이션 합성과정 이미지이다.

4.3 Morphing Animation

일상 인 화 시 입 모양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발음

의 연속성으로 한 단어씩 발음이 되지 않는다. 각각의 음

들이 끝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음 이 

발생 시에는 앞 음 과 뒤 음 의 간 을 가지고 연

음발음 상을 나타내게 된다. 연음 발음 상을 

Animating하기 해 Vertex Animation Morphing 기법

을 용하 다. 이 기법은 화상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

법으로 구 에는 원래의 이미지와 변화시킬 2개 이상의 

상이 필요하며, 이들 복수의 상 간에 응 을 찾아

서 이미지를 변형시킨다. [표 3]은 단 음  발음 시와, 연 

음  발음 시 얼굴 Vertex Animation표   Animation 

keyframe timeline과 입 모양 변화의 계를 보여 다. 

Morphing기법을 용함으로써 3D 캐릭터 Lip-sync 

Animation keyframe 화 음  간 환이 부드럽고 자

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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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Vertex Animation Morphing 기법 적용 대화 구문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화구문 기반 상 콘텐츠를 한 캐

릭터 제작 흐름을 설정하고, 폼 노아의 마우스 차트를 활

용하여 3D 캐릭터에 lip-sync Animation을 용해 캐릭

터를 제작해보았다. Vertex Animation Morphing기법은 

자연스러운 입 모양을 표 함으로써 캐릭터에 한 몰입

감을 높이고 시각 인 정보의 달을 통해 시청자에게 

종 보다 높은 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스러운 3D character lip-sync 해서는 캐릭터의 입

술의 모양 이외에도 턱 의 움직임  치아와 가 

Animating 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본 논문은 이를 용하

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이를 보완한 련 연구가 

필요하며 개선된 작 시스템의 테스트를 통한 Lip-sync 

Animation효과에 한 정량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본 

시스템을 완성해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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