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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용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수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대화식

매팅을 이용한 2D 가상 컬러 헤어스타일러에 관한 것이다. 사전에 준비된 그래픽 헤어스타일 외에도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보유한 2D 실사 영상으로부터 상호대화식 매팅 기술을 사용하여 헤어스타일을

분리․추출한 후, 영상 간 픽 앤 드롭(pick-and-drop) 방식으로 옮겨와 두상에 부착한 다음, 필요시 헤

어스타일의 컬러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저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헤어스타

일의 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때 헤어스타일의 분리․추출은 사용자가 전경 객체의 개략적 윤곽을

그려줌에 따라 점증적으로 알파 매트를 계산하는 상호대화식 매팅 기술을 사용한다. 그리고 헤어스타

일의 컬러 변경은 명도 차분 맵(intensity difference map)에 기반한 모발 컬러 매핑 기술을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은 직관적이고 편리한 상호대화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피로도

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숙련자도 간단한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자연스러

운 가상 헤어스타일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다.

1. 서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생성은 컴퓨터 그래픽스와 애니메이션 분야의 오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데, 인간의 헤어스타일과 매

우 흡사한 외형과 특성을 제공하는 우수한 연구 결

과들[1-7]이 다수 제안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캐릭

터(digital character)’를 넘어 ‘디지털 액터(digital

actor)’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최근의 3D 컴퓨터 애

니메이션 분야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인간 모발

의 정적․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디지털 헤어스타일

의 생성 작업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

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디지털 헤어스타일의 생성은

그 과정의 대부분을 난해한 수작업에 의존하기 때문

에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컴

퓨터 그래픽스 플랫폼과 응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

고 또한 고도로 숙련된 작업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

는 난제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가발 업계와 미용 업계를 중심으

로 PC나 웹 기반 환경에서 2D 인물사진과 미리 준

비된 2D 그래픽 헤어스타일을 합성하여 상대적으

로 간편하게 예상 헤어스타일을 생성하는 가상 헤어

스타일 생성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가발 업

계로 유명한 (주)하이모의 가상 헤어스타일 생성 서

비스인 ‘Hi-MO Virtual Hair System’[8]의 경우, 인

터넷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후, 별도의 통보

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과 헤어스타일을 제공하는 서

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Demkin

Technologies의 ‘Salon Style Pro’[9], 브라질 Visual

Music Software의 ‘Hair Pro 2008’[10]은 오프라인상

에서, 그리고 한국 (주)뷰티비지의 ‘헤어코디 4.0’[11]

및 일본 아데랑스의 헤어트라이(Hairtry)[12]는 온라

인상에서 GUI 환경에서 2D 인물사진을 불러오기한

후, 미리 준비된 복수의 2D 그래픽 헤어스타일들 중

에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를 인물

사진에 어울리도록 사용자 입력을 통해 정렬시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Salon Style Pro, Hair Pro 2008, (주)뷰티비지의 헤

어코디 2.0, 아데랑스의 헤어트라이 등은 비교적 편

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가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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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성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유형이 사전에

준비된 그래픽 헤어스타일로 국한되는 단점이 있다.

제안된 2D 가상 컬러 헤어스타일러는 사용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수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에 준비된 그래픽 헤어스타일 외

에도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보유한 2D 실사 영상으

로부터 상호대화식 매팅 기술을 이용하여 헤어스타

일을 분리․추출한 후, 영상 간 픽 앤 드롭

(pick-and-drop) 방식으로 옮겨와 두상에 부착한 다

음, 필요시 헤어스타일의 컬러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저비용으로 활용 가능

한 헤어스타일의 수를 증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의 모발, 모피 동물의 털, 식물의 솜털 등과 같

이 애매모호한 윤곽 형상을 갖고 있는 객체는 이진

분할(binary segmentation) 기술만을 이용해서는 완

벽한 분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발과 같이 난해한

전경 객체를 대상으로 고품질 매트를 추출하기 위해

서는 상호대화식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강건한 매팅

알고리즘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안된 방법에서 헤어스타일의 분리․추출은 사용

자가 전경 객체의 개략적 윤곽을 그려줌에 따라 점

증적으로 알파 매트를 계산하는 상호대화식 매팅 기

술[13]을 사용한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의 컬러 변경

은 명도 차분 맵(intensity difference map)[14]에 기

반한 모발 컬러 매핑 기술을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

은 직관적이고 편리한 상호대화식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피로도를 경감시킴

과 동시에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숙련자도

간단한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자연스러운 가상 헤어스

타일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다.

