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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인식을 이용한 3D 감정 아바타 생성 및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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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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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n emotional facial avatar that portrays the user’s facial expressions with an emotional

emphasis, while achieving visual and behavioral realism. This is achieved by unifying automatic analysis

of facial expressions and animation of realistic 3D faces with details such as facial hair and hairstyles.

To augment facial appearance according to the user’s emotions, we use emotional templates representing

typical emotions in an artistic way, which can be easily combined with the skin texture of the 3D face

at runtime. Hence, our interface gives the user vision-based control over facial animation of the emotional

avatar, easily changing its m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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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의 얼굴 표정은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감정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서 중요한 요소이다. 얼굴 표정은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생리학적인 신호를 감지 할 수 있으므로 적절

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가상현실에서 아

바타의 특정 행동들은 사용자의 비언어적인 의사소

통을 통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1]

3D 감정 아바타는 실제 얼굴과 비교하였을 때 다

양한 텍스처 패턴을 이용하여 가상 얼굴의 피부색을 

바꾸거나 표정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감정아바타를 생성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감정표

현을 하는 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아바타의 시각적

인 요소를 강조 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

지만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의 방법들은 3D 얼굴 스

캔을 기반으로 사실적인 얼굴 모델링과 얼굴 모션캡

처 데이터[2,13]를 획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얼굴 아바타를 이용하여 표정

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 인식과 3D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을 통합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이 

접근방법은 사용자가 웹캠 앞에서 자유롭게 표정을 

짓는 행동으로 얼굴표정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석

된 결과를 3D 얼굴 아바타에 적용하여 표정 애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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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overview of the method used to create facial animation.

이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패턴의 텍스처를 3D 얼굴 

아바타에 적용하여 감정을 강조 할 수 있다. 그림 1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의 프레임워크를 보여주고 있

다. 사용자의 얼굴 표정분석이 완료된 후, 분석된 감

정으로 장식된 3D 감정 아바타가 표정 애니메이션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선택된 3D 얼굴모델과 장식모델을 자

동으로 정합하는 부분(3장)과 웹캠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부분(4장), 표정 움직임 

정보와, 표정을 강조하기 위한 감정분장 템플릿을 이

용하여 3D 아바타를 표정애니메이션 하는 부분(5

장),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표정을 이용하여 3D 감정 

아바타를 애니메이션 하는 구현 및 결과 부분(6장)으

로 구성되어있다.

2. 관련연구 

광학 기술의 발전으로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고

해상도의 3D 얼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염이나 머리카락 같은 특징은 최신 3D 스

캐너를 이용해도 정확하게 획득하는 것은 어려운 문

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2D 이미지에서 수염을 추출하고,

다중 시점 스테레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염을 재

구성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 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적인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얼굴 모델을 비정

상 적으로 워핑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디자이너

가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제작한 장식 모델을 자동으

로 정합 하는 방법으로 3D 아바타를 생성하였다. 얼

굴 표정 분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미지 기반의 컴

퓨터 비전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표정을 분석하기 

위한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얼굴의 움직임을 action

unit(AU)으로 정의한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4]을 기반으로 얼굴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FACS를 이용한 표정 분석은 크게 얼굴 

특징 데이터 획득, 특징 데이터 패턴 분석 및 분류로 

나눌 수 있다.얼굴 특징 추출을 위해서는 통계적 모

델을 이용한 active appearance model(AAM)[5]과 

active shape model(ASM)[6]이 주로 이용된다. 얼굴 

특징 패턴 분석 및 분류를 위한 방법으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Support Vector Machine(SVM)[7]이 널

리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합된 3D 감정 

아바타의 표정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조명환

경에 강인한 ASM을 사용하여 얼굴 특징점을 추출

하고, 사용자의 현재 표정을 분류하기 위해 LibSVM

[8]을 사용한다.

3D 얼굴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의 주된 방향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눈썹이나 입술의 움직임을 자

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2D

영상에서 얼굴의 특징이 되는 위치를 3D에서 추정하

고 복원한 실시간 3D 얼굴 애니메이션 방법[2]도 제

안되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방법들은 매우 사실적

이며 미세한 표정을 묘사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이

미 정해진 얼굴 모델의 애니메이션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고,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머리카락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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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cessorial models such as facial hair or a topknot are linearly deformed on the surface of a 3D face model.

