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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명 환경을 갖는 영상 간의 얼굴 교체 기술

송 중 석a), Xingjie Zhanga), 박 종 일a)‡

Face Replacement under Different Illumination Condition

 Joongseok Songa), Xingjie Zhanga), and Jong-Il Parka)‡

요 약

컴퓨터 그래픽스(CG: computer graphics) 기술은 영화나 TV와 같은 미디어 컨텐츠에서 중요한 요소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
상 속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교체하는 얼굴 교체 기술은 대표적인 CG 기술 중의 하나로써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되

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3D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 조명 환경을 갖고 있는 목표 동영상 속의 얼굴을 다른 조명 환경을 갖고 있는

참조 정지 영상 속의 얼굴로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조명을 갖고 있는

두 얼굴 간의 얼굴 교체를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Computer graphics(CG) is being important technique in media contents such as movie and TV. Especially, face replacement 
technique which replaces the faces between different images have been studied as a typical technology of CG by academia and 
researchers for a long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ace replacement method between target and reference images under 
different illumination environment without 3D model. In experiments, we verified that the proposed method could naturally replace 
the faces between reference and target images under different illumination condition.

Keyword : Face replacement, face swapping, face synthesis

Ⅰ. 서 론
컴퓨터 그래픽스(CG: computer graphics) 기술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들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CG 기술의 대표적인 기

술 중 하나인 얼굴 교체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경우, 주인공을 대신해 스턴트 맨이나 대역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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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대역의 얼굴

을 주인공의 얼굴로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다. 또한, 구글

로드 뷰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문제

도 이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급속도로 발달하면

서,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 속의 등장인물의 얼

굴을 임의의 얼굴을 합성하고 그 결과를 SNS를 통해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도

얼굴 교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얼굴을 교체하는 기

술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5]. 영상 내의 얼굴을

교체하는 기술은 3D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3D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얼굴의

과도한 회전이나 이동에도 적응적으로 얼굴을 교체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상에 등장하는 얼굴의 3D 모델 정보

는 영상을 제작할 때 같이 획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3D 모델을 사

용하지 않을 경우, 영상 속의 얼굴이 과도한 회전이나 이동

할 때에 얼굴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영상의 2D 정보만을 갖고 얼굴을 교체하기 때문에 전자보다

는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Columbia 대학에서는 3D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정지 영

상 간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

였다[4]. 기존의 방법들은 얼굴을 교체할 때 초기화 변수를

수동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방법은 얼

굴 교체 과정이 전부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Harverd 대학에서는 동영상 간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교체하

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얼굴을 추적할 때

유저가 수동적으로 변수를 초기화해야하는 과정이 요구된

다는 단점이 있다[3]. 이와 달리, Max Planck 연구소에서는

3D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 간에 얼굴을 완전히 자동

으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6]. 지금까지 제안된

얼굴 교체 방법들은 주로 정지 영상 간, 혹은 동영상 간의

얼굴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

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모델 없이 동영상

(목표 영상)과 정지 영상(참조 영상) 간의 서로 다른 조명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동영상에 등장하

는 임의의 얼굴을 사용자가 갖고 있는 정지 영상 속의 얼굴

로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다. 또한, 얼굴 교체 과정 전체가

완전히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그림 1은 목표 영상 와 참조 영상 을 나타내고 있다.

Ⅱ. 얼굴 교체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1-(가)와 같은 동영상

속의 목표 얼굴을 그림 1-(나)와 같은 정지 영상 속의 참조

(가) 목표 영상

   

(나) 참조 영상

그림 1. 목표 영상과 참조 영상
Fig. 1. Target image  and referenc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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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다
음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 교체 기술의 전체

흐름을 나타낸다. 얼굴 교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얼굴을

교체하고자 하는 두 영상의 조명 환경은 같은 환경에서 촬영

된 영상이 아니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조 영상의

조명 환경을 목표 영상의 조명 환경에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기법 

를사용해참조영상의조명환경과목표영상의조명환경을

근사시켜준다. 두 영상의 조명 환경이 근사되면, 히스토그램

명세화(histogram specification) 기반의 피부 톤 일치 기법

을 사용하여 두 얼굴의 피부 톤을 일치시켜주고[15], 두 얼

굴에 대해 각각 ASM(active shape model)을 적용하여 77개
의 얼굴 특징점들을 추출한다. 추출된 얼굴 특징점들 중에서

얼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16개의 특징점은 다른 특징점에

비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고, 이
들을 대체하기 위한 18개의 가상 얼굴 특징점들을생성한다. 

