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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비전 기반 3 차원 얼굴 모델의 자동 표정 생성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3 차원 얼굴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는 얼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션 추정을 배제한 얼굴 표정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얼굴 모션 추정과 

표정 제어에 관한 연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안하는 얼굴 모델의 표정 생성 시스템은 크게 얼굴 검출, 얼굴 

모션 추정, 표정 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얼굴 검출 방법으로는 얼굴 후보 영역 검출과 얼굴 영역 검출 과정으로 구성된다. 

HT 컬러 모델을 이용하며 얼굴의 후보 영역을 검출하며 얼굴 후보 영역으로부터 PCA 변환과 템플릿 매칭을 통해 얼굴 

영역을 검출하게 된다. 검출된 얼굴 영역으로부터 얼굴 모션 추정과 얼굴 표정 제어를 수행한다. 3 차원 실린더 모델의 

투영과 L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의 모션을 추정하며 추정된 결과를 3 차원 얼굴 모델에 적용한다. 또한 영상 보정을 

통해 강인한 모션 추정을 할 수 있다. 얼굴 모델의 표정을 생성하기 위해 특징점 기반의 얼굴 모델 표정 생성 방법을 

적용하며 12 개의 얼굴 특징점으로부터 얼굴 모델의 표정을 생성한다. 얼굴의 구조적 정보와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여 

눈썹, 눈, 입 주위의 얼굴 특징점을 검출하며 L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적(Tracking)한다. 추적된 특징점의 

위치는 얼굴의 모션 정보와 표정 정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기하학적 변환을 이용하여 얼굴의 방향이 

정면이었을 경우의 특징점의 변위인 애니메이션 매개변수를 획득한다. 애니메이션 매개변수로부터 얼굴 모델의 제어점을 

이동시키며 주위의 정점들은 RBF 보간법을 통해 변형한다. 변형된 얼굴 모델로부터 얼굴 표정을 생성하며 모션 추정 

결과를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얼굴 모션 정보가 결합된 3 차원 얼굴 모델의 표정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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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차원 얼굴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 그래픽스 

및 비전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제 사람의 

얼굴 표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부학적 얼굴 

구조의 복잡성과 얼굴 표정의 섬세한 움직임을 3차원으로 표

현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애니메이션 연구 분야 중에서 가

장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은 신체

의 다른 부분과 달리 복잡하고 얼굴 모습의 자연적인 감성으

로 인해 감정이나 표정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얼굴 애니메이션 기술은 개별적으로 발달되어 왔던 컴퓨

터 그래픽스,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기술을 복합적으로 이용

하여 얼굴의 움직임과 현실감 있고 자연스러운 3차원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생성하여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1]. 

일반적으로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기술은 사람의 간섭

 
  본 연구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

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람의 간섭이 필요한 방법에는 

애니메이터에 의해 수작업으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방법

과 센서나 얼굴의 중요한 부분에 마커를 부착하여 특수장비

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전기반 방법은 카메라로

부터 얻은 2차원 얼굴 영상을 분석한 정보를 통해 애니메이

션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얼굴의 움직임을 영상처

리 및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되며 특수 장비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적은 비용과 쉽게 애니메이션을 생

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얼굴의 움직임이

나 얼굴의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실감 있는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어려우며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웹캠으로부터 입력된 얼굴 영상을 

분석하여 얼굴의 모션과 표정 정보를 3차원 얼굴 모델에 적

용함으로써 얼굴의 움직임과 표정 제어가 통합된 실시간 3차

원 얼굴 표정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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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기존의 3차원 얼굴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는 얼굴의 움

직임을 나타내는 모션 추정을 배제한 얼굴 표정 생성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얼굴 모션 추정과 표정 제어의 단독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얼굴 모션 추정과 표정 제어

가 통합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마커나 센서와 같은 특수 장비

를 사용한다.  

