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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캐릭터의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마커리스 표정 인식 기술 

비교 분석  -페이스웨어와 페이스쉬프트 방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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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션캡처의 이론적 배경  

Ⅲ. 페이스웨어 및 페이스쉬프트 방식의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제작의 효율성 비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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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세계 최초의 극장용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 스토리”의 흥행 

성공은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산업적 발전에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TV용 3D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게

임 분야에서도 고화질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게임들이 보편화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적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제작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적 발달

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그림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 비하

여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제작 효율성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왔

다.

본 논문에서는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마커리스(Markless 이하: 마커리스) 모션캡처 시스템들을 실험 및 비교 

분석하였다. 이미지 메트릭스(Image Metrics)사 제품인 페이스웨어(Faceware) 시

스템은 모션캡처 인식 및 적용 과정의 복잡성은 있지만 정교함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페이스쉬프트(Faceshift)사 제품인 페이스쉬프트(Faceshift) 시스템은 실시

간 모션 인식 및 적용의 신속성이 장점인 반면 정교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비교 분석 결과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제작 할 때, 

제작 시간 및 비용, 결과물의 정교함 정도 및 활용 매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얼

굴 표정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모션캡처 및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의 

선택에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모션캡처,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페이스웨어, 페이스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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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15,000여 년 전의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이나 영혼을 불어넣기 위하여 정지된 그림에 움직임을 부여

하려는 인간 욕구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1895년 뤼미에르

(Lumière)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하면서 움직임 표현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현실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

였다. 그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사진이나 그림의 움직임 구현 자

체가 그 당시 관객들에게는 마술보다 더 큰 시각적 충격이었으며 

그 충격은 흥미로움으로 전이되면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빠른 

속도로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뤼미에르 형제가 1895년에 제작하

고 그 해에 상영했던 세계 최초의 영화인 <기차의 도

착>(L'Arrivé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t,1895)은 유럽 

주요 도시에서 순회 상영할 정도로 인기를 얻으며 영화의 대중화

에 성공하였다. 움직이는 사진인 영화가 제작되고 나서 약 10년 

뒤에 움직임의 예술이라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등장하였

다. 1906년 미국 스튜어트 블랙톤(Stuart Blackton)이 <유쾌한 

얼굴>(Humorous Phases of Funny Faces, 1906)을 발표하였다.1) 

그리고 1914년 윈저 멕케이(Winsor McCay)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룡 거티>(Gertie the Dinosaur, 1914)를 제작하여 애니메이션 

상업화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20세기 초의 20년 동안 애니메이

션은 마법과 같은 신비와 경이의 영역에서 관중들이 즐겁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오락의 형태로 발전했다.2) 1937년 디즈니 스튜디오

는 최초의 장편 칼라 애니메이션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들>(Snow White & the Seven Dwarfs, 1937)을 제작하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작품 수준을 대중예술로 한 단계 높여 오늘날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1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

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1) http://ppss.kr/archives/7715. 

2) 존 할라스, 황선구 외 역, 세계 애니메이션 작가와 작품, 범우사, 2002.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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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디즈니의 <백설공주>

는 컬러 화면과, 훌륭한 음악을 사용한 정교한 음향 처리, 캐릭

터의 완전한 음성, 그리고 스토리 구성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법

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움직이는 모습은 그들의 기본적인 캐릭터

와 시각적으로 일치되도록 신중하게 전개되었다.3) 

디즈니 스튜디오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프로덕션들은 상업적 경

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예술성에 대한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 발전 또한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디즈니 스튜디오

는 <백설공주>를 제작할 때 이미 오늘날의 모션 캡처의 기술적 

개념을 적용하였다. 실제 연기자의 연기를 필름으로 촬영한 후, 

애니메이터들이 영상 필름에 나타나는 연기자의 움직임을 애니메

이션 캐릭터에 적용시켜 캐릭터 움직임의 사실성을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은 오늘날 로토스코핑 기법과 동

일하다. 모션 캡처의 기술적 개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연기자의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고 기록한 후, 이 정보를 컴

퓨터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맵핑시키는 기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로토스코핑은 모션 캡처와 개념적으로 동일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디즈니 스튜디오는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모션 캡처 기술 개발에서 요구되었

던 기술적 개념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 

컴퓨터를 활용하여 캐릭터들의 애니메이트가 가능하기 시작할 때 

애니메이터들은 로토스코핑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테

크닉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로토스코핑은 손으로 힘든 과정을 통

해서 모션을 획득하는 모션 캡처의 원시적 형태 또는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다.4)   

컴퓨터의 등장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움직임의 사실적 

구현과 애니메이션 제작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1963년 MIT에서 이반 슈더랜드(Ivan 

3) 존 할라스, 황선구 외 역, 위의 책, p.33.