목표 얼굴의 경우에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얼굴의움직임에

따라참조얼굴의포즈도 변화되어야 한다. 두 얼굴 영상에서

기준이 되는 5개의 얼굴 특징점을 선택하고, 이 5쌍의 특징

점들을 사용하여 유사 변환 행렬(similarity transform ma-
trix) 를생성한다. 참조 얼굴의 특징점들의좌표들을 추출

된 유사 변환 행렬 에투영하면, 목표 얼굴에 맞게투영된

참조 얼굴의 특징점들의 좌표가 계산된다. 이 과정을 목표

영상의 매 프레임마다 수행하여 유사 변환 행렬 을 매번

생성하고, 이를통해연산된좌표와 참조 영상의얼굴특징점

좌표들 간의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 를 사용하여

목표 영상의 얼굴을 참조 영상의 얼굴로 교체한다. 교체된

두 얼굴의 경계 부분은 두 얼굴의 차이로 부자연스럽기 때문

에 적응적 가중치 기반블렌딩기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자연

스럽게 제거한다[16]. 마지막으로 교체된 영상에 목표 영상의

이득값(gain value)으로 역 화이트 밸런스   를 수행하

여, 목표 영상의 조명 환경으로 재조명 시켜준다. 

그림 2. 제안하는 얼굴 교체 시스템 흐름도
Fig. 2.  The flowchart of proposed face replac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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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한 두 영상의 조명 환경
근사화

 본 논문에서는 목표 영상과 참조 영상의 조명 환경을

근사시켜주기 위해 화이트 밸런스 기법을 사용하였다. 화
이트 밸런스는 특정 조명 환경에서 영상의 색상을 정색으

로 보정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화이트 밸런스를 적용할

경우, 백색의 피사체를 촬영했을 때, 영상 내 광원의색 온

도와 상관없이 해당 피사체를 백색으로 재현해야 한다. 이
때, 영상의 R, G, B(red, green, blue) 채널의레벨을 조정하

게 되는데, 이 과정을 화이트 밸런스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

는 영상 내에서 백색 피사체라 여겨지는 후보를 자동적으

로 설정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수행하는 자동 화이트 밸런

스 기법을 사용하였다[8]. 목표 영상을  , 참조 영상을 이

라고했을 때, 화이트 밸런스는 다음 수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위 수식에서 과 는 참조 영상과 목표 영상의 조명

성분을 포함하는 이득값(gain value)을 나타낸다. 는 화

이트 밸런스 함수를 의미한다. 와 는 참조 영상 과

목표 영상 의 화이트 밸런스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 그림

3은 목표 영상과 참조 영상의 화이트 밸런스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을 보면 참조 영상과 목표 영상의 조명이 근사

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히스토그램 명세화 기반의 피부 톤 매칭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여 두 영상의 조명 환경을 일치

시킨후, 참조 영상 얼굴의 피부 톤을 목표 영상 얼굴의 피

부 톤에 일치시켜주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서는 히스토그램 명세화 기반의 피부 톤 매칭 기법을 사

용하였다[15]. 그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조

얼굴과 목표 얼굴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각각 추출한다. 두
얼굴의 히스토그램은 각각  과  로 나타낸다. 여

기서 과 는 참조 영상과 목표 영상의 얼굴을 각각 나타낸

다. 히스토그램을 추출한후, 수식 2과 같이 이들을 누적분

포함수 과  로 변환한다. 

