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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상의 얼굴에 대한 3차원 변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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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for 3D Face Manipulation in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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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상의 얼굴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3차원적으로 변형시켜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
템의 3차원 얼굴 변형은 비디오 프레임의 얼굴 영역에 사용자가 변형을 가한 3차원 얼굴 모델을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애
플리케이션이나 방법과 달리 비디오 상에서 3차원 변형을 실시간으로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변형 가능한 3차원 얼굴 모델
을 영상과 정합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가한 변형을 정합된 모델에 적용, 프레임 영상을 텍스처 매핑하여 렌더링한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연산을 요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소프트웨어 모듈을 나눠 각각의 쓰레드에서 병렬적으로 처리하도록 구현함으로써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비디오 상의 얼굴의 눈 주변, 코, 턱, 볼 등 부위들에 대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자연스러
운 변형을 실시간으로 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We propose a system that allows three dimensional manipulation of face in video. The 3D face manipulation of the proposed 
system overlays the 3D face model with the user 's manipulation on the face region of the video frame, and it allows 3D 
manipulation of the video in real time unlike existing applications or methods. To achieve this feature, first, the 3D morphable 
face model is registered with the image. At the same time, user’s manipulation is applied to the registered model. Finally, the 
frame image mapped to the model as texture, and the texture-mapped and deformed model is rendered. Since this process requires 
lots of operations, parallel processing is adopted for real-time processing; the system is divided into modules according to 
functionalities, and each module runs in parallel on each threa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specific parts of the face in video 
can be manipulated in real time.

Keyword : Face manipulation, face editing, video editing, face tracking, mesh deformation

Copyright Ⓒ 2016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BY-NC-ND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not altered.”

a)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Hanyang University)
b)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 박종일(Jong-Il Park)

E-mail: jipark@hanyang.ac.kr
Tel: +82-2-2220-0368
ORCID: https://orcid.org/0000-0003-1000-4067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1849, 실내외 임의공간
실시간 영상 합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및 개발툴킷 개발)

․Manuscript received August 9, 2018; Revised April 24, 2019; Accepted May 13, 2019.

일반논문 (Regular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4권 제3호, 2019년 5월 (JBE Vol. 24, No. 3, May 2019)
https://doi.org/10.5909/JBE.2019.24.3.440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박정식 외 2인: 비디오 상의 얼굴에 대한 3차원 변형 시스템   441
(Jungsik Park et al.: A System for 3D Face Manipulation in Video)

Ⅰ. 서 론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이 과정에

서 자신의 모습을 더 예쁘게 혹은,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의 얼굴을 편집하곤 한다. 십여 년 전까지

는 이러한 편집은 주로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가진 PC 
상의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야만 했기 때문에 해당 프

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 어

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의

그림 1. 기존얼굴변형애플리케이션과제안하는시스템을통한변형예시: 
(1) 원본영상, (2) [1]을이용한의한변형결과, (3) [2]를이용한변형결과, 
(4)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변형 결과
Fig. 1. Examples of face manipulation via the existing applications 
and the proposed system: (1) original image, (2) manipulation result 
using [1], (3) manipulation result using [2], (4) manipulation result 
using the proposed system

발전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진이나 비디오

상의 자신의 얼굴을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이 등장하였다[1][2]. 하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사람의얼굴에 대한 3차원 기하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영상 왜곡 기법을 통해 얼굴을 변형시켜준다. 따라서 그림

1의 (2), (3)의 붉은 원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얼굴뿐만 아

니라 배경까지 함께 왜곡되는 문제가 있으며,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더 자연스러운 변

형을 위해서는 3차원 영상편집 기술을 필요로 한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3차원 영상편집에 대한 여

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8]. 3차원 영상 편집은 피사체에

대한 3차원 모델을 획득하고, 이를 영상이나 비디오 프레임

에 정합한 뒤, 3차원 기하변환이나 변형 등의 편집을 적용

하여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사체에 대한 3차
원 모델의 준비는 사전에 다시점 영상기반 모델링 방법 등

을 이용하여 획득하거나[3-4], 편집 대상이 되는 한 장의 영

상으로부터 대칭성 등의 제약조건에 기반한 인터랙티브 모

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하거나[5-6], 온라인 모델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획득한 뒤 영상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으로
[7-8] 이루어진다. 편집 방식 또한, 간단한 복제, 기하변환, 등
방성 및 비등방성 스케일링에서부터[5-8], 임의의 형태로의