4)

http://cose.math.bas.bg/Sci_Visualization/compAnim/animation/character_a

nimation/   motion_capture/history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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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herland)가 벡터 리플레쉬 디스플레이(Vector Refresh 

Display)에 인터렉티브한 콘스트레인 세티스펙션(Constraint 

satisfaction)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 및 컴

퓨터 애니메이션 연구는 시작되었다.5)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에 

의하여 캐릭터의 손과 얼굴의 움직임이 구현된 것은 1972년 에드 

캣멀(Ed Catmull)에 의해서이다. 1973년 베리 웨슬러(Barry 

Wessler)는 사람의 인체 구조로 제작된 캐릭터가 이야기하면서 

걷는 애니메이션 기술을 제시하였으며 1974년에는 프레드 파크

(Fred Parker)가 이야기하는 얼굴 애니메이션에 성공하였다.6) 모

션 캡처 기술은 1980년대에 들어서 대학교 및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 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모션 캡처의 기술 또한 빠

른 속도로 발전하여 모션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마커 또는 

센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마커

리스(Marlkerless, 이하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기술까지 개

발되어져 활용되고 있다. 마커 또는 센서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모션캡처 연기자의 연기에 기술적 제한이 따르며 연기 

동작이나 포즈에 따라 모션 인식의 한계 또는 오류 발생률을 완

벽하게 제거 할 수는 없었다.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기술은 

상기한 모션 캡처의 기술적 한계 또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

는 새로운 방식이다. 

본 논문은 모션 캡처 방식 중에서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기술의 경향을 소개하며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주요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시스

템들의 제작 과정, 편리성, 제작 속도 및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

한 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상호간의 장단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실험에 대한 분석 내용들이 애니

메이터들이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제작 목적 및 환경에 따라 적합

5) Rick Parent, Computer Animation Algorithms and Techniques, Morgan 

Kaufman Publisher, 2002. p.22.

6) Rick Parent, 위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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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시스템 중에서 가장 범용

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미지 메트릭스(Image Metrics, 이하 

이미지 메트릭스) 사의 페이스웨어(Faceware, 이하 페이스웨어)

와 페이스쉬프트(Faceshift, 이하 페이스쉬프트) 사의 페이스쉬

프트 시스템을 선택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비교 실험 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 조건 및 환경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균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한 애

니메이터도 동일한 작업자로 제한하였다. 한 모델의 얼굴 표정 

연기를 촬영한 동영상은 동일한 포맷 및 코덱으로 저장하여 동영

상 화질 및 파일 크기의 균일성을 확보하였다. 얼굴 표정의 모션 

인식을 획득하여 각 시스템의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 작업을 완료

하여 결과물을 추출하였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제작 과정단

계에 따른 복잡성 및 작업 시간은 수치화 하여 비교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모델 얼굴 표정의 변화에 의하여 구현되어지는 캐릭

터 얼굴 근육 애니메이션의 정밀성에 대한 차이 값을 수치화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정이 필요한 애니메이션 프레

임 수와 애니메이션의 떨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줄여야 되는 

키 프레임 수를 애니메이션 구현의 정밀도에 대한 결과 값으로 

활용하였다.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정밀도 결과에 대한 상호 비

교는 상기와 같은 수치화된 결과를 제시한 객관적인 방법도 사용

하였지만 동시에 원본 영상과 캐릭터 애니메이션 사이의 이미지 

형태 및 움직임의 동일성 및 차이성을 비교하는 주관적 평가 방

법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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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션 캡처의 이론적 배경