2. 제안된 2D 가상 컬러 헤어스타일러

제안된 방법은 크게 상호대화식 매팅[13]에 기반

한 픽 앤 드롭(pick-and-drop) 단계와 모발 컬러 매

핑(hair color mapping)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픽 앤 드롭 단계에서는 헤어스타일을 변형하고 싶은

특정인 혹은 특정 캐릭터가 담긴 원본 모델 영상을

선택한 후,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영상을 입력 받아 상호대화식 매팅을 통해 모발 형

상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한 모발 형상을 영상 간

픽 앤 드롭(pick-and-drop) 방식으로 집어서 원본

모델 영상 내로 옮겨 놓은 다음에 기하 변환을 통해

원본 모델 영상 내의 특정인 또는 특정 캐릭터의 두

상에 어울리도록 정렬하고 조정함으로써 헤어스타일

이 변형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 헤어스타일의

컬러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모발 컬러 매핑 단계에

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서 사용자 입력

을 통해 명도 차분 맵(intensity difference map)[14]

에 기반한 모발 컬러 매핑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컬러로 변경할 수 있다.

2.1 헤어스타일의 픽 앤 드롭(pick-and-drop)

그림 1은 헤어스타일의 픽 앤 드롭 과정을 예시한

것이다.

(a) 원본 모델 영상 (b) 헤어 추출 영상

(c) 픽 앤 드롭(pick-and-drop)

[그림 1] 헤어스타일의 픽 앤 드롭 과정

우선, 헤어스타일을 변형하고 싶은 특정인 혹은

특정 캐릭터가 담긴 원본 모델 영상(그림 1(a))을 선

택한다. 이후,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또 다

른 영상인 헤어 추출 영상(그림 1(b))을 입력 받아

상호대화식 매팅 기술을 이용하여 모발 형상을 추출

한다. 혹은 사전에 준비된 그래픽 객체 형태의 헤어

스타일들 중에서 원하는 모발 형상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출하거나 선택한 모발 형상을

그림 1(c)와 같이 영상 간 픽 앤 드롭

(pick-and-drop) 방식으로 집어서(pick) 원본 모델

영상 내로 옮겨 놓는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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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 (b) 회전

(c) 크기 조절 (d) 투명도 조절

[그림 2] 헤어스타일의 기하 변환

이후, 이동(그림 2(a)), 회전(그림 2(b)), 크기조절

(그림 2(c)), 투명도 조절(그림 2(d)), 반사 등과 같은

기하 변환을 통해 원본 모델 영상 내의 특정인 또는

특정 캐릭터의 두상에 어울리도록 정렬하고 조정함으

로써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헤어스타일이 변경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3] 픽 앤 드롭 과정을 적용한 처리 결과(I)

[그림 4] 픽 앤 드롭 과정을 적용한 처리 결과(II)

2.2 명도 차분 맵을 이용한 모발 컬러 매핑

모발 모델 영상의 모발 형상 영역에 가상적으로

매핑할 모발 컬러가 그림 5와 같은 GUI상에서 사용

자 입력이나 시스템 입력을 통해 선택된다. 이어서

명도 차분 맵[14]에 소정의 반영 비율을 곱한 값과

이 모발 컬러의 명도 성분값을 대응되는 화소단위로

합산한다. 이후, 모발 모델 영상 내 모발 형상 영역

의 명도 성분값을 합산 결과값으로 대체하고, 모발

형상 영역 내 채도 성분값과 색상 성분값은 화소단

위로 대응되는 상기 선택된 직물 컬러의 채도 성분

값과 색상 성분값으로 대체함으로써 모발 컬러를 변

경한다.

[그림 5] 명도 차분 맵을 이용한 모발 컬러 매핑 과정

제안된 방법의 모발 컬러 매핑 과정을 좀 더 상세

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본 모델 영상을 HSI 컬러 모델로 변환하

여 명도 성분 영상 I(intensity)을 산출한다. 이후, 식

(3)과 같이 원본 모델 영상의 명도 성분 영상

  에서 모발 형상 영역의 평균 명도값 를 계

산한 후, 모발 형상 영역에 포함된 각 화소의 명도

값에서 평균 명도값 을 감산하여 명도 차분 맵

  을 산출한다.

 

 
 ∈

 

   
 ∈



(3)

식 (4)는 원본 모델 영상에서 추출한 모발 형상

영역의 명도 차분 맵   를 나타낸 것이다. 식

(3)과 식 (4)에서  및 는 각 모발 형상 영역 에

포함된 화소의 수평 좌표 및 수직 좌표를 가리키는

것이다. 는 해당 모발 형상 영역의 화소수를 의미

하는 것으로, 여기서 는 모발 형상 영역이 다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을 시에 이를 인덱싱하기 위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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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4)

이어서, 사용자 입력이나 시스템 입력을 통해 원

본 모델 영상의 모발 형상 영역에 가상적으로 매핑

시키고 싶은 모발 컬러가 선택되면, 식(5)과 같이 '

명도 차분 맵에 소정의 반영 비율 을 곱한 값'과

'모발 컬러의 명도 성분값'을 각 화소별로 합산한다.

이후 합산 결과값으로 원본 모델 영상 내 모발 형상

영역의 명도 성분값을 대체한다. 한편, 모발 형상 영

역 내 채도 성분값과 색상 성분값은 각각 모발 컬러

의 채도 성분값과 색상 성분값으로 대체함으로써 모

발 컬러 매핑을 모두 수행한다.








