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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CG애니메이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들 때 모션 캡쳐를 이용한 페이셜 리깅(페이셜 

리깅)은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페이셜 리깅에서 

FACS와 PSD 이용한 모션캡쳐 페이셜 리깅기술은 대형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사용하는 고급 기술으로 알려지고 

있다. CG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반지의 제왕>, <planet 

of Apes>, <Avarta>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나 최신 게

임캐릭터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FACS이론

을 도입한 페이셜 모션캡쳐 기술은 대규모의 축적된 데

이터베이스와 인하우스 소프트웨어(In house software)

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와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본 연구는 FACS와 PSD를 이용한 캐릭터 

페이셜 리깅에 관한 연구로서 이 기술은 FACS와 PSD의 

사용을 단순화 하여 소형 애니메이션 회사 에게는 제작 

효율을 높여주고 시간당 제작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Ⅱ. 본론

1. 일반적인 모션 캡쳐용 페이셜 리깅

  일반적인 모션캡쳐 페이셜 리깅에서는 캐릭터 얼굴에 

마커(Maker) 붙이고 나서 마커 동작 데이터를 추출 한 

후 그 데이터를 CG 캐릭터의 페이셜 리깅 조인트(joint)

에 연결하여 페이셜 애니메이션이 구현 되게 된다.

▶▶ 그림 1. 일반적인 페이셜 리깅 과정

2. FACS 와 PSD를 이용한 모션 캡쳐용 페이셜 리깅

  얼굴의 모션캡쳐 동작 데이터를 얻고난 후 FACS의 분

석을 통해서 캡쳐 한 표정들 대해 분석 하고 이 분석을 

통해 나온 표정을 포즈 라이브러리(Pose library)에서 이

에 해당 되는 표정을 골라서 PSD에 적용을 하게 된다. 

정확한 FACS 분석 및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FACS 

데이터 가 필요하며 분석량이 많을수록 더 정확도가 높

아지게 된다.

▶▶ 그림 2. Facs 와 PSD를 이용한 페이셜 리깅 과정

3. 기존 방법의 문제점

  FACS 분석과 PSD를 이용한 페이셜 모션 캡쳐는 기존

의 고전적인 모션캡쳐 데이터를 직접 스킨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조인트에 적용하는 방법 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교하며 미묘한 표정까지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구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실적인 캐릭터의 표정 연출

에 있어 대단히 효과적이며 최신 영화의 시각특수효과에

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서는 구현하는 스튜디오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고급기

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FACS 분석은 특성상 많은 축

적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이를 구현할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고급 기술력의 필요성 때문

에 현재 FACS 분석과 PSD를 이용한 페이셜 모션 캡쳐기

술은 해외의 대규모 스튜디오에서만 제작이 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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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작은 소규모 스튜디오와 개인제작자들은 구현이 불

가능하다.

4. 본 연구를 통한 새로운 페이셜 리깅 방법

  본 연구는 Maya 소프트웨어의 포즈에디터를 이용한 

카툰 캐릭터표현을 위한 모션캡쳐 페이셜 리깅 의 제작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방법은 포즈 에디터가 가지고 있

는 포즈의 생성기능과 PSD 기능을 이용하여 FACS 분석

과 PSD를 이용한 페이셜 리깅 모션 캡쳐와 유사한 기능

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중소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 리깅 작품에도 적용

이 가능하도록 연구한 것이다. 기능들을 단순화하여 사

실적인 캐릭터로의 적용은 힘들지만 보다 단순한 카툰캐

릭터와 실시간으로 구현이 필요한 게임 캐릭터등에는 효

과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카툰 캐릭터의 페이

셜 리깅 만들 때에는 모션 캡쳐 기술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본 연구의 기술은 일반적인 모션 캡쳐 리깅

으로 만들 수 없는 과장된 표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

며 애니메이터가 직접 새로운 얼굴 표정을 만들고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FACS표를 참고하여 예상이 가능한 모든 표정을 카

툰 스타일로 제작한다. 이 때 표정들은 Maya 소프

트웨어의 포즈에디터(PSD)로 제작을 하며 이를 포

즈에 등록 시킨다.

  (2) 모션캡쳐 데이터를페이셜 리그에 연결하고 조인트

의 움직임으로 생성된 표정이 포즈에디터를 작동하

도록 한다.

  (3) 캡쳐된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한 표정을 즉시 포즈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 할 수 있다.

  (4) 애니메이터 혹은 모션캡쳐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 

직접 조인트를 조작하여 추가적인 애니메이션과 표

정을 만들 수 있다.

▶▶ 그림 3. 본 연구를 이용한 페이셜 리깅 과정

5. 세부 제작 과정

  본 연구는 Maya 소프트웨어의 포즈에디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기법으로 기존 스킨 클러스터를 이용한 

페이셜 캡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FACS와 

PSD의 페이셜 캡쳐 방식의 복잡한 작업 과정을 쉽게 일

반적인 스튜디오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제작 과정의 처음 시작은 일

반 모션캡쳐와 동일하게 모션 캡쳐 데이터를 페이셜 리

그의 조인트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후 데이터가 적용된 

조인트의 포지션에 따라 Maya 의 포즈에디터에서 사전

에 정의된 포즈에 따라 그 표정이 실시간으로 연출 되도

록 한다.

▶▶ 그림 4. 세부 제작 과정

Ⅲ. 결 론

  본 연구는 마야의 새로운 기능인 포즈에디터가 포즈를  

등록하고 이 포즈에 따라 셰입(shape)을 만들 수 있는 

PSD 기능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모

션 캡쳐된 데이터를 받은 조인트의 위치에 따라 사전에 

제작된 페이셜 쉐입을 적용시킬 수 있다. 사전에 제작된 

페이셜 쉐입은 사실적인 모양부터 단순한 카툰 캐릭터의 

과장된 모습까지 전부 가능하게 하며 전통적인 방식의 

페이셜 캡쳐가 이용하는 스킨 클러스터 방식의 디포메이

션(Deformation) 대신에 PSD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정

확한 표현이 가능해 질 수있다. 본 연구를 발전시켜 PSD

를 이용한 사실적인 캐릭터의 페이셜 구현이 가능한 리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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