염과 같은 장식 모델을 얼굴에 추가적으로 부착하여 

자동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머리카락이나 

수염과 같은 모델로 얼굴을 장식하고 이를 애니메이

션하면서 감정표현을 강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얼굴 모델과 장식모델의 자동 정합

얼굴의 세부표현이나 장식을 얼굴에 맞추어 재구

성하기 위해서 미리 제작된 장식모델들을 사용하여 

얼굴 모델에 맞추어 정합 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선택된 장식모델들이 자동으로 얼굴의 표면

에 어울리게 정합하기 위해서 장식모델의 표면에 표

면 변형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장식 모델과 3D 얼굴 

모델을 정합하기 위해 얼굴의 특징이 되는 점의 위치

를 지정한 CANDIDE-3 모델[9]의 특징점 정의를 이

용했다. 변형기법 알고리즘의 순서는 세 가지 과정으

로 나눠진다. 첫 번째 과정은 장식모델에 정합하기 

위한 특징점이 미리 지정되어야 한다. 이 때 특징점

은 유사변형을 위한 특징점(ST point)과, 선형 변형

을 위한 특징점(LD point), 그리고 장식모델에서 LD

point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정점을 자유정점(Free

vertices)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과정은 얼굴 표면과 

정합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얼굴모델과 장식모델의 

ST point를 이용하여 유사변형 과정을 수행한다. 마

지막 과정으로 장식 모델을 얼굴 표면에 정합하기 

위해서 장식 모델의 선형변형을 수행한다. 선형변형

은 장식모델의 LD point와 가장 가까운 얼굴 표면의 

정점을 검색하여 LD point를 이동하고, 이동된 LD

point과 미리 계산된 자유 정점들의 가중치를 이용하

여 장식 모델을 선형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B.Bickel의 대규모 변형 기법(large-

scale deformation)[10]을 사용했고, 이 기법을 장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일러-라그랑지(Euler-

Lagrange)방정식을 도입했다. 주어진 LD point의 3

차원 변위량이 ∈×일 때 는 LD ponit의 변위

량이고, 는 선형변형수식으로써 오일러-라그랑지 

수식은 다음과 같다

∆∆   (1)

이때 와 는 늘림(stretching)과 휨(bending)의 

계수이고, ∆는 라플라스 벨트라미 연산자(Laplace-

Beltrami operator)이다. 이 때 주변정점들의 이동량

은 코탄젠트(cotangent) 가중치에 의해 계산되며, 이

를 계산하기 위한 선형 수식은 다음과 같다.

  
  (2)

이 행렬식은 LD point를 제외한 자유정점들의 변

위량 ∈  ×을 해결하기 위한 수식으로써 콜

레스키 분해(Cholesky factorization)을 이용하여 계

산하고, 이를 가중치 행렬 로 정의했다.

장식 모델에 지정된 LD point가 가장 가까운 얼굴

표면으로 이동할 때 자유정점들은 변위량 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그림 2). 여기서 장식 모델의 정점집

합을  , 가중치 행렬을 , 얼굴 형태로 변형된 장식

모델의 정점집합을 라고 했을 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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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age Dataset

Image Properties Image Dataset Description

Image Type
Neutral(front, left, right) Happy, Angry, Surprise, Sadness, Neutral spot light added

at the person’s left side, Random expressions

Image Size Width : 640 pixels, Height : 480 pixels

No. of Features 58 features

Gender 32 males, 11 females

Glasses All images taken without glasses

Fig. 3. Facial features from ASMs (top) and displacements of facial feature points from neutral to expressive states 

(bottom).

표현 할 수 있다. 이 때, 를 구하기위해서는 가중치 

행렬 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가중치 행렬 를 

구하기 위해서는 에 임의의 변위량 ′으로 변형이 

가해진 특수분장 소품의 정정집합 ′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 ′ , ′의 값을 알고 있으므로 가중

치 행렬 를 ′


  ′으로 구할 수 있다. 즉,

가중치 행렬 는 라플라스 벨트라미 연산자에 의해 

계산된 고정 상수 값이다. 따라서 계산된 가중치 행

렬 를 이용하여 3차원 얼굴과 적합한 형태로 장식 

모델 를 구할 수 있다.

4.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표정 인식

얼굴의 표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인 눈, 눈썹, 입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추출되

어야 한다. 또한 표정 인식을 위해서는 이런 얼굴의 

움직임들이 부호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입력된 얼굴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얼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ASM을 사용했고, 얼굴 표정을 분류

하기 위해서 SVM을 사용했다.

4.1 얼굴 특징 추출

얼굴의 주요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 ASM

을 사용하려면 여러 얼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을 위한 랜드 마크의 기준을 DTU

의 데이터 세트[11]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각 피실험

자 마다 다른 조건 하에서 9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데이터 세트로 구성하였다. 데이터 세트에 대한 설명

은 표 1과 같다.

4.2 얼굴 표정 분류

SVM을 이용한 표정 분류는 크게 사용자의 표정

을 학습하여 학습세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새로운 표

정이 입력되었을 때 생성된 학습세트를 이용하여 표

정을 분류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학습세트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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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motional templates (top) and the creation of intermediate emotional states from neutral to angry (bottom).

