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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실 인 3D 얼굴 모델링과 얼굴 표정 생성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실 인 3D 얼굴 모델링 기법

에서 개별 인 3D 얼굴 모양과 텍스쳐 맵을 만들기 해 Generic Model Fitting 기법을 용하 다. Generic 

Model Fitting에서 Deformation Function을 계산하기 해 개별 인 얼굴과 Generic Model 사이의 응 을 

결정하 다. 그 후, Calibrated Stereo Camera로부터 캡쳐 된 상들로부터 특징 을 3D로 복원하 다. 텍스

쳐 매핑을 해 Fitted된 Generic Model을 상으로 Projection하 고 사 에 정의된 Triangle Mesh에서 텍

스쳐를 Generic Model에 매핑 하 다. 잘못된 텍스쳐 매핑을 방지하기 해, Modified Interpolation Function

을 사용한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 다. 3D 얼굴 표정을 생성하기 해 Vector Muscle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보다 사실 인 표정 생성을 해 Deformation 과 vector muscle 기반의 턱 rotation을 용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realistic 3D head modeling and facial expression systems. For 3D head modeling, we perform generic 

model fitting to make individual head shape and texture mapping. To calculate the deformation function in the generic model 

fitting, we determine correspondence between individual heads and the generic model. Then, we reconstruct the feature points to 

3D with simultaneously captured images from calibrated stereo camera. For texture mapping, we project the fitted generic model to 

image and map the texture in the predefined triangle mesh to generic model. To prevent extracting the wrong texture, we propose 

a simple method using a modified interpolation function. For generating 3D facial expression, we use the vector muscle based 

algorithm. For more realistic facial expression, we add the deformation of the skin according to the jaw rotation to basic vector 

muscle model and apply mass spring model. Finally, several 3D facial expression results are shown at the end of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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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으로부터 3D 정보 획득  사실 인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과 비  분야에

서 도 인 분야이다[1,2,3,4,5,6]. 3D 얼굴 모델링 기

술은 화 컴퓨터 게임 화상 회의 등과 같은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다. 70년 부터 3D 얼굴 모델링에 많

은 시도가 있었다. Lee[7] 는 이져 스캐 로부터 스

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얼굴 모델링 생성하고 

Anatomical Muscle-based Model을 더하여 얼굴 표

정을 만들었다. 이  스캐 를 이용한 3D 얼굴 복

원 방법은 매우 사실 으로 얼굴 모양과 텍스쳐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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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면에서 이져 스캐  장비

는 매우 고가이고 불편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져 스캐 와 같은 추가 장비 없이 디지털 카메라

를 이용한 사실 인 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W. S. Lee[8]는 두 개의 Orthogonal view 

상으로부터 3D 얼굴 모델을 빠르고 간단하게 복원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각 방

향에서 얼굴의 정면과 측면이 획득되어져야 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Pighin[9]은 사 에 생성된 

Generic 모델을 하나의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몇 장의 

상으로부터 복원된 3D 특징 으로 Fitting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매우 사실 인 얼굴 모델

을 복원할 수 있었으나, 특징 을 매뉴얼하게 찾아야 

하고 일반 인 특징 으로는 복원이 불가 하 다. 

한, 사용자가 움직이면 특징 을 부정확하게 추출 되

기 때문에 움직임에 단 이 있다. 특징 에 따라 에 

얼굴 모양이 변형 될 수 있기 때문에 Generic Model

을 이용한 3D 얼굴 모델을 해 특징 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3개의 고정된 카메라부터 한 번에 

획득된 상들을 이용하여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상을 순차

으로 상을 획득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응 을 

추출할 수 있었다. 한 사용자의 치를 고정한다거

나 정확하게 카메라 방향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없다. 

2장에서는 개인별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

을 보인다. 사실 인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기 해 

개별 텍스쳐 매핑 방식에 맞게 Generic 모델을 사용

하 다. 상에서 정확한 텍스쳐를 추출하기 해 3D 

보간 함수를 2D로 수정하 다. 이후 3D 얼굴에 한 

텍스처 맵을 추출 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비 실

인 요소를 조정하는 효과 인 벡터 근육 기반의 3D 

얼굴 표정 생성 기법을 소개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추후 연구에 해 토의 한다.