′′    ′   


′′    ′ 


′′   ′ 






for   ∈  

소정의 반영 비율 는 식 (6)와 같이, 식 (3)에서

구한 모발 형상 영역의 평균 명도값 로, 모발 컬

러 명도값  
′을 나눗셈한 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과 소정의 가산 상수 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안

된 방법에서 가산 상수 는 2.5를 사용하였다.

   ln






′ 




(6)

3.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된 2D 가상 컬러 헤어스타일러의 타당성과

보편성을 평가하기 위해, Intel Core 2 Duo

2.16GHz(2GB RAM) 랩탑에서 Microsoft Visual

C++.NET 2005를 사양한 시험 영상을 대상으로 제

안된 방법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2D 가상 컬러 헤어스타일러의 프로그램 명

칭은 ‘BeautiPicker(뷰티피커)’로서 ‘미용실’을 의미하

는 ‘Beauty Salon’의 ‘Beauti’와 ‘따오다’의 의미를 가

진 ‘Picker’의 합성어이다.

[그림 6] 제안된 시스템(BeautiPicker)의 초기 실행화면

가상 컬러 헤어스타일러는 그 특성상 공인된 정량

적 평가 방법이 부재한 바, 불가피하게 주관적 평가

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7∼그림 9는 헤

어스타일의 픽 앤 드롭 과정을 적용한 결과들을 예

시한 것이다. 이러한 영상 간 픽 앤 드롭

(pick-and-drop)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헤어스타일의 수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7] 픽 앤 드롭 과정을 적용한 결과 영상(I)

➡

[그림 8] 픽 앤 드롭 과정을 적용한 결과 영상(II)

➡

[그림 9] 픽 앤 드롭 과정을 적용한 결과 영상(III)

제안된 방법에서 상호대화식 매팅 특성은 자연스

럽고 사실적인 모발 컬러 매핑 결과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안된 방법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의 매팅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있지만 2차원 영상의 특징상, 배경의 복잡도나 대비

도와 무관하게 원하는 모발 객체를 자동으로 완벽하

게 추출할 수 있는 상호대화식 매팅 기술은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이미 모발 영역의

형상 윤곽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또는 블루 스크린

과 같은 매우 단순한 배경 위에 전경이 존재하는 모

발 모델 영상을 이용할 경우에 좀 더 양호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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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자 모발 카탈로그나 패션

잡지 등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모발 모델 영상의 경

우, 비교적 양호한 조명 조건과 단순한 배경에서 촬

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을 부분적으

로 사용하는 상호대화식 매팅 기법을 적절하게 적용

하면 비교적 실용적이면서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0∼그림 12는 모발 컬러 매핑을 적용한 결

과 영상들을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에서 좌상단의

영상이 컬러 변경 전의 영상이고, 나머지 영상은 모

발 컬러 매핑을 적용한 결과 영상들이다.

[그림 10] 모발 컬러 매핑을 적용한 결과 영상들(I)

[그림 11] 모발 컬러 매핑을 적용한 결과 영상들(II)

[그림 12] 모발 컬러 매핑을 적용한 결과 영상들(III)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컬러 매핑 결과

를 획득함을 알 수 있다. 기존 기술에도 모발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원본

모델 모발의 컬러나 명도에 매우 의존적인 결과를 제

공한다. 그러나 제안된 모발 컬러 매핑의 장점은 원

본 모델 모발의 컬러나 명도에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D 가상 컬러 헤어스타일러에 있

어서 상호대화식 매팅에 기반한 픽 앤 드롭 과정과

모발 컬러 매핑을 이용하여 가상 헤어스타일을 생성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사전에 준비된 그래픽 객체 외에도

실사 영상에서 직접 추출한 헤어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추출한 헤어스타일 외에도 다양한 컬러의 헤

어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기

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수

가 제한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피로도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숙련자도 간

단한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자연스러운 가상 헤어스타

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사양의

컴퓨터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 비용이

저렴하고 인터넷 환경이나 모바일 환경에서도 용이

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가상 헤어스타일 생성 방법은 가발 업계뿐

만 아니라 컴퓨터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및 게임

응용, 인터넷 아바타, 미용실 및 이용실의 예상 헤어

스타일 생성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용

분야를 찾을 수 있다. 제안된 가상 컬러 헤어스타일

러를 관련 분야에 적용할 경우, 응용 콘텐츠 창출의

저비용화와 고품질화를 기대할 수 있고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 분야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기 개발된

기존의 제품군에 적용하여 조기에 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은 처리할 수 있는 영상에 다

양한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단

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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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안된 방법에 대한 성능 개선이 있을 경우,

디지털 특수효과, 2D/3D 가상 헤어스타일 시뮬레이

션 기술, 2D/3D 가상 사이버 패션 기술, 사이버 캐

릭터 생성, 2D/3D 애니메이션의 저작, DTV 콘텐츠

저작, 사용자 친화형 아이콘 제작 분야의 기존 기술

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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