1. 모션 캡처 기술의 발전

전통적인 그림 또는 셀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제작 단계는 애니메이터들이 캐릭터들을 연기

시키는 애니메이팅(animating) 과정이다. 이는 곧 제작비의 많은 

부분이 애니메이팅 단계에 투입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애니메이

션 제작사들은 보다 정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연기 구현을 통

하여 작품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제작 기법

들을 발전시켜 왔다. 1915년 얼 허드(Earl Hurd)는 애니메이션의 

대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셀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개발하였

으며, 같은 해, 맥스 플레셔(Max Fleischer)와 그의 형제인 데이

브(Dave)는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투명판에 

영사하고 영사된 연기자 움직임의 외곽선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움직임을 그리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발명하여 캐릭터의 

사실적인 움직임 표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림 1. 맥스 플레셔 형제가 발명한 로토스코핑 작업 모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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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등장은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 및 복잡한 공정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혁명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은 1970년대 초부터 시각 표현의 

수단으로써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모션 캡처 기술은 이보다 늦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1980년 초, 바이오매케닉스(Biomechanics) 

연구소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테크닉과 디바이스는 컴퓨터 그래픽

스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기 시작했다.8) 1983년 MIT 아키텍처 머신 

그룹(Architecture Machine Group)의 긴스버그(Ginsberg)와 멕스

웰(Maxwell)은 최초로 광학식 모션 캡처 시스템인 옵 아이

(Op-Eye)를 사용하였다. 실제 연기자의 몸에 부착한 깜빡거리는 

LED 마커를 2개 이상의 카메라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

여 획득한 마커의 움직임 정보를 3차원 위치 값으로 연산하도록 

하여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실시간 애니메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커 인식 기술에 대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마

커의 움직임이 빠르거나 카메라의 시각에서 사라지는 경우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1988년 실리콘 그래픽스

(Silicon Graphics)와 디그래프 워먼(deGraf-Wahrman) 사가 합작

하여 인형극에서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이 인형을 조종하듯이 애

니메이터들이 캐릭터들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9) 마이크 더 토킹 헤드(Mike the talking 

Head)라고 명칭된 이 시스템은 조정자가 캐릭터의 얼굴 표정이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컴퓨터를 애니메

이션 제작 기술의 진일보를 이루었다. 1989년 모션 분석은 가상

7) http://www.digitalmediafx.com/Features/maxfleischerp.html

8) 

https://www.siggraph.org/education/materials/HyperGraph/animation/charac

ter_animation/   motion_capture/history1.htm 

9) Robertson B. "Mike the talking head", Computer Graphics World, 11호
(1988),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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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수인 도조(Dozo)의 광학식 캡처 시스템을 테스트하였다. 시

스템의 목표는 캐릭터의 몸 전체의 사실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 테스트는 본 시스템의 초기 단계라는 점과 경험 부

족으로 인하여 많은 난관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10) 1990년대에 들어서 영화 특수효과에

서의 기술적 필요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92년에 얼

굴 트래킹 기술과 실시간 모션 캡처 기술이 개발되었고 1993년에

는 2명 이상의 연기자들의 모션 데이터를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기술 발전의 결

과로 모션 캡처의 정확도와 다양한 제작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왔

다.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의 아바

타(Avatar)에서 연기자의 세밀한 얼굴 표정 연기를 캐릭터에 사

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모션 인식을 위한 마커

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마커로 인한 모션 인식의 

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트래킹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연구소 및 대학

교에서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기술 발전

에 따른 시스템 가격 인하로 상업적 기반도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사람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얻어내고, 각 프레임별 실루엣으로부터 3D 점 

집합을 계산해 낸 후, 미리 준비된 그 사람의 골격 모델에 대한 

각 자유도의 상대 좌표계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마커리스 모션캡

처 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11) 마커리스 모션캡처는 모션 정보 인

식을 마커의 반사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피사체 움직임의 픽셀 

정보를 해석 및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수십 년 동안 모

캡(mocap)이 바이오매케닉스(biomechanics)의 포토그래매트릭

(photogrammetric) 분석을 위한 도구로 시작되면서, 이 기술의 

발전이 그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 왔다.12)