그림 3.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한 두 영상의 조명 환경 근사화
Fig. 3. The matching of illumination condition of both images by using the whit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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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적분포함수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다음 수식 3과 같

이 명암 변환표 를 얻을 수 있다.

   argmin   (3)

위 수식에서 는입력 명암값을, 는 출력 명암값을

나타낸다. 참조 얼굴의 임의의 픽셀에서, 해당 픽셀의 명암

값 를 명암변환표 에입력값으로 대입하면, 표는 에

해당하는 출력 명암 값 을 출력한다. 위의 과정은 R, G, 

B 채널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된다. 위 과정에서

참조 영상과 목표 영상의 얼굴 영역을 각각 추출하기 위해

Viola 얼굴 감지기를 사용하였다[13]. 피부 톤 매칭 과정은

다음 수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위 수식에서 은 피부 톤 매칭함수를 의미하고[15], 

은 를 에 맞게 피부 톤 매칭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다. 

3. 얼굴 특징점을 이용한 얼굴 교체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한 조명 환경 일치와 피부 톤 매칭

과정이끝나면, ASM을 사용하여 목표 얼굴과 참조 얼굴의

얼굴 특징점들을 각각 추출한다[9]. ASM을 사용하면, 다음

그림 4-(가)와 같이 77개의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다. 77개
중에서 1번부터 16번에 해당하는 16개의 특징점들은 얼굴

의 윤곽선을 나타내는데, 다른 61개의 특징점에 비해 상대

적으로검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윤

곽선에 해당하는 16개의 특징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
지만 나머지 61개의 특징점들만 사용하면 다음 그림 4-(나)
와 같이 얼굴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그림 4-(다)와 같이 34개의 가상 특징점들을 추가적으

로 생성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특징점들이 얼굴의 대

다수를포함하기 때문에, 얼굴 교체를좀더자연스럽게 수

행할 수 있게 된다.
가상 특징점들은 1차와 2차 특징점들로 분류할 수 있는

데, 다음 그림 5와 같은 원리에 의해 생성할 수 있다. 1차
특징점들은 초기의 61개 특징점 중에서, 얼굴의 중심에 해

당하는 코의 특징점(52번)을 기준으로 최외곽에 해당하는

특징점들까지의 거리 를 측정하고, 에 실험적 가중치

을 곱한값만큼 로부터 더연장한 거리 에 생성된

(가) 77개의 얼굴 특징점

   

(나) 61개의 얼굴 특징점

   

(다) 95개의 얼굴 특징점

그림 4. ASM으로 추출한 얼굴 특징점
Fig. 4.  The facial features generated by 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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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특징점들은 코의 중심으로부터 1차 특징점까지의

거리 에 실험적 가중치 를 곱한 값만큼 로부터 더

연장한 거리 에 생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속의 움직이는 목표 얼굴을 정지

영상 속의 참조 얼굴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목표이

기 때문에, 정지 영상 속의 참조 얼굴을 동영상 속의 목표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다음 그림 6과 같이 목표 얼굴과 참조 얼굴에서 기

준이 되는 5개의 특징점들의좌표들을 각각 추출하고, 이들

을 사용하여 두 얼굴 사이의 유사 변환(similarity trans-

그림 5. 가상 특징점의 생성 원리
Fig. 5. The principle of generation of virtual features

(가) 목표 얼굴 (나) 참조 얼굴

그림 6. 유사 변환 행렬을 생성하기 위한 기준 특징점
Fig. 6. The standard features for generation of similarity transform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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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관계를 계산한다[4]. 유사 변환은 하나의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환 시키는 변환 관계들 중 하나이며, 변환 관계를

회전각과 이동량, 그리고균등 크기 조절을 통해 정의할 수

있다. 유사 변환은 정점간의 거리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

는 특성이 있어서, 참조 얼굴의 갖는눈, 코, 입등의 고유한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 얼굴을 교체시키기 위해 사

용되었다. 다음 수식 5에서 는 유사 변환을 나타내고, 

는 피부 톤이 일치된 참조 얼굴 과 화이트 밸런스가 수

행된 목표 얼굴 에 대해, 각각 5개의 얼굴 특징점들의

좌표들을 추출하여 유사 행렬을 구한후, 참조 얼굴의 95개
특징점들의좌표들을 유사 행렬에투영하여얻어낸좌표들

을 나타낸다. 참조 얼굴 의 특징점좌표들을 유사 변환

행렬 에투영하게 되면, 투영된좌표들이 참조 얼굴의 고

유한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 얼굴 의 좌표계에

맞게 변형된다. 