변형[4-5], 물리기반 변형[3][8]과 같이 다양하게 구현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피사체의 3차원 기하구조를 반영한 편집

이 가능하며 배경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표정 등에

의해 변화하는 사람의 얼굴을 강체나 간단한 물리 모델로

모델링하기 어렵기 때문에앞의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피사체를 사람의 얼굴로 한정한 정합, 모델링, 편집

기술들 또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들에는 다른 얼굴

로 표정을 전이시키거나[9], 다른 얼굴로 교체하거나[10], 특
정 부위를 변형시키거나[11], 디지털 아바타를 생성하고 표
정을 합성하는 방법[12-13] 등이 있으며, 3차원 얼굴 모델과

영상의 정합에 기반한다. 이중에서 얼굴의특정 부위를 변

형시켜 보여주는 연구[11]는 비록 뛰어난 변형 품질을 보여

주었지만, 한 장의 영상에 적용 가능하고, 얼굴 모델의 형태

계수의 조절을 통해 변형하기 때문에 변형 가능한 범위가

얼굴 모델링에 사용된 얼굴 데이터에 의존적인 한계점이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 아바타의 경우[13], 한 장의 영상만

으로도 피사체와 유사한 아바타를 생성하여 조명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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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의 디테일을 반영한 실감있는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바타의 얼굴 변화는 사람이 표현 가능

한 표정으로 한정되어 임의의 형태나 과장된 형태는 표현

하기 어려웠다.
우리는이러한제약없이, 사용자가원하는대로 비디오상

의얼굴을 3차원적으로변형이가능한시스템을제안한다. 제
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얼굴특징추적 방법과 얼굴에 대한 변

형 가능한 3차원 모델(3DMM: 3D Morphable Model)의 피

팅 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 얼굴 모델을 영상에 정합하고, 
동시에 3차원 메쉬 변형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 입력에

따라 얼굴 모델을 변형시킨다. 모델에 피팅에 의한 변형과

사용자에 의한 변형을 모두반영한 뒤, 영상 프레임을 텍스

처 매핑하여 변형된 모델을 프레임의 얼굴 영역에 렌더링한

다. 따라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이나 연구와 달리, 그림 1의
(4)와같이 배경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3차원적으로 사용

자가 원하는 대로 얼굴의 변형이 가능하며, 비디오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변형된 모습을 여러 시점에서살펴볼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은 우리의 이전 연구[14]를 확장

한 것으로, 얼굴 모델 피팅방법의 고속화및 병렬 처리 구현

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Ⅱ. 비디오 상의 얼굴 변형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비디오 프레임 영상

내의 얼굴 상태(위치, 자세, 표정 등)에 맞춰진 3차원 얼굴

그림 2. 제안하는 얼굴 변형 시스템의 흐름
Fig. 2. Flow of the proposed face manip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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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추가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변형을 가한 뒤, 영상 내

의 얼굴 영역 위에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얼굴이 3차원적

으로 변형된 영상을 생성한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기능별

로 나뉘어 정합(Registration), 변형(Manipulation), 렌더링

(Rendering)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각각 수행되며,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1. 정합 모듈

얼굴 모델을 영상에 정합하는 과정은 다시 얼굴특징검

출과 얼굴 모델 피팅 과정으로 나뉜다. 얼굴 특정 검출은

얼굴 모델을 영상 내의 얼굴 상태에 맞추어 변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하는 눈, 코, 입, 외곽선과 같은 랜드마크

(Landmark)를 찾는 과정이다. 영상에서랜드마크를 검출하

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에는 주로랜덤회귀

포레스트 방식[15][16]과 심층학습(Deep learning) 기반의 방

식[17]이널리 사용되고 있다. 랜덤회귀포레스트는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초기 예측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초기 예측 오류로 인해 오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반면에, 심층학습 기반 방법은속도는느리

지만 강건하다는 장점이 있다.
3차원 얼굴 변형에서는 모델의 정확한 정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 포즈가 변화하더라도 랜드마크의 위치를 최