10) http://www.yourfilmbusiness.fr/glossary-motion-capture/1486?lang=en 

11) 황상철, 최영, "마커리스 모션캡처 기반 다관절 소동물의 자세 추정 연구", 

한국CAD/CAM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No.2(2014), p.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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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하드웨어 및 관련 기술

1) 표정 인식 카메라 센서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르지만 

상용화된 별도 카메라 제품 혹은 얼굴 표정 인식 소프트웨어 개

발사에서 출시한 카메라 또는 일반 DSLR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

다. 페이스웨어 시스템의 경우는 고 프로 키트(Go Pro Kit)라는 

상용화된 제품 패키지에 머리에 장착하는 카메라가 소프트웨어와 

함께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카메라나 소프트웨어를 별도 구입할 

수도 있다.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의 경우는 최초 3종의 카메라 센

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아수스(Asus) 제품은 단종 되었

고 다른 한 종류는 애플사에 매각되어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의 키넥트(Kinect)) 센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Kinect)13) 

2) 트래킹 (Tracking)

트래킹 기능은 영상의 표정 이미지를 인식하는 트래킹 모듈을 

탑재하고 있거나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

로 눈, 코, 입 등 얼굴의 주요 부위의 위치와 크기의 변화를 트

래킹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트래킹 기술은 영상 합성 분야

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실사로 촬영된 영상에 CG 이미지를 합성

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특정 부분의 움직

임을 분석해서 카메라의 설정 값과 움직임을 역추적 하는 방식으

로 3D 카메라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 이와 달리 표정을 인식

하기 위한 트래킹에서는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얼굴의 이목구

12) http://blog.naver.com/motiontech?Redirect=Log&logNo=154120844

13) http://en.wikipedia.org/wiki/File:Xbox-360-Kinect-Standalon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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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각 부분의 위치 이동과 크기 변형을 추적하는 방식이 영상의 

트래킹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모션캡처 트래킹 14)

3) 익스프레션 셋 (Expression Set) 

페어웨어 및 페이스쉬프트에서 눈썹을 위로 올리는 표정, 입술

을 내미는 표정, 입을 벌리는 표정 등 이목구비 별로 트래킹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의된 표정들이다. 이와 같이 세팅된 

표정들은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인 마야 또는 맥스에서

의 블랜드 쉐입(Blend Shape, 이하 블랜드 쉐입)을 위하여 세팅

한 얼굴 표정들과 대칭 연결시키게 된다.

4) 블랜드 쉐입 (Blend Shape)

3D 소프트웨어에서 표정 및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기능 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캐릭터의 표정 구현에 적용

되었을 때, 웃거나 또는 찡그리거나 하는 얼굴 표정을 제각각 모

델링의 변형을 통해서 구현하게 된다. 마야(Maya, 이하 마야)에

서는 블랜드 쉐입, 3디에스-멕스(3DS-MAX)에서는 몰퍼(Morpher)

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모션 인식 소프트웨어에서는 눈, 코, 입 

모양의 각 익스프레션(Expression, 이하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3D 캐릭터의 표정이 블랜드 쉐입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나 표정 

14) 

https://www.naturalpoint.com/optitrack/static/img/expressionScreenVideoW

indowLar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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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콘트롤러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4. 모션캡처 블랜드 쉐입15)

5) 캐릭터 셋업(Character Setup)

3D 애니메이션 공정에서 캐릭터 셋업(Character setup, 이하 

캐릭터 셋업)은 모델링된 3D 캐릭터를 운동역학적으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구현 과정을 말한다. 

그림 5. 캐릭터 셋업16)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

서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표정 인식에서

의 캐릭터 셋업은 모션 인식 소프트웨어에서 미리 정의된  익스

15) http://3dlevel2.blogspot.kr/ 

16) 

http://www.cgsociety.org/index.php/CGSFeatures/CGSFeatureSpecial/facewar

e_tech_   launches_new_indie_facial_mocap_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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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션 셋과 3D 디지털 캐릭터의 블랜드 쉐입을 1:1로 매칭 시키

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6) 키 수정 작업 (Key Reduction)

표정 애니메이션이 캐릭터에 적용되면 각 애니메이션 키는 모

든 프레임에 생성된다. 매 프레임마다 키가 생성되기 때문에 미

세한 떨림이 존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애니메이션 키를 몇 프

레임 단위로 하나씩 존재하도록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키의 

숫자를 줄이고 나면 애니메이션을 수정하기도 쉬워지고 미세한 

떨림이나 특정 부위만 튀는 부분 등이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을 

트래킹 프로그램에서는 키 수정 작업 과정이라고 한다. 