얼굴 모션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크게 외형 기반 방

법과 모델 기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외형 기반 방법은 3

차원 얼굴 모션과 얼굴 이미지의 속성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얼굴의 모션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Liu[2]의 연구에서 스테

레오 이미지를 통해 얼굴 특징점 위치의 기하학적인 속성을 

이용하여 얼굴 모션을 추정하는 방법과 Darrell[3]의 고유공

간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모델 기반 방법으로는 

DeCarlo[4]의 연구에서 3차원 얼굴 모델을 이용한 방법, 

Hager[5]의 2차원 평면 모델을 이용한 방법, Cascia[6]의 3

차원 실린더 모델과 얼굴 텍스처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파라메트릭 모델 기반 방법은 수십개의 매개변수들에 의해 

얼굴 표정 변화가 일어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표정을 생성

하는 방법이다. Osterman[7], Chien[8]의 연구에서 MPEG-

4 표준에 의해 정의된 얼굴 애니메이션 매개변수와 얼굴의 

AU(Action Unit)을 이용하여 표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3차원 얼굴 모델을 이용한 얼굴 표정 제어 방법으로는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근육 모델, 파라메트릭 모델을 이용한 방

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중요한 

키프레임 사이에 보간법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으로 

Pighin의 연구에서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생

성하였다. 근육 모델 방법은 실제 사람의 근육을 얼굴 모델

에 적용한 방법으로 Terzopoulos[9]의 연구에서 적용된 벡

터기반 근육 모델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얼굴의 움직임이 결합된 얼굴 표정 생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Chai[10]의 연구에서는 얼굴 모션 추정

과 얼굴 표정 제어가 통합된 얼굴 애니메이션 시스템 제안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얼굴의 방향에서도 얼굴의 표정

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은 크

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뉘는데 얼굴의 모션을 추정하는 단계

와 얼굴 표정 생성에 대한 단계, 그리고 통합 단계로 구성된

다. 얼굴 모션 추정 단계에서는 3차원 실린더 모델과 Optical 

flow에 의해 생성되는 모션 필드를 이용하여 얼굴 모션 추정

을 한다. 그리고 얼굴 표정 생성 단계에서는 얼굴 표정을 생

성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실제 사람 얼굴에 76개의 모션 

캡처 마커를 이용하여 각 얼굴 표정에 대한 기저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실제 얼굴 모델의 표정 생성을 위

해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기저들의 조합에 의해 얼굴 모델

의 표정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처리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얼굴 모션 매개변수와 얼굴 모델의 표정 생성을 아바타에 적

용함으로서 얼굴 모델의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Wei[11]의 연구에서는 얼굴의 기하학적 특징과 보간법을 

이용해 통합된 얼굴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적외

선 카메라와 같은 IR-RED 기반의 눈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

여 연속된 프레임에서 얼굴의 눈을 검출한다. 검출된 눈의 

위치를 기반으로 얼굴의 모션을 추정한다. 그리고 얼굴 표정

을 생성하기 위한 제어점인 코, 입 주위의 얼굴 특징점을 가

버 웨이블릿(Gabor Wavelet)을 이용하여 검출하며 칼만 필

터를 통해 추적하게 된다. 추적된 얼굴의 특징점과 얼굴 모

델의 제어점과의 1:1 매핑관계를 이루게 된다. 추적된 특징

점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면 매핑되어 있는 제어점이 이동하

며 벡터 보간을 통해 주위의 정점들을 이동시키게 된다. 이

와 같이 특징점 기반의 정점의 변형을 통해 얼굴의 표정을 

생성하게 된다. 

 

3. 얼굴 표정 생성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영상에서 얼굴 모션 

추정과 표정 제어를 통해 얼굴 움직임이 통합된 3차원 얼굴 

애니메이션의 생성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그림 1). 제안 시스

템의 구조는 크게 얼굴 검출, 얼굴 모션 추정, 얼굴 표정 생

성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입력 영상으로부터 피부색 

모델을 이용하여 얼굴의 후보 영역을 검출하고 후보 영역으

로부터 PCA, 템플릿 매칭을 통해 정확한 얼굴 영역을 검출

한다. 얼굴 모션 추정 단계에서는 검출된 얼굴 영역에 3차원 

실린더 모델을 투영하며 L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의 모

션을 추정한다. 얼굴 표정 생성 단계에서는 검출된 얼굴 영

역에서 얼굴의 특징점을 검출 및 연속된 영상에서 추적한다. 

