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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두 얼굴간의 얼굴 변형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으로서 직선형 경로를 이용한 

얼굴 모핑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이 때 두 얼굴 모델은 서로 독립적으로 3D 스캔되어 텍스처매핑

을 거쳐서 생성된 별도의 3D 모델로서, 본 알고리즘은 이러한 얼굴 모델들간의 버텍스와 폴리곤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모핑을 구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알고리즘의 주요 기능으로는 절단

면의 생성, 3 차원 메쉬의 2D 메쉬화, 대응 영역의 설정, 대응 폴리곤 탐색 및 보간 데이터 추출 

등이 포함된다.  

 

1. 서론 

현재 2D 모핑 구현을 위해 여러가지 많은 알고리

즘이 개발되어있다. 그러나 3D 모핑 알고리즘은 아직

까지 선특수처리, 데이터베이스화, 굴곡이 심하여 파

라미터화한 모델의 메쉬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1] 

[3][4][10]. 또한 일반적으로 3D 스캔 모델은 텍스

처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텍스처를 모핑해야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2][3][4][8]. 

또한, 본 연구팀이 기존 연구에서도 3D 얼굴 데이

터를 2D 로 펼쳐서 보간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구(Sphere)를 사용하였으며 이 경우에 메

쉬가 중첩되어 있는 귀 부분의 처리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10].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

쉬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직선형 경로를 이용하여 

3D 메쉬 데이터를 2D 형태로 펼친 후에 대응하는 좌

표값과 컬러값을 모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3D 스캔 데이터의 재질이 텍스처 데이

터가 아닌 버텍스당 컬러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2. 전체 알고리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얼굴 모델간의 모핑을 

구현하기 위해 3 차원 얼굴 모델을 2 차원 평면으로 

펼친 후에 얼굴의 특징점을 기반으로 하여 얼굴 영역

을 구분하고, 두 얼굴의 해당 영역간의 보간 데이터

를 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림 1)은 전체 알고

리즘을 설명하는 개요이다. 다음 절부터 각 알고리즘

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연구는 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제품안전관리, 인증제도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그림 1) 전체 알고리즘 개요 

3D 데이터 읽기 

 

중심점 설정 및 회전 

 

절단면 생성 

 

3D 메쉬의 2D 메쉬화 

   

부분 영역 설정 

 

버텍스 폴리곤 대응 

비율 데이터 추출 보간 데이터 추출 

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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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점 설정 및 회전 

서로 독립적인 두 얼굴 데이터를 매치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각 얼굴의 중심점을 정의한다. 이 중심점

은 보간 데이터 추출에 필요한 직선형 경로를 구하는

데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된 3D 얼굴 모델은 

(그림 2)와 같은 MPEG-4 FDP (Facial Definition 

Parameter)의 점 [9.3]을 중심점으로 설정하였다[5]. 

 

 

 

 

 

MPEG-4 FDP FDP [ 9.3] 

 

(그림 2) MPEG-4 FDP 와 중심점 설정 

 

이 때 절단면의 방향을 올바르게 생성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FDP 의 점 [3.5]와 [3.6]에 의해 

생성되는 단위 vector 를 Y 축 기반으로 (1, 0, 0)이 

되도록 회전시킨 후 FDP 의 점 [9.3]과 [9.15]에 의

해 생성되는 단위 vector 를 X 축 기반으로 (0, 0, 1) 

되도록 회전 시킨다. 

 

Y 축 기반 정면 조정 

X 축 기반 정면 조정 

 

(그림 3) 얼굴 3D 메쉬 회전 

 

4. 직선형 경로를 이용한 절단면 생성 

다음 과정은 3D 얼굴 모델을 2D 평면으로 펼치기

위해서 얼굴 중심점에서 출발하여 얼굴의 표면을 거

쳐서 모든 버텍스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경로를 관통하는 절단면

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으나[9], 본 논문에서는 얼굴 

중심점으로부터 3D 메쉬 표면을 따라가는 절단면 생

성을 위해서 (그림 4)와 같은 직선을 생성한 후에 x, 

y 좌표 값만을 이용하여 절단면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4) 직선을 이용한 절단면 생성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절단면을 이용하여 

중심점으로부터 목표 버텍스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하

기 위해서 (그림 5)와 같이 절단면과 교차하는 폴리

곤의 모서리 길이의 총합을 더한다. 