Ⅲ. 페이스웨어 및 페이스쉬프트 방식의 얼굴 표정 애니

메이션 제작의 효율성 비교 실험

1. 실험 조건

페이스웨어와 페이스쉬프트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시스템의 

특징 및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험 조건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신뢰도 높은 결과 

값을 추출하는 것이다. 동일한 실험 조건을 위하여 동일한 작업

자가 2가지 시스템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작업하였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및 파일 형식 또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험하였다.   

 

1) 하드웨어  

▪ 워크스테이션 : Dell T5610, ▪ CPU : (Intel Xeon E5-2650 

2.0GHz) x 2

▪ RAM : 64GB,  ▪ OS : MS WINDOWS 7 PRO 64BIT

▪ 얼굴 모션인식 카메라 : Microsoft Kinect fo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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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페이스웨어 페이스 쉬프트

블랜드 쉐입 작업
머드박스(Mudbox) 2014에서 제작 후 

마야(Maya)로 전송

얼굴 표정 트래킹
Faceware Analyzer 

2.6
Faceshift 1.2

표정인식 

소프트웨어

Faceware Retargeter 

4.6 for Maya
Faceshift 1.2

표정애니메이션 

키 생성

Faceware Retargeter 

4.6 for Maya

Faceshift plugin 

for Maya

표 1. 캐릭터 셋업

3) 실험 데이터 형식

▪ 모델링 : 얼굴 모델링 6032 Polygons

▪ 텍스쳐 : 2048픽셀, jpg 파일

▪ 표정 촬영영상 포맷 : 189 프레임, jpg 시퀀스 (640 x 640 픽셀)

4) 제작 조건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연기자의 실제 연기를 카메라

로 직접 인식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적용시키는 방식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페이스웨어 시스템은 촬영된 영상을 페이

스웨어 애널라이저 프로그램을 불러들여 모션 데이터를 트래킹하

는 방식이다. 본실험에서는 얼굴 표정 연기의 동일성이 중요한 

실험 조건이기 때문에 연기자의 얼굴 표정 연기를 촬영한 영상을 

동일하게 상기한 2개의 모션 캡처 프로그램에 사용하였다. 모션 

캡처 작업에 있어서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얼굴 표정 구현

은 블랜드 쉐입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용할 블랜드 쉐

입의 수량이 제작 소요 시간의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작업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비슷한 블랜드 쉐입의 수

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작업 소요 시간의 결과 값에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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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스웨어 마커리스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제작 실험 

페이스웨어 방식으로 얼굴 표정 인식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준비과정, 모션 인식 및 

획득 과정, 모션 정보를 캐릭터에 적용시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

는 과정 및 오류 수정 과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전 준비과정은 

표정 영상 촬영, 블랜드 쉐입 제작 및 캐릭터 셋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 촬영은 최근에 모션 캡처 작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

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인 키넥트(Kinect) 센서를 사용하여 총 189 

프레임의 얼굴 표정을 촬영하여 Jpeg 시퀀스 포맷으로 저장하였

다.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상은 블랜드 쉐입 작업은 머

드 박스(Mudbox, 이하 머드 박스)에서 44개의 얼굴 표정을 제작

한 후 파일을 마야로 불러들인다(import).  

표 2. 페이스웨어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제작 과정

페이스웨어 리타게터(Retargeter, 이하 리타게터) 콘트롤 셋업

(Control Setup, 이하 콘트롤 셋업)에서 표정 제어 콘트롤러를 

지정한 후 페이스웨어 리타게터에 있는 익스프레션 세트에서 익

스프레션과 캐릭터 표정을 일대일로 매칭 시키는 익스프레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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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작업을 한다.