기 위해 입력되는 데이터는 ASM으로 추출한 특징

점들을 FACS의 AU코드에 맞추어 계산한 거리벡터

를 사용한다. 입력된 영상의 표정을 분류하기 위해 

정의된 AU를 이용하여 무표정, 기쁨, 분노, 놀람, 슬

픔의 5가지에 대해 각각 SVM 학습세트를 생성한다.

그림 3의 상단은 ASM을 이용하여 추출된 특징점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에는 무표정에서 특정 표정으로 

변화되었을 때의 거리 벡터를 노란색 화살표방향으

로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표정이 웹캠으로부터 입력

되면 각 SVM 학습세트에서 표정을 판단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를 출력하는 세트를 사용자의 현재 표정

으로 선정한다. SVM 학습세트의 판정 기준은 Cohn-

kanade의 데이터세트에서 제안하는 표정별 AU를 

적용했다[12].

5. 3D 감정 아바타의 애니메이션

이 장에서는 얼굴의 특징점집합이 시간에 따라 움

직이는 모션데이터를 이용하여 3D 감정 아바타의 표

정을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과 SVM을 통해서 

인식된 사용자의 표정정보를 이용하여 각 표정을 강

조할 수 있는 패턴을 표정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D 얼굴 아바타를 애니메이션하기 위해서는 얼굴 

특징점 집합이 변화되는 모션데이터와 3D 얼굴 아바

타를 변형할 변형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선형변형 기법을 3D 얼굴 아바타에 

적용하여 얼굴 표면을 변형 하였고, 이 때 얼굴 표면

에 정의할 특징점의 위치는 CANDIDE-3 모델에서 

정의한 위치를 기반으로 지정하였다. 얼굴 움직임을 

위한 모션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은 RGB-D 카메라

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모션캡처 

데이터 은  ∈  {  },  {  }로 정의

하고 이때 는 특징점의 인덱스, 는 시간에 따른 표

정 영상이다. 모션 캡처 데이터 은 3D 얼굴 모델과 

크기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크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에 유사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을 생성한다. 유사 

변환된 ′을 이용해 변위량 세트   ′   ′  
를 정의한다.

3D 얼굴 모델의 애니메이션은 2장에서 언급한 선

형 변형기법을 사용한다. CANDIDE-3 모델에 의해 

지정된 특징점들이 변위량 집합에 의해 변형되고, 주

변의 점들은 자연스러운 표정 애니메이션을 위해 특

정한 가중치에 영향을 받아 함께 변형된다. 표정 애

니메이션의 진행됨에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각 표정

별로 준비된 텍스처 템플릿을 조합하여 얼굴의 텍스

처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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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user interface unifies facial expression analysis and facial animation.

Fig. 6.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rates(%) under the 

per frame classification scenario.

Fig. 7. The automatic registration of facial hair with a 

male face: (a) is initial state, (b) is final results, 

(c) is enlarged results.

6. 구현 및 결과

본 논문의 시스템은 Intel Core i7-3770 CPU와 

640×480 픽셀 크기의 이미지를 30fps로 촬영할 수 

있는 웹캠이 탑재된 PC에서 구현하였다. 그림 5는 

개발된 3D 아바타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보여준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3D 얼굴 모델과 장식 모델을 

선택하면 애니메이션 가능한 3D 아바타로 정합하고,

사용자의 현재 표정을 나타내며, 표정을 3D 감정 아

바타에 적용한 애니메이션과 동시에 얼굴의 텍스처 

패턴을 변경한다.

그림 6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표정 애니메이션

을 위한 얼굴 표정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의 표정들이 90%이상의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슬픔 표정은 다른 표정에 비해서 거리벡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률이 나타났다.

그림 7은 수염 모델과 얼굴 모델의 자동 정합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의 (a)는 두 모델의 초기상

태, (b)는 정합이 된 상태, (c)는 표정 애니메이션을 

수행해서 얼굴 모델이 변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정 애니메이션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도 수염 모델

이 변화되는 입모양에 적응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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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om left to right: a decorated 3D face in a neutral state, happy, angry, surprised, and sadness.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8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모델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표정인식을 통하여 3D 감

정아바타의 표정 애니메이션을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얼굴 영상을 입력 받아 

표정을 인식하고, 인식된 표정의 특징을 3D 얼굴 아

바타에 적용하여 애니메이션과 얼굴 텍스처의 패턴

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안한 표정 애니메

이션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표정을 자동으로 분류

하고, 다중 모델을 자동으로 정합한 3D 얼굴 아바타

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애니메이션 제어 시스템은 사

용자가 3D 얼굴 모델과 보조 모델들을 선택하여 다

양한 3D 얼굴 아바타를 인터랙티브하게 생성하고,

생성된 아바타를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제안 방법은 뮤지컬이나 무대연극의 

연출가가 배우를 선정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

장과정 없이 얼굴을 스캐닝하여 3D 감정 아바타를 

시뮬레이션 하여 다양한 분장결과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출가가 배역에 맞는 적절한 배우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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