  (5)

유사 변환을 통해 계산한 특징점들과 참조 얼굴의 특징

점들은 각각 그림 7과 같이 목표 얼굴과 참조 얼굴의 메쉬

모델을 각각 형성하는데 폴리곤의 정점으로써 사용된다. 

두 얼굴의 메쉬 모델들은 삼각형 형태의 폴리곤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두 얼굴 사이에 대응되는폴리곤들끼리 어파

인 변환(affine transform)을 수행하여 얼굴을 교체한다[14]. 
어파인 변환은 선형 변환과 이동 변환의 합성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하나의벡터 공간을 다른벡터 공간에 대응시켜

줄 수 있는 변환이다. 두벡터 사이에는 최소 3개의 대응점

그림 8. 어파인 변환을 통해 참조 얼굴로 교체된 목표 얼굴
Fig. 8. The target face replaced with the reference face using affine 
transform

(가) 목표 얼굴

  

(나) 참조 얼굴

그림 7. 목표 얼굴과 참조 얼굴의 메쉬 모델
Fig. 7.  The mesh models of target and referenc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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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둘 사이의 변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메쉬

모델에서삼각형폴리곤을 이루고 있는 3개의 정점들을 어

파인 변환의 대응점으로 활용한다. 다음 그림 8은 어파인

변환을 통해, 목표 얼굴을 참조 얼굴로 변환한 모습을 나타

낸다. 다음 수식 6은 유사 변환을 이용해 추출한 얼굴 특징

점 와 피부 톤이 일치된 참조 얼굴   사이의 어파인

변환을 구하고, 이 어파인 변환을 통해 참조 얼굴로 교체된

목표 얼굴   를 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6)

4. 적응적 가중치 기반 블렌딩 기법

어파인 변환을 통해 목표 얼굴을 참조 얼굴로 교체 시키

면, 위의 그림 8과 같이 두 얼굴의 경계에 부자연스러운부

분이생기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런 경우, 부자연스러운 부

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파 블렌딩

기법을 사용한다. 다음 수식 (7)은알파블렌딩을 나타낸다.

  (7)

는 두 영상에서, 동일한 위치의 각각의 명암 값  ,   

가 가중치 에 따라 선형적으로 조절되어 합산된 명암 값

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 수식 (7)에서 가중치 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적응적 가중치 기반 블렌딩 기법을

사용하였다[16]. 이 방법은 우선 교체된 얼굴을눈, 코, 입등

의 얼굴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핵심 영역과 그 외의

영역인 일반 영역으로 나누는데, 그림 5에 나와 있듯이, 61
개의 얼굴 특징점들과 1차 가상 특징점들로 구성된 영역을

핵심 영역으로 지정하고, 2차 가상 특징점까지 확장된 그

외의 영역들을 일반 영역으로 지정한다. 적응적 가중치 기

반 블렌딩은 다음 수식 (8)처럼 나타낼 수 있다.
















 


    ≤ 

 　 ＞
(8)

위 수식에서, 수식 (7)의 가중치 가 에 의해 결정된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는 그림 5에 나와 있듯이, 교체된

얼굴 내의 임의의 위치에서 일반 영역의 경계까지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각각 거리들을 구하고, 그 거리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리값을 의미한다. 은 실험적값으로 본 논문

에서는 30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핵심

영역에서는 적응적 가중치 가 항상 1로 설정되어, 참조

얼굴의 명암 값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영역에 적응적 가중치 기반 블렌딩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9는 적응적 가중치 기반블렌딩

을 사용하여 부자연스러웠던경계를 자연스럽게 제거한 결

과를 나타낸다.