Ⅱ. Individual 3D head modeling

Generic 모델을 사용하여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

기 해서 응하는 2D 특징 으로부터 3D 들을 

복원해야 하고 복원된 3D 특징 에 Generic 모델을 

맞추어야한다. Deformation 함수에 체 모양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Generic 모델에 맞추어지게 될 

충분한 특징 이 복원되어져야 한다. 실험에서 귀 

역 뿐만 아니라 , 코, 입술 특징 들은 개별 얼굴 

모양을 나타내기 해 복원된다. 이 장에서 제안된 방

법의 효과를 테스트 하기 해 특징 을 매뉴얼하게 

추출한다. Generic 모델 피  이후 상들로부터 조정

된 3D 얼굴 모델에 개별 으로 텍스쳐를 매핑한다.

2.1 3D calibrated reconstruction

스테 오 카메라로부터 3D 포인트를 복원하기 

해, 두 카메라를 보정해야 하여 두 상에서 응 을 

측정해야 한다. 카메라의 Intrinsic과 Extrinsic 라메

터는 Camera Calibration에 의해 계산된다. Intrinsic 

라메터는 카메라의 내부 정보이며 World 좌표와 

상 좌표의 2D 포인트와 3D 포인트 사이의 계에 

의해 계산되는 Camera Projection Matrix를 분해 함

으로써 추출할 수 있다. Extrinsic 라메터는 회 과 

이동과 같은 두 카메라간의 외부 정보를 나타낸다. 이

는 Epiplolar Geometry에 두 카메라간의 Fundamental 

Matrix를 사용하여 계산 될 수 있다. Fundamental 

Matrix를 계산하기 해 Normalized 8-point 알고리

즘을 사용하 다[10]. 그림 1.은 Intrinsic과 Extrinsic 

라메터 추출 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외부/내부 라메터 추출의 차
Fig. 1 Process for acquiring Extrinsic & Intrins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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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라인으로 Calibration 이후 3D 특징 을 복원

하기 해 두 카메라 사이의 응 을 측정한다. 응

을 쉽게 찾기 해 라인 이져, 로젝터 등의 

Active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Active 장치 없이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응 은 피동 으로 찾았다. 본 논문

에서는 응 을 매뉴얼하게 선택했지만 추후 연구에

서 Active Shape Model(ASM)과 Active Appearance 

Model(AAM)과 같은 잘 알려진 특징 추출 기법을 이

용하여 자동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할 정이다

[11, 12]. 그림 2에서 왼쪽 카메라 상에서 응 과 

3D 특징  복원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응 에 따른 3D 복원 결과
Fig. 2 3D reconstructio results according to 

correspondences

2.2 Generic 모델 피

Generic 모델에서 3D 포인트와 Vertex사이의 응

을 결정하는 것과 3D 포인트를 복원 후에 Generic 

모델에서 복원된 3D 포인트와 응하는 Vertex 사이

의 Deformation 함수를 유추 할 수 있다. 그 후 

Deformation 함수를 사용하여 Generic 모델에서 다른 

포인트를 변형한다. 이로한 차를 Generic 모델 피  

이라 하고 Deformation Function은 분산 데이터 보간 

함수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보간 기법 에 본 논문에

서는 Radial Basis 함수[10]를 사용하 다. 만약 p′

포인트가 함수에 의한 변형된 포인트 p와 같으면, 

그것을 ( )f′ =p p 으로 유도 할 수 있다. 보간  함
수로 Radial Basis 함수를 설명하면 함수는 다음과 

같이 식으로 정의된다. 

( )( )
i

f φ= −∑ i ip c p p
(1)

여기에서 ( )rφ 는 방사형 Symmetric Basis 

Function이다. 

이러한 보간 함수의 일반 인 형태는 Affine 변형

을 모델하기 해 Low-order Polynomial Terms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러  표 은 아래 

식과 같다. 

( )( )
i

f φ= − + +∑ i ip c p p Mp t
(2)

미지의 coefficient ic  Affine 라메터 M 과 t를 
결정하기 해, 식 (2)를 변환하여 Linear Matrix 

Form AX = B로 만든 후 일반 인 Linear 식 해석 

방법으로 해를 결정하 다. 

A ,X ,B 는 아래와 같은 matrix 형태로 표 된다.

 (3)

(4)

(5)

여기에서 n 은 응 특징 의 수이고, 

( ), ,ix iy izp p p=ip , ( ), ,ix iy izp p p′ ′ ′ ′=ip . 다음 으로 의

사역행렬을 이용하여 선형식의 해를 결정하 다. 그림 3

은 3명의 얼굴에 해 Generic 모델을 정합한 결과이다. 