얼굴 특징점의 위치와 추정된 모션 벡터로부터 기하학적 특

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매개변수를 생성한다. 애니메이션 

매개변수는 3차원 얼굴 모델의 제어점에 적용되며 RBF 보간

법을 이용하여 제어점 주위의 정점을 보간함으로써 모델의 

표정을 생성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3.1 얼굴 검출

입력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얼굴 후보 영

역 검출과 얼굴 영역 검출 과정으로 구성된다. 영상에서 빠

르게 얼굴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HT 색상 모델을 적용하여 

얼굴 후보 영역 검출을 검출한다. 하지만 색상 모델은 복잡

한 배경이나 주변의 조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얼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템플릿 매칭을 적용

한다. 템플릿 매칭시 비교 연산이 많기 때문에 PCA 변환을 

통해 고차원의 얼굴 데이터를 저차원의 특징 벡터로 변환하

여 템플릿 매칭을 수행한다. 그림 2는 얼굴 검출 과정을 도

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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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얼굴 검출 과정 

 

3.2 얼굴 모션 추정

얼굴 움직임 정보를 얻기 위한 3차원 얼굴 모션 추정 과

정은 3차원 실린더 모델의 투영과 LK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검출된 얼굴 영역에 3차원 실린더 모델을 원근 투영하게 되

며 투영된 영역에 대해 LK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얼굴의 모

션 정보를 추정한다. 또한, 강인한 얼굴 모션 추정을 위해 몇 

가지 보정 방법을 적용하며 동적 템플릿을 이용하여 얼굴 영

역이 장애물에 의해 가려졌을 경우에도 강인한 얼굴 모션 추

정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Optical flow 알고리즘은 연속된 두 

영상에서의 픽셀이 움직인 변위를 계산하고 나타내는 방법으

로서 물체의 이동 또는 운동에 관한 사항을 측정하거나 인식

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Optical flow 알고리즘에

는 Horn-Schunck, Lucas-Kanade, Anandan 등 여러 가지

가 존재한다[14]. 그 중에서 Lucas-Kanade가 제안한 LK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LK 알고리즘은 영상의 특징이 되는 영

역( 특징 윈도우) 안의 움직임 속도는 동일하다는 가정

으로부터 시작되며 영상의 밝기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

임 정보인 모션 필드를 측정하게 된다. LK 알고리즘은 특징 

윈도우 영역인 로컬 영역에 대한 모션 필드를 계산하는 방법

이며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정확하고 잡음에 강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nn×

먼저 영상에서의 픽셀을 ),(u vu= 라고 하면 시간 t 에서

의 영상은 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간 에서 픽셀 

는 모션 벡터에 의해 

)u,( tI 1+t
u ),u(u µF=′ 으로 이동하게 된다. 여

기서 µ 는 모션 벡터이고 ),u( µF 는 모션 모델이라 한다. 

만약 주변 조명이 변하기 않는다고 가정하면 영상에서의 픽

셀 좌표는 이동하지만( uu ′→ ), 픽셀의 밝기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1),,u(( tItFI =+µ  (1) 

LK 알고리즘은 모션 벡터 µ 를 계산하기 위해 밝기 값 

변화량의 제곱 값을 최소화함으로써 얻게 된다(식 2). 

 

( )∑
Ω∈

−+=
u

2),u()1),,u(()(min tItFIE µµ  (2) 

 

Ω 는 시간 t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영역이고 모

션 벡터를 얻기 위해서는 영역 안에 존재하는 픽셀을 이

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일차 테일러 확장을 통해 식 2를 식 

3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Ω

 

( ) ( )( ) ( )((∑∑
Ω

−

Ω
⎟⎟
⎠

⎞
⎜⎜
⎝

⎛
−= T

t
T FIIFIFI µµµµ u

1

uu )) (3) 

 

uI 와 는 각각 공간적 이미지 변화량과 시간적 이미지 

변화량이며, 는 함수 
tI

µF F 에서 µ 에 대해 편미분한 것이

다. 

3차원 실린더 모델을 원근 투영하고 투영된 모델을 이용

하여 얼굴 모션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 

t 에서 실린더 모델의 좌표 는 에서의 모

델 좌표는 회전과 이동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식 4). 

[ ]TzyxX ,,= 1+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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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X
TR

tXMtX ⋅⎥
⎦

⎤
⎢
⎣

⎡
=⋅=+  (4) 

 

M 행렬은 식 5와 같이 3차원 회전 변환 행렬인 과 

3차원 이동 변환 행렬인 을 동차좌표계로 표현한 것이

다. 