그림 9. 적응적 가중치 기반 블렌딩 기법 적용 결과
Fig. 9.  The result of adaptive-weight-based blending

5. 역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한 영상 재조명

적응적 가중치 기반블렌딩을 적용한후에, 그 결과의 조

명 환경을 목표 영상의 원래 조명 환경으로 다시 재조명해

줘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 재조명

과정을 수행한다. 수식 (1)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영상에

대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수행하면 목표 영상의 조명 성분

이 포함되어 있는 대한 이득 값을 얻어올 수 있다. 이때, 
교체된 결과 영상에 대해 목표 영상의 이득값으로 역 화이

트 밸런스를 수행하면 원래 목표 영상이 갖고 있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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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 다시 재조명 된다. 다음 수식 (9)에서  ′는 목표

영상의 역 화이트 밸런스 
   를 통해 블렌딩 된 영상

을 다시 재조명 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 그림 10는 역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 재조명 된 결과를 나타낸다. 재조명

영상 결과를 보면 목표 영상의 조명 환경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
 (9)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목표 영상은 동영상

을, 참조 영상은 정지 영상을 사용하였다. 두 영상의 해상도

는 640×480이며, 촬영 장비는 일반 USB 웹캠을 사용하였

다. 목표 영상과 참조 영상의 촬영 환경은 일반 형광등이

장착된 실내 공간에서 촬영하였으며, 목표 영상을 촬영 할

때는 할로겐투광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C++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유사 변환을 계산하기 위해

OpenCV를, 어파인 변환을 수행하기 위해 OpenGL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얼굴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서 STAS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9]. 가상 특징점을 생

성하기 위한 변수  , 과블렌딩을 위한 변수   는 각각

실험적으로얻은 수치인 0.25, 0.25, 30으로 설정하였으며, 
자동적 화이트 밸런스를 수행하기 위해 Weng이 제안한 au-
tomatic white balance 방법을 사용하였다[8].

1. ASM 기반 얼굴 특징점 정확도 분석

본 논문의 2.3장에서 STASM을 사용하여 추출한 77개의

얼굴 특징점들 중, 1번부터 16번까지의 얼굴 특징점(얼굴

의 윤곽선)들이 검출 정확도가 낮아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초당 30프레임의 속도로 촬영한 100 프레임길

이의 목표 영상에 대해 매 프레임 STASM을 사용하여 77
개의 얼굴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각 특징점들의 프레임 간

좌표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다음 그림 11는 각 특징점들에

대해서 100 프레임 동안 프레임 간 좌표 변화량을 누적한

결과이다. 프레임 간 얼굴의 변화량은 미세하기 때문에, 특
징점 추출기가 매 프레임 정확하게 특징점을 찾아낸다면, 
각 특징점들의 프레임 간 좌표 변화량은 작을 것이라는 가

정을 하고 이와 같은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을 통해, 1번
에서 16번에 해당하는 얼굴 특징점들이 다른 특징점들보다

프레임 간 좌표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목표 영상

   

(나) 재조명 된 교체 영상

그림 10. 역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 재조명 된 결과
Fig. 10. The result of relighting using inverse whit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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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조명 환경을 갖는 영상 간의 얼굴 교체 실험

본 실험에서는 그림 2의 흐름에 따라, 목표 영상의 얼굴

을 참조 영상의 얼굴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과정을 순차

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12는 그림 1과 달리 참조 얼

굴의샘플을바꿔서 얼굴 교체를 수행한 실험 결과를 나타

낸다. 그림 12-(가),(나)는 목표 얼굴과 참조 얼굴을 나타내

고, 목표 얼굴의 경우 할로겐투광기를 추가적으로배치하

여 조명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림 12-(다),(라)는블렌딩전

후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12-(바)는 역 화이트 밸런스를 이

용한 재조명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2-(가)와 (바)를 보면,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참조 얼굴이 목표 얼굴의 조명에 맞

게 재조명 되어 자연스럽게 얼굴이 교체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얼굴 각도와 가중치에 따른 얼굴 교체 결과

다음 그림 13은 얼굴 각도에따른 얼굴 교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목표 얼굴의 회전각을 조절해 가면서 교

(가) 목표 얼굴

  

(나) 참조 얼굴

(다) 블렌딩 전

 