  

(a)                    (b)

그림 3. 개인별 Generic 모델, (a) Generic 모델, 
(b) 피 결과

Fig. 3 Individual Generic Model, (a) Generic model 
(b) fitt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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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exture Mapping

보다 사실 인 3D 얼굴 모델을 만들기 해 취득

된 상으로부터 텍스쳐를 추출하고 매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취득 상으로부터 텍스쳐를 추출하기 

해, 우선 취득된 2D 상으로부터 모델링 과정에서 

생성한 변형된 Generic 모델로 재 투 한 후 해당 텍

스쳐를 매핑하는 계를 계산하 다. 이 과정에서 모

든 2D 좌표에 해 계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삼각 메쉬 형태로 만들어 재 투 한 후 

내부 텍스쳐를 동시에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문제는 재 투 시 가려진 부분에 의해 복된 텍스쳐

가 추출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후면 

제거와 은면 제거 방법을 용하 다. 

단순히 카메라의 심에서 3D 머리 모델과 얼굴의 

법선 벡터의 정  벡터 사이의 각도를 결정하여 후면 

제거를 구 하 다. 카메라 심에서 정 과 다시 얼

굴 없는 경우는 90도 이상 포함하는 면의 법선 벡터

에 벡터 사이의 각도이다. 쉽게 다시 얼굴을 결정하기 

해, 단지 두 벡터 사이의 내 을 계산한다. 이때 

Inner product가 positive이면 후면이다. 

(6)

투 된 정 이 정확히 머리의 외형을 따라 피 되

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상에서 얼굴 

역의 투사 정 이 배경으로 잘못 매핑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머리의 외형에 투  정

을 조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한다. 머리의 외형

을 추출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외부 형태는 안다고 가정한다. 그 후 상 정 의 

Convex Hull을 결정할 수 있고 랜덤하게 Convex 

Hull에 정 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 을 소스 포인트

로 간주한다. 얼굴의 외부 모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퍼런스 포인트와 Convex Hull에 선택된 정 들로

부터 얼굴 외형에 가장 가까운 을 계산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장에서 설명한 보간 함수를 수정 한다. 끝

으로, 잘못된 텍스쳐를 가진 머리의 외형에 투  정

을 조정 할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된 방법을 용한 

결과와 용 을 보이고 있다. 그림 5.는 세 사람에 

한 3D 얼굴 모델링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으로

부터 제안된 방법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제안된 방법의 결과
Fig. 4 Result of proposed method 

그림 5. 제안된 방법의 용 (상), 후(하)
Fig. 5 Apply to proposed method before & after

Ⅲ. 3D 얼굴 표정

Parke[13] 이후로 얼굴의 표정을 생성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K. Waters[14]의 벡터 

근육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  장에서 생성한 3D 

얼굴 모델을 사용 하여 얼굴 표정을 생성한다. 보다 

사실 인 얼굴 표정 생성을 해, 원래 표정 결과에 

간단한 방법을 추가한다. 

3.1 벡터 근육 알고리즘

벡터 근육 알고리즘은 K. Waters에 의해 제안되었

다. 알고리즘은 오래 에 제안되었지만 복잡도에 비해 

다른 방법들에 비해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

히 리 사용되고 있다. 벡터 근육 알고리즘에는 

Linear, Sphincter, Sheet의 3가지 형태의 근육이 있

다. Linear 근육은 2D에서 팬 모양과 3D에서 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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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실제 인간의 근육 모델은 탄성 특성

의 세 가지 제어 매개 변수가 있고 각 변  요인과 

근육 스 링 상수가 있다. 그림 6.은 Linear 근육의 

원리를 보이고 있다. 기정  P′로부터 P 로 변
는 Linear 근육에 의해 다음 식을 유도한다. 

( )1K A R′ = + ⋅ ⋅ ⋅ −P P V P (7)

여기서 K 는 근육 스 링 상수이고, A는 각도 
변  요소 이며, R 은 Radial 변  요소이다. 

각도변  요인은 A은 각도 1 2PVV∠ 에 한 균육

의 향을 나타내고 다음 식을 유도한다. 

cos
/ 2 2

A μ π⎛ ⎞= ×⎜ ⎟Ω⎝ ⎠ (8)

여기에서 μ 는 12V V
uuuuur

과 1PV
uuuur

 사이의 각도 이다.