대한 정확하고 강건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속도는 조

금 느리더라도 Kowalski 등이 제안한 심층학습 기반의 방

법[17]을 통해랜드마크를검출한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컨

벌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직렬로 연

결한 다단 심층 신경망(Multistage deep neural network)을
이용한 것이다. 각 단계에서 기준 얼굴 자세와의 기하변환

관계, 특징지도, 랜드마크가 존재할 확률에 대한 열지도가

계산되며, 이로부터 랜드마크 위치가 도출된다. 이러한 정

보들은 여러 단계의 신경망을 거치며 최적화된다.
얼굴 특징 검출을 통해 얼굴의 랜드마크의 좌표를 구하

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머리의포즈를계산하고 얼굴에 대

한 3차원 모델을 영상에 피팅시킴으로써 얼굴과 모델을 정

합한다. 얼굴의 형태는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표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비디오 상

에서 변형하는데있어서 변형 가능한 3차원 모델이효과적

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얼굴에 대한 모델과 피팅 방법

은 Huber 등이 제안한 것을 속도 측면에서 개량하여 적용

하였다[18]. 변형 가능한 얼굴 모델은, 여러 명의 얼굴에 대

한 3차원 스캔데이터로부터중립(eutral) 표정의평균얼굴 
M과 이를 기준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
ysis, PCA)을 통해 정의된 형태에 대한 기저 M 및 표정에

대한 기저 M로 표현된다: 

MMMM . (1)

이 모델의중립 얼굴에 랜드마크 좌표를 사전에 매핑해두

고, 얼굴 특징 검출 결과와 매핑된 3차원 좌표를 이용하여

머리의 포즈를 계산한다. 머리의 포즈가 계산되면, 투영된

모델에 매핑된랜드마크와영상에서검출된랜드마크로 정

의되는 다음의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변형 가능한

모델의 주성분 기저에 대한 형태 계수 를 구할 수 있다:

 argmin
  






PX x


∥∥ . (2)

여기서, 은 랜드마크의 개수, 는 랜드마크 좌표에 대

한 표준편차, P는 카메라 투영 행렬, X 와 x는 각각

모델에 매핑된 번째랜드마크의 3차원 좌표와, 이에 대응

되는 검출된 랜드마크의 2차원좌표를 나타내며 는 정규

화(regularization) 파라미터이다. 모델의 3차원랜드마크좌

표 X는 얼굴 형태에 대한 주성분 기저행렬 M와계수

의 선형 결합을 평균 얼굴 M와 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X ⊂M
M 
M  M 

(3)

표정계수 는추정된 얼굴 형태 M로부터 비슷한 방식

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얼굴 포즈와 주성분 기저에 대한 형태 계수를 최적화한다.
하지만, 그림 3과 같이 얼굴의 윤곽 부분에 해당하는랜

드마크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얼굴 포즈에 따라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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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사전에

매핑된 랜드마크와 모델 간의 관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없

고 대응점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응점탐색 과정

은 모델의 정점중에서 현재포즈에서 볼 때 전면에속하면

서 다른 정점을 가리고 있는 정점을골라 영상평면에투영

시킨뒤, 투영된 각 점의좌표와얼굴윤곽에서검출된랜드

마크간의 거리가 일정 값이하인 것을 대응점으로 선택하

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경우랜드마크하나에 여러 개의

3차원 점이 대응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아지게 되고, 특
히, 얼굴이옆으로돌아가는 경우속도저하가두드러져실

시간 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그림 3, 가운데 열).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점을 한번더 필터링하고 보간하는 과정을추가하였다. 한
랜드마크에 대응점이 여러 개가 선택되는 경우 가장 거리

가 가까운 점을 3개까지만선택하고, 이들이 이루는메쉬와 
랜드마크를 역투영한 광선과의 교점을 계산함으로써 대응
점을 하나만 추려낸다(그림 3, 오른쪽 열). 