그림 6. 블랜드 쉐입 작업       

                                                            

사전 준비 과정이 완료되면 페이스웨어 애널라이저의 오트 트

랙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의 얼굴 표정을 트래킹한 후 페이스웨어 

파라미터라이저에서 트래킹 데이터를 저장한다. 트래킹한 데이터

를 애니메이터가 직접 저장하는 작업이 실시간 모션캡처 방식과 

차이가 나는 과정이다. 

저장한 트래킹 데이터를 페이스웨어 리타게터의 오토 솔브

(Auto Solve)에서 캐릭터에 맵핑시키면 캐릭터에 움직임이 적용

된다. 결과물을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된 부분들은 애니메이터가 

수동으로 수정함으로써 작업이 완료된다. 페이스웨어 프로그램 

내에서 캐릭터 셋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촬영된 영상을 

페이스웨어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 후, 페이스웨어 애널라이저에

서에서 오토트랙으로 표정의 움직임을 트래킹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을 측정하였다. 파라미터라이저로 트래킹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간과 페이스웨어 리타게터에서 오토 솔브로 자동으로 키를 생

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3. 페이스쉬프트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제작 실험 과정

페이스쉬프트는 실제 연기자 표정의 모션 데이터를 인식하고 

이를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실행한

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시스템이다. 실시간 모션 캡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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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페이스웨어와 유사한 사전 준비 과정

은 필요하다. 

표 3. 페이스쉬프트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제작 과정

페이스웨어와 동일한 영상을 사용하며 머드 박스에서 48개의 

얼굴 표정을 제작하여 마야로 엑스포트(Export)하는 블랜드 쉐입 

작업을 한다. 페이스웨어 시스템의 캐릭터 셋업은 얼굴 인식, 프

로필 생성 및 익스프레션 지정의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얼굴 인식 스캔 작업은 페이스쉬프트의 트레이닝에 있는 스캔 기

능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얼굴 표정별 볼륨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

로필 생성은 <그림 7>에서 보는바와 같이 페이스쉬프트의 트레이

닝 기능에 있는 빌드를 이용한다. 

그림 7. 프로필 생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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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셋업의 마지막 단계인 익스프레션 지정을 페이스쉬프트

의 익스프레션 맵핑에서 처리하여 익스프레션과 캐릭터 표정을 

일대일로 매칭 시킨다. 그 다음 얼굴 표정 트래킹과 캐릭터에 트

래킹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과정은 실시간으로 실행된다. 얼굴 표

정의 실시간 트래킹 작업은 페이스쉬프트의 트래킹, 페이스쉬프

트 포 마야(Tracking & faceshift for maya)에 있는 라이브 스트

리밍(Live Streaming, 이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수행하며 캐릭

터에 모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적용시키는 키 생성(Recording)

은 페이스쉬프트 포 마야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수행한다. 마지

막으로 오류 검토 후 오류 수정을 함으로써 작업은 완료된다. 페

이스쉬프트에서 얼굴 스캔, 트래킹 프로파일 및 익스프레션을 생

성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마야에서 실시간으로 

키 애니메이션이 생성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비교 분석

페이스웨어 시스템의 사전 준비 단계인 캐릭터 셋업 작업은 2

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쳐 8분이 소요되었으며 페이스쉬프트는 3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10분 30초가 소요되었다. 캐릭터 셋업 작

업에서 페이스쉬프는 연기자의 표정을 3D 스캔 방식을 적용시켜 

얼굴의 표정 별 부위의 볼륨 데이터를 생성시킨 후 이 볼륨 데이

터를 저장하는 작업인 프로필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비해서 페이스웨어는 블랜드 쉐입을 조절할 수 있는 표정제어 콘

트롤러만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페이스쉬프트의 캐릭터 셋업 과

정에 비하여 작업 단계가 간소하고 작업 시간도 짧다. 페이스웨

어는 페이스쉬프트처럼 마야에서 블랜드 생성 방식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페이스웨어 리타게터에서 표정제어 콘트롤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익스프레션과 캐릭터 표정을 일대일로 매칭시