 

 

 
 

(그림 5) 3D 메쉬 표면을 따라가는 최단 거리 

 

 

5. 3D 메쉬의 2D 메쉬화 

3D 얼굴 모델은 이상과 같이 직선형 경로로 목표

점까지의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림 6)

과 같이 3D 메쉬가 2D 형태로 펼쳐지게 된다. 이 2D 

메쉬는 서로간에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기

존연구에서와 같이 복잡한 구조에서 생기는 중첩된 

모델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메쉬와 메

쉬간에 중첩된 영역이 없는 완전한 2D 형태의 구조

를 가지게 되어 보다 용이한 보간 데이터 추출이 가

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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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D Mesh 를 2D 형태로 펼친 모습 

 

 

6. 부분 영역의 설정 

얼굴 모델을 2D 평면으로 펼친 후에는 서로 대응

하는 영역들간의 매핑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얼굴 모델의 영역을 구분하는 일이 필

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영역의 설정에 있어서 고려

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두 얼굴의 매핑에 있어서 대

응 영역끼리 매핑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다. 즉, 얼

굴의 특징점들이 매핑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

어 한 얼굴의 눈 부분이 다른 얼굴의 눈 부분으로 매

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MPEG-4 의 FDP 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 영역을 잡

아주었다. (그림 7)은 FDP 의 특징점을 이용해서 직

사각형 형태의 영역으로 구분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 부분 영역의 설정 

 

 

7. 버텍스와 폴리곤의 대응 

보간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해당 버텍스가 어

떠한 폴리곤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지 알아내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그림 8)의 CCW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목표의 3D 폴리곤의 세 버텍스들을 적용시켜 버

텍스들이 어떠한 폴리곤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낸다. 

 

 
 

(그림 8) CCW 알고리즘 

 

 

 
 

(그림 9) 버텍스와 폴리곤의 대응  

 

모든 버텍스에 대한 대응하는 폴리곤 탐색이 완료

되면 (그림 10)과 같이 버텍스와 해당 폴리곤의 비율 

데이터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 비율 데이터는 3D 메

쉬 데이터에서 보간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그림 10) 비율 데이터의 추출 

 

 

8. 보간 데이터 추출 

얼굴의 부분 영역간의 보간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서는 앞 절에서 추출된 비율 데이터 정보를 본래의 

3D 메쉬 데이터로 가져온다. 다음은 (그림 11)과 같

이 각 버텍스와 해당 폴리곤에 추출해온 데이터를 이

용하여 보간 데이터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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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보간 데이터 추출 

 

9 모핑 구현 결과 

모든 버텍스에 대하여 보간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

다면 좌표치와 컬러값에 대한 각 보간 데이터를 이용

하여 렌더링을 한다.  

모핑 알고리즘 구현에 이용된 3 차원 얼굴 모델의 

형식은 X3D 이며 [6][7], 얼굴 버텍스의 개수는 

20000 ~ 60000 개, 폴리곤의 수는 50000 ~ 120000

개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그림 12). (그림 13)은 모핑

의 결과이다. 

 

 

  
버텍스 수 : 51239 개 

폴리곤 수 : 101432 개 

버텍스 수 : 56343 개 

폴리곤 수 : 111718 개 

 

(그림 12) 테스트 3D 얼굴 모델 

 

 

 

 

 

 

 

 

 
(그림 12) 보간 데이터를 이용한 모핑 

 

10. 결론 

본 논문에서는 3D 얼굴 스캔 모델의 버텍스와 메

쉬 데이터의 변경 없이 원래의 데이터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두 얼굴 모델간의 얼굴 변형을 시뮬레이션 

하는 3 차원 모핑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특히 코, 

눈꺼플, 귀와 같이 굴곡이 심한 부분에서의 보간 데

이터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스캔 데이터가 텍스처를 가지는 경우

에 이미지 대신에 각 버텍스에 RGB 칼라값을 주는 

방법으로 텍스처 모핑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 모핑 알고리즘의 활용분야는 3D 얼굴 애니메이

션 및 얼굴 관련 제품 제작에 활용되어질 수 있으며 

직선형 경로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3D 모델의 

치수나 면적 데이터 추출 등에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3D 얼굴 형상 모델을 이용하여 얼굴 전체뿐 아

니라 눈, 코, 귀 등의 부분 가상 성형의 시뮬레이션으

로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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