2. 변형 모듈

얼굴 모델이 영상에 피팅된 이후사용자입력에 따라 모

델을 변형하게 되는데, 이는 As-rigid-as-possible (ARAP) 
메쉬 변형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19]. ARAP는 메쉬의 국

소 표면에 대한 회전변환의 적용, 두단계의 최적화를 통해

그림 3. 윤곽 랜드마크에 대한 대응점 탐색 결과: (좌) 영상에서 검출된 랜드마크, (중앙) [18]의 방법에 따라 탐색된 대응점, (우) 제안된 시스템에서 수정된
방법에 따라 탐색된 대응점
Fig. 3. Correspondence searching results for contour landmarks: (left) landmarks detected from image, (middle) correspondences detected using 
the method in [18], (right) correspondences detected using the modified method in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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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표면의 강성(rigidity)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형

이 가능하여널리 사용되는메쉬변형 방법이다. 메쉬모델

M이 개의 정점을 가질때, 각 정점 X , ∈…과
그 이웃정점 X ∈X 으로부터 변형에 따른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X i∈M


X j∈NX i
∥X i′X j′  R iX iX j∥. (4)

여기서, R 는 정점 X 에서의 국소 회전변환 행렬, X ′와
X ′는 각각 X 와 X 의 변형된 좌표를 나타낸다. 변형 에

너지의 식의 각항은두단계의 최적화를 통해 최소화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점들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국소 회전변환 행렬을 구하고, 두번째단계에서는 국소 회

전변환 행렬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각 정점들이 사용자 제

약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되

어야 할 좌표를 계산하게 된다.
변형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제어 정점의 좌표가

제약조건으로 사용되며, 이는 보통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다. 
즉, 사용자가 지정한 제어 정점을 이동시킨 후메쉬 변형을

수행하면, 제어 정점의 위치는 이동시킨위치로 고정된채로, 
그 외의 주변 정점의좌표가 변형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이

동된다. 그림 4는 사용자 제약조건을설정하고 이를 이동시

켜 변형을 수행하는 예시를 보여준다. 원본 모델(좌)에 대해

제어 정점(중앙, 보라색 표시)과 변형될 정점(중앙, 녹색 표

시)를설정한 뒤, 제어 정점을 이동시켜 변형된 결과(우)이다.

3. 렌더링 모듈

렌더링 모듈에서는 비디오 프레임 영상과 변형된 얼굴

모델을 합성하여 변형된 얼굴 영상을 생성한다. 얼굴이 변

형됨에 따라 영상 내의 얼굴 영역이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얼굴에 의해 가려져있

던부분을채워주기 위해 인페인팅을 적용한다. 먼저, 인페
인팅에서 사용할 마스크는 얼굴 모델을 영상평면으로부터

투영하여 구한 다음, 마스크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주변 화

소를 참조하여 채워나가는 확산 기반의 방법을 적용한다
[20]. 이 방법은 속도가 빠르지만, 채울 영역이 넓거나 질감

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채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머리나목등을 제외한 얼굴에 대

해 자연스러운 변형을 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하면실제로 채워져야 할 영역은 그리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실시간성을 고려하여 확산

기반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인페인팅된 영상을 렌더링한 후에는 변형된 얼굴을 얼굴

포즈를 이용하여 영상의 얼굴 위치에 겹쳐렌더링한다. 먼저, 
모델과 영상간의투영관계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 영상으

로 얼굴의 텍스처맵을갱신한 뒤, 변형 상태를갱신하여 렌

더링한다. 이 때, 모델은 정합 모듈의 얼굴 모델 피팅과 변형

모듈에서의 사용자에 의한 변형으로 인한 각기 다른두변형

상태를가지므로이를조합한다. 두변형된상태를모두적용

한 렌더링용 모델 M′은변형모듈에서의 변형된 상태를 Mm

라 할 때 식 (1)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그림 4. 사용자 제약조건(제어 정점: 보라색 점, 변형될 정점: 녹색 점)의 설정과 메쉬 변형의 예시: (좌) 원본 메쉬 모델, (중앙) 사용자 제약조건의 설정, (우) 
제어 정점의 이동에 따라 변형된 메쉬
Fig. 4. An example of setting user constraints (control vertices: pupple points, roi vertices: green points) and mesh deformation: (Left) original 
mesh model, (middle) setting user constraints, (right) deformed mesh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control ver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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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M  M  WM  M . (5)

여기서 W는 모델의 각 요소의 변형 정도를 조절하는 가

중치 행렬인데,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를 모두 1로 두어 사

용자에 의한 변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얼굴 모델 피팅

결과에 사용자에 의해 변형된 모델과 원본 모델(평균얼굴)
간의 차이를 합하여 렌더링용 모델을 결정한다.