키는 익스프레션 지정 작업은 2개 시스템 간의 작업 과정 및 소

요시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트래킹 및 키 애니메이션 생성 작업 과정에서는 페이스웨어가 

3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1분 43초가 소요되었으며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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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프트는 2단계를 거치면서 30초가 소요되었다. 페이스쉬프트는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작업이 실행되기 때문에 페이스웨어 시

스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업 단계라 할 

수 있다.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은 카메라가 인식하는 연기자의 얼

굴 표정 영상을 직접 페이스쉬프트에서 인식하여 바로 키 애니메

이션까지 생성하는 실시간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과정 페이스웨어 페이스쉬프트

표정 촬영 측정 대상 아님 측정 대상 아님

블랜드 쉐입 측정 대상 아님 측정 대상 아님

캐릭

터 

셋업

 단계별 

소요시간

표정제어 

콘트롤러 

지정

3분

얼굴인식 

Scan

2분 

30초

프로필 생성 3분

Expression 

지정 
5분

Expression 

지정 
5분

총 

소요시간
8분

10분 

30초

작업 단계 2단계 3단계

표정 

트래

킹

및 

키생

성 

 단계별 

소요시간

얼굴표정 

트래킹
30초

얼굴표정 

트래킹
30초

트래킹데이

터 저장
40초

리타게터 33초 키 생성 0초

총 

소요시간

1분 

43초
30초

작업 단계 3단계 2단계

 

오류

수정

오류 

프레임
 오류 없음

4, 13, 81, 

86, 98 

수정  수정 없음 0초
5개 프레임 

수정
8분

소요시간 0초 8분

작업 단계 1단계 2단계

전체 작업 

총 소요 시간

9분 

43초
19분

전체 작업

총 작업 단계
6단계 7단계

표 4. 페이스웨어 및 페이스쉬프트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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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서 페이스웨어 시스템은 촬영된 영상 소스를 페이스

웨어 애널라이저로 불러들인 후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이를 저장

하고 리타게터 프로그램에서 키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수동 과

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에 비하여 약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모션 캡처 데이터를 적용한 캐릭터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의 결

과에 있어서 오류가 난 프레임 수에서 페이스웨어 시스템은 오류

가 없었으나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은 

총 189 프레임 중에서 5개의 프레임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는데 약 8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189 프레임의 얼굴 표

정 연기를 촬영한 영상을 모션 캡처 작업을 수행하는데 페이스웨

어는 총 8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치며 총 9분 43초가 소요되었으

며 페이스쉬피트는 7단계를 거치며 총 19분이 소요되었다. 작업

의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작업의 단계 수에서는 페이스웨어가 

페이스쉬프트보다 1단계가 많으며 트래킹 및 키 프레임 생성 과

정에서 애널라이저와 리타게터를 교차하면서 작업해야 되는 복잡

성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에 비하여 작업의 복잡성

이 보이며 이는 애니메이터가 시스템에 대한 숙련되는 시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 13 81 86 98

영상

페이스쉬

프트

결과 영상

(수정 전)

페이스웨

어

결과 영상

표 5. 페이스쉬프트의 오류가 발생된 프레임과의 상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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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소요 시간은 페이스웨어가 작업 과정이 더 복잡함에도 불

구하고 약 2배 정도 빠른 결과가 나왔다. 캐릭터 셋업과 트래킹 

및 키 생성 과정에서는 불과 1분 17초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

만 페이스쉬프트의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에 대한 수정 작

업을 하는데 8분이 소요되면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오류 발생

률은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이 2.64%이며 이를 수정하는데 총 8분

이 소요되었다. 페이스웨어는 0%의 오류 발생률을 보이면서 모션 

캡처 정밀도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이스웨어가 실시간

으로 모션 데이터를 캐릭터에 맵핑하지는 않지만 작업 결과물의 

정밀도에 앞서는 페이스웨어가 작업 단계에서 오류 수정 단계를 

최소화 시키면서 작업의 복잡성 및 소요 시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캐릭터의 표정 연기를 통해서 캐릭터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 등

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중

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다. 약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애니메이션은 제작의 효율성 및 작품의 질적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해왔으며 놀라운 기술 