(라) 블렌딩 후

 

(바) 재조명 결과

그림 12. 제안하는 방법의 얼굴 교체 결과
Fig. 12. The result of proposed face replacement method

그림 11. 동영상에서 얼굴 특징점 추출의 정확도 실험 결과
Fig. 11. The result of accuracy of detection of face features in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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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13-(가),(나),(다)처럼 30도 내

의 회전에는 자연스러운 교체를 보였으나, 그림 13-(다),
(라),(바)처럼 30도를 벗어난 회전에는 자연스럽게 교체 되

지못하는 결과를볼수 있었다. 그 이유는 본 논문에서 사

용하고 있는 STASM 알고리즘의 경우[9], 과도한 얼굴 회전

에 대해서는 얼굴 특징점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한다는 단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얼굴이 30도 이상으로 과

도한움직임을 보일 경우, 얼굴의 3D 모델 없이 얼굴 특징

점들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음 그림 14는블렌딩가중치 을 30으로 고정하고, 가

상 특징점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변수  , 를 0.1, 0.25, 

0.5, 0.75로 변경해가면서 영상을 합성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결과, 0.1로했을 때는 얼굴의 교체범위가좁아 부자연

스럽고, 0.5와 0.75로했을 때는 가상 특징점이 얼굴을 한참

(가)

  

(나) 

  

(다) 

(다)

  

(라) 

  

(바)

그림 13. 목표 얼굴의 회전에 따른 교체 결과
Fig. 13. The face replacement results depending on the rotation angle of target face

(가) 0.1
  

(나) 0.25
  

(다) 0.5
  

(라) 0.75

그림 14.  , 에 따른 얼굴 교체 결과

Fig. 14.  The result of face replacement depending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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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0.25로했을 때의 가상 특징점이 얼굴을 제대

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15는 가상 특징점 변수  , 를 0.25로 고정

하고, 블렌딩 가중치 을 10부터 50까지 10씩증가시켜가

면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다. 10과 20은 참조 얼굴이 많이

강조되어블렌딩이 부자연스럽게 된 반면, 40과 50은 참조

영상의 얼굴이 목표 영상의 얼굴에 너무 많이 섞이는현상

을 볼 수 있었다. 30으로 설정했을 때, 참조 얼굴과 목표

얼굴이 자연스럽게 블렌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명 환경이 다른 두 영상의 얼굴을 자연

스럽게 교체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동영상 속의 목표 얼

굴을 정지 영상 속의 참조 얼굴로 교체할 수 있으며, 얼굴

교체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여 두 영상의 조명 환경을 근사시

킨 후, 히스토그램 명세화 기반의 피부 톤 일치 기술을 통

해, 참조 얼굴의 피부 톤을 목표 얼굴의 피부 톤에 맞게 변

경하였다. 이후, STASM을 사용하여 두 얼굴의 얼굴 특징

점들을생성한 후, 이중에서 정확도가 낮은 특징점들을 제

거하고 가상 특징점들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였다. 생성된

얼굴 특징점들을 사용하여 얼굴의 메쉬 모델을 각각 형성

한 후, 유사 변환과 어파인 변환을 통해 목표 얼굴을 참조

얼굴로 교체하였다. 교체를 한후, 교체된 얼굴의 부자연스

러운경계 부분을 적응적 가중치 기반블렌딩기법으로 자

연스럽게 제거하였다. 이후 역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여

교체된 얼굴의 조명을 목표 영상의 조명으로 재조명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조명 환경이 다른 두

얼굴을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3D 얼굴 모델 없이 교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회전에

는 다소 부자연스럽게 합성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얼굴의 과도한 회전에도 얼굴 특징점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가) 0.1
  

(나) 0.25
  

(다) 0.5
  

(라) 0.75

그림 14.  , 에 따른 얼굴 교체 결과

Fig. 14.  The result of face replacement depending on  , 

(가) 10
  

(나) 20
  

(다) 30
  

(라) 40
  

(마) 50

그림 15. 에 따른 얼굴 교체 결과

Fig. 15. The result of face replacement depend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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