Radial 변  요소 R 은 1V 로부터 거리에 따른 근
육의 향을 나타낸다. R은 Fall-off 시작 거리까지 

증가하고 Fall-off 최종거리까지 어든다. 다음 식은 

기 정 의 치에 따른 벼 이 요인의 반경 특성을 

나타낸다. 

cos 1    for  inside 
2s

DR
R

π⎛ ⎞⎛ ⎞
= − ⋅⎜ ⎟⎜ ⎟⎜ ⎟⎝ ⎠⎝ ⎠

1 n mP V P P
(9)

cos    for  inside 
2

s

f s

D R
R

R R
π⎛ ⎞−

= ⋅⎜ ⎟⎜ ⎟−⎝ ⎠
n r s mP P P P P

(10)

근육 스 링 상수 K 는 근육 탄성 특성을 나타낸
다. 큰 스 링 상수는 정 이 피부에 이동할수 있는 

변 이다. 

Sphincter 근육의 경우 2D에서 타원체이고 3D에서 

에그 모양이다. 이것은 단지 타원체 심과 근육의 정

 사이에 거리와 계된 매개변수에 의해 형향을 받

는다. Sphincter 근육에 의한 변 는 변  타원 방정

식을 재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유도 가능하다.

( )
2 2 2 2

1 M m m M

M m

l p l p
K

l l

⎛ ⎞⋅ + ⋅
⎜ ⎟′ = + ⋅ − ⋅ −
⎜ ⎟⋅⎝ ⎠

P P P C
(11)

여기서 K 는 근육 스 링 상수이고 Ml 과 ml 은 타

원의 장축과 단축의 거리이며, Mp 와 mp 는 정 의 

X축과 Y축 좌표이다. 

그림. 6 Linear 근육과 Sphincter 근육
Fig. 6 Linear muscle & Sphincter 근육

3.2 Opening mouth and adjusting triangle mesh

실제 사람의 얼굴에서 하악에 부착된 피부는 입이 

열릴 때 하악의 이동 경로에 따라 변형 될 수 있다. 

하악과 상악 사이에 축에 따라 회 할 때 부분의 

경우 입열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동하는 턱에 따른 

피부 변형을 표 하기 해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피부 변형을 통해 피부 역을 턱과 동일

하게 돌린다. 그림 7.과 같이 Generic 모델에서 턱 

역과 회 축이 매뉴얼하게 선택되어진다. 단지 아래 

입술이 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방향으로 입

술의 코 가 연장 되는 문제가 발생 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Generic 모델에서 삼각형의 모서

리에 매스 스 링 개념을 용할 수 있다. 다이나믹 

스 링 시스템을 한 모션의 이산 라그랑지 수식은 

Coupled second-ordinary 미분 방 식의 시스템이다. 

2

2 ,        1, ,i i
i i i i
d x dx

m g f i N
dtdt

γ+ + = =
r r rr

K
(12)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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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natural length,  :  spring stiffness
i

j j k
i j j j j i i

j j

k k

c r l
g t s s r r x x

r

l c

+
∈Ν

−
= = = −∑

r
r r r r r r r

r

(13) 

식 (13)은 node i의 총 힘이다. iγ 은 마철을 통해 
변형 격자의 운동 에 지를 방출하기 한 속도 의존 

감쇠 계수이다[15]. 식(13)을 풀기 해 Explicit Euler 

Method를 시간 단계 스텝 후에 사용한다[16]. 그림 8.

은 매스 스 링 방정식을 용  후 턱 회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턱 축  턱 역
Fig. 7 Jaw reason and jaw axis

그림 8. 턱 회  결과
Fig. 8 Result of the jaw rot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사실 인 3D 얼굴 모델링  애니메

이션 시스템을 제안했다. 순차 인 상을 이용한 3D 

포인트 재구성 기법은 사용자가 움직이면 안되기 때

문에 제약조건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한 

번에 상을 획득 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며 신속히 

3D 특징 을 복원할 수 있다. 개별 3D 얼굴 모양을 

생성하기 해 Generic 모델을 복원 특징 에 피 하

다. 텍스쳐 매핑에서 카메라에 따라 머리를 조정한 

후 개별 으로 정의되어 있는 Generic 모델에 정의된 

삼각형에 텍스쳐를 투 하 다. 

3D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을 해 간단하지만 효과

인 벡터 근육 모델 알고리즘을 용하 다. 벡터 근

육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턱의 회 에 따라 피부 변형

을 결정하고 입술 끝에서 격한 에 의해 발생된 

일부 비 실 인 결과를 보완하기 해 매스 스 링 

모델을 용하여 사실 인 3D 얼굴 표정을 생성 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획득한 3D 얼굴 표정 데이

터는 애니메이션  화의 특수 효과 등에 효율 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응 을 매뉴얼하게 선택했지만 추

후 연구에서 Active Shape Model(ASM)과 Active 

Appearance Model(AAM)과 같은 잘 알려진 특징 추

출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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