발전에 비례하여 질적 완성도와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1980

년대가 되어서야 모션 캡처 기술 연구가 시작 되었으며, 1990년

대에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을 위한 모션 캡처 기술 및 실시간 모

션 캡처 시스템도 개발되었다. 1995년 발표된 토이스토리를 통해

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상업성이 확인되면서 컴퓨터 애니메

이션의 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얼굴 표정 인식 모션 캡처 시스템은 지금까지 작은 마커를 연

기자의 얼굴에 부착시키고 이 마커를 카메라가 인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카메라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발전하여, 마커 없

이 연기자 얼굴의 시각적인 특성을 정밀하게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마커리스 얼굴 표정 인식 모션 캡처 시스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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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용화된 페이스웨어 시스템과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의 제작 

과정을 실험 및 비교 분석하여 애니메이터들이 마커리스 얼굴 표

정 모션 캡처 작업을 할 때 작업의 목적 및 환경에 따라 적합한 

작업 시스템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의 가

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페이스웨어가 작업의 복잡성 면에서 페이스쉬프트

보다 작업의 단계나 작업의 복잡성이 높으에도 불구하고 오류 발

생이 없어 작업 속도는 오히려 약 2배 빨랐다. 페이스웨어의 가

장 큰 장점은 오류 발생을 거의 보이지 않는 모션 캡처의 정밀도

가 높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페이스쉬프트는 실시간으로 모션 

데이터를 트레킹하고 캐릭터에 적용시키는 작업의 편리성 면에서

는 우위를 보였으나 총 작업 시간이 2배 오래 소요되는 결과가 

도출되어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페이스웨어에 비하여 열세인 

결과가 나왔다. 특히 2.64%의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결과물의 정

밀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스웨어가 3종류의 소프트웨어

를 구입해야 하고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작업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작업 과정에서도 3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교

차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페이스쉬프트는 2 

종류의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 방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페이스웨어 시스템은 애니메이션 구현의 정밀도가 

중요한 극장용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유형에 더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페이스쉬프트 시스템은 애니메이션의 정밀도는 떨어지

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프로그램 운용이 단

순하며 실시간으로 모션 캡처 작업이 가능한 편리성에 장점이 있

어, 이는 3D 컴퓨터 게임 제작에 더 적합하다는 특성을 확인하였

다.

이번 실험에 사용하였던 시스템들의 기술이 서양인의 얼굴 골

격 구조와 표정 근육 움직임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는 문제를 

확인한 것도 또 다른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2개의 모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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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두 데모 영상 및 시연에 나오는 연기자들은 얼굴 근육

의 움직임이 크고 서양인의 얼굴만을 모델로 하고 있다. 다양한 

표정을 리타게팅하기 위한 블랜드 쉐입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양

인의 얼굴 근육 움직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

을 이번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표정을 연기하는 배우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 분석과 리타

게팅 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더 이루어지기를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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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Markerles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or 3D Character’s Facial Expression Animation

-Focusing on the method of Faceware and Faceshift- 

Kim, Hae-Yoon ․ Park, Dong-Joo ․ Lee, Tae-Gu

With the success of the world’s first 3D computer animated film, 

“Toy Story” in 1995, industrial development of 3D computer 

animation gained considerable momentum. Consequently, various 3D 

animations for TV were produced; in addition, high quality 3D 

computer animation games became common. To save a large amount of 3D 

animation production time and cost,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been conducted a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industrial demand in this field. Further,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approach of producing animations through hand-drawings, 

the efficiency of producing 3D computer animations is infinitely 

greater.  

In this study, an experiment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markerless motion capture systems for facial expression animation 

has been conducted that ai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3D 

computer animation production. Faceware system, which is a product 

of Image Metrics, provides sophisticated production tools despite 

the complexity of motion capture recognition and application 

process. Faceshift system, which is a product of same-named 

Faceshift, though relatively less sophisticated, provides 

applications for rapid real-time motion recognitio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become baseline data for selecting the appropriate motion capture 

and key frame animation method for the most efficient production of 

facial expression animation in accordance with production time and 

cost, and the degree of sophistication and media in use, when 

creating animation.

Key Word : Motion capture, Markerless Facial Recognition, 

Faceware, Face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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