Ⅲ. 구현 및 실험 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으

로 구현되었다. 이는 얼굴특징검출에 사용된딥러닝프레

임워크방법이 Theano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밖의 얼

굴 모델 피팅, 메쉬 변형 등의 방법은 C++로 구현되었고, 
파이썬에 함수 형태로바인딩되어 호출되는 방식으로 동작

된다. 그리고, 얼굴 모델 피팅과정에서 연산량이 많으면서

병렬화가 가능한 부분을 OpenMP를 이용하여 병렬화함으

로써 수행시간을 단축시켰다. 이러한 부분의 예로는 윤곽

랜드마크의 대응점 탐색을 위해 모델의 모든 정점에 대해

가시성 및 가려짐 여부 검사를 수행하는 부분이다. 표 1은
Intel i7-3770 CPU, NVidia GeForce GTX TITAN GPU가

탑재된 PC에서 3448개의 정점과 6736개의 삼각형으로 이

루어진 얼굴 모델을 480p 영상에 피팅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정면 얼굴과 옆으로 돌아간 얼굴에 대해 두 가지 고속화

처리, 즉, OpenMP의 적용 여부와 2장 1절의 마지막문단에

서 서술한 대응점 필터링 적용 여부를 달리하며 시간을측정

하였다. 두고속화처리가 얼굴 모델 피팅과정의 전체에걸

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속화
처리 적용 여부에 따른 시간측정 결과가 비례관계로 나타나

지는 않는다. 정면얼굴에 대해서는 소요시간감소폭이 그

리크지는 않지만, OpenMP 적용으로 약 10 ms, 대응점 필

터링 적용으로 약 5 ms 시간이 단축되었다. 하지만, 얼굴이

옆으로 돌아간 경우에 대해, OpenMP 적용으로 약 37 ms, 
대응점 필터링 적용으로 약 29 ms 단축되어 소요시간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며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얼굴 피팅 과정에서 소요시간을 단축시켜서 옆으

로 돌아간 얼굴에 대해서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

더라도, 얼굴 피팅뿐만 아니라, 얼굴특징검출, 메쉬변형, 
인페인팅을포함한 렌더링 등 여러 처리를 요하는 전체 시스

템은 실시간으로 동작하기 어려울수 있다. 표 2를 보면, 정
합 모듈, 변형 모듈, 렌더링 모듈의 처리를 순차적으로 수행

한다고 가정할 때, 한 프레임에 대한 처리 소요 시간은 약

111 ms로, 9 fps의속도가 된다. 게다가, 사용자가 제어 정점

을움직이고있는동안에는한프레임내에서여러번의메쉬

변형 처리가 수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는 더욱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쓰레드를 이용

Without correspondence filtering With correspondence filtering
Without OpenMP With OpenMP Without OpenMP With OpenMP

Frontal face  35.70 ms 25.77 ms 30.15 ms 20.63 ms
Oblique face  97.15 ms 60.31 ms 68.03 ms 30.58 ms

표 1. 고속화 여부에 따른 얼굴 모델 피팅에 소요되는 시간
Table 1. The processing time for face model fitting w/o and w/ acceleration

Module Process Time Subtotal

Registration module
Face alignment 36.28 ms

58.49 ms
Face model fitting 22.21 ms

Manipulation module Mesh deformation 7.14 ms 7.14 ms

Rendering module
Inpainting 31.16 ms

45.62 msTexture mapping and deformation transfer 5.34 ms
Rendering 9.12 ms

Total 111.25 ms

표 2. 처리 단계별 소요 시간
Table 2. Processing time for ea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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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된 시스템의 다중쓰레드
Fig. 5. Multithreading in the proposed system

(1)

(2)

(3)

(4)

(5)

그림 6. 비디오 프레임 대한 얼굴 변형 결과: (1) 원본 프레임, (2)~(4) 눈 주변, 턱, 코를 변형한 결과, (5) (2)~(4)의 변형을 모두 적용한 결과
Fig. 6. Results of face manipulation for video frames: (1) original frames, (2)~(4) results of manipulating the area around eyes, jaw, and nose, 
(5) results of applying all the manipulations from (2) t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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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각의 모듈을 별도의 쓰레드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변형 모듈은 사용자입력에 따라 프레임과 상관없이

비동기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렌더링 모

듈은 얼굴 정합 결과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긴다. 따라서 렌더링 쓰레드에서는 현재 프레임이 아닌,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이용하여 렌더링하도록 하였기 때문

에 전체 시스템은 최고 약 15 fps의속도로 동작할 수 있다. 
이는 15 fps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동작 가능함

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이러한 다중쓰레드 처리를 도식화한

예를 보여준다.
같은 부분에 그림 6는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비디오 프레

임(1)의 원본 얼굴에 대해 얼굴 변형을 수행한 결과(2~5)를
보여준다. 첫째열과 같이 모델에 대해 변형시켰을 때, 2~5
번째열과 같이 변형되며, 이를 통해 배경(얼굴 모델이커버

하지 않는 영역)의 왜곡없이 얼굴의 눈 주변, 턱, 코에 대한

3차원 변형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랜드마크의 좌

표 및 얼굴 모델 피팅의 오차로 인해 변형된 부분에 배경의

텍스처가섞이는 현상과 변형으로 인해 드러나는 가려짐영

역이 커지는 경우 인페인팅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정합의 정확도 및 인페인팅 품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림 7은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한 변형 결과(세번째행)
와, 이를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중하나인 [1]을 통해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한 것(두 번째 행)이다. 얼굴에 대한 3차원

모델을 변형시키는 방식의 제안된 시스템과 달리 [1]은 영

상의특정 지점과 일정 반경의 그 주변 영역을 함께 늘이거

나뭉개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밀한 변형이 어렵고, 그림의

늘어난 코 부분과 같이 변형된 부분에 아티팩트가 발생하

거나, 목과 티셔츠 부분에서와 같이 배경도 함께 왜곡되기

(1)

(2)

(3)

그림 7. 기존 애플리케이션과의 얼굴 변형 비교: (1) 원본 영상, (2) [1]으로 변형한 결과, (3) 제안된 시스템으로 변형한 결과
Fig. 7. Comparison of face manipulation results from the existing application : (1) original images, (2) results from [1], (3) results from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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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은 변형된 얼굴 모델을 얼굴

포즈를 이용하여 영상의 얼굴 위치에 렌더링하기 때문에

한 번의 변형으로 여러 프레임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지

만, [1]의 경우는 매 프레임 영상을직접수정해야하기 때문

에 비디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그림 8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2]를 통해 변형된 것(첫번
째행)과 유사한 형태로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변형을 가한

결과(두번째행)를 보여준다. 제안된 시스템과 달리, [2]는
얼굴의 변형과 함께 배경의 왜곡을 수반하여, 정면 얼굴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변형이 가능하지만 얼굴포즈가 변화

할 경우(얼굴을옆으로돌리거나앞으로 숙이는 경우) 부자

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

형이 가능한 제안된 시스템과 달리, [2]는 사전에 정의된몇

가지 변형 형태만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상의 얼굴에 대한 3차원 변형을

시킬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얼굴특징검출과 변형

가능한 3차원 얼굴 모델의 피팅을 통해 정합된 모델 상태와

메쉬변형 방법에 의한 변형된 모델 상태를 모두반영하여

영상 위에 렌더링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3차원적

인 변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배경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더 자

연스러운 편집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은 연산이 많이 소요되는 처리에 대해

부분적으로 고속화를 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소프트웨

어 모듈에 대한 다중쓰레드 기반 병렬 처리로 구현함으로

써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얼굴 모델 정합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배경

영역의 픽셀이 얼굴 텍스처에섞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는 점과, 변형으로 인해 드러나는 가려짐영역이커짐으로

인해 인페인팅 품질이저하될수 있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

다. 또한, 얼굴 모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형

을 위해 턱과목의 경계, 귀 근처, 이마와같은, 얼굴 모델의

가장자리 부분은 고정시켜야한다는 제약은 존재한다. 향후
품질저하 현상과 제약을 보완하고, 처리속도측면에서 더

(1)

(2)

그림 8. 기존 애플리케이션과의 얼굴 변형 비교: (1) [2]로 변형한 결과, (2) 제안된 시스템으로 변형한 결과
Fig. 8. Comparison of face manipulation results from the existing application : (1) results from [2], (2) results from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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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최적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얼굴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구

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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