33×R

1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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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yx www ,, 는 3차원 회전에 관한 변수이고, [ ]zyx ttt ,,
는 3차원 이동에 관한 변수를 나타낸다.  

시간 1+t 에서 원근 투영에 의해 실린더 모델의 정점 X
가 이미지에 투영되는 픽셀 는 모션 모델 u ),u( µF 에 의

해 계산될 수 있으며 모션 모델은 식 6과 같이 모션 벡터 

[ ]zyxzyx tttwww ,,,,,=µ 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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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은 초점 거리를 나타낸다. 시간 t 에서 0=µ 일 때, 

는 식 7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µF

 

)(
0)(
0

222

22
t

z
f

yzxzxyzy
xzyzzxxyF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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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µ  (7) 

 

uI , , 를 이용하여 3차원 실린더 영역 안의 밝기 

패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식 3에 의해 오차가 최소

화되는 모션 벡터 

tI µF

µ 를 계산함으로써 3차원 얼굴 모션을 추

정한다. 

위의 L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 모션을 추정할 수 있

지만 좀 더 정확한 모션을 추정하기 위해 조명에 대한 보정

과 반복적 가중 최소 제곱법, 에지를 포함한 픽셀에 대한 가

중치, 템플릿의 밀도가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며 식 3을 식 8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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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3은 연속적인 입력 영상에 대해 얼굴 모션 추

정 결과이다. 

 

 

 
그림 3 얼굴 모션 추정 결과 

 

또한, 동적 템플릿을 적용함으로써 얼굴에 가려짐 현상

(Occlusion)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림 4와 같이 강인한 

얼굴 모션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림 4 가려졌을 경우 모션 추정 결과 

 

3.3 얼굴 모델 표정 제어 

일반적으로 모델의 변형은 전역적 변형과 지역적 변형으

로 나눌 수 있다. 정점에서 어느 정도 멀리 있는지의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제어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전역적 변형

이며 정점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제어점들로부터는 영향

을 받지 않는다면 지역적 변형이라 한다. 지역적 변형은 제

어점들이 충분히 가까울 경우에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

를 표현하기 위해 근접한 정도에 따라 가중치 값을 달리하여 

영향력을 표현한다. 얼굴 모델의 표정 생성을 위한 변형으로 

지역적 변형을 적용한다.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눈, 

눈썹, 입 주위에 존재하는 12개의 제어점에 따라 군집을 형

성한다. 군집을 형성한 후 군집 내의 정점들 중 영향을 받는 

영역을 정하기 위해 RBF 함수의 너비 매개변수에 의해 변형

의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얼굴 모델의 표정을 제어하기 위해 

특징점 기반 모델 변형 방법을 이용하며 RBF 보간법을 적용

한다. RBF 보간법은 각 제어점이 대응되는 제어점으로 이동

하고 영향을 받는 영역 안에 있는 나머지 정점들을 중간적 

위치로 사상하도록 하는 보간을 제공하며 3차원 기하학적 모

델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변형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BF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의 변형은 다음과 같다. 

변형하고자 하는 정점들을 라고 한다면 보간 함수는 ( )xf r
( )cxf rr
, 으로 정의할 수 있다. x

r
는 정점을 나타내는 벡터이

며 c
r

는 각 제어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RBF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9와 같다. 

 

∑
=

=
N

i
i rhcxF

1
)()(

r  (9) 

 

N 은 제어점의 개수를 나타낸다. 또한, 은 RBF 함

수의 기저함수를 나타내며 매개변수인 

)(rh
r 은 제어점과 정점간

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나타낸다. RBF 함수는 기저함수에 의

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는데 표 1과 같이 정의된다. 

 

표 1 RBF 기저함수의 형태 

기저함수 )(rh
 

선형 거리 ir  

다중 이차 22 σ+r  

TPS(Thin Plate Splines) rr log2
 

가우지언 ( )σ/2ire −
 

 

본 논문에서는 RBF 기저함수 중 가우지언 함수를 적용한

다. 초기 제어점의 위치와 이동한 제어점의 위치 사이의 매

핑관계는 1221 ,, xxxx L
r

= 으로 정의되며 RBF 함수는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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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RBF 함수의 해를 구하기 위해 제어점의 설정

과 가중치 , 그리고 너비 매개변수 의 값을 구해야 한

다. 먼저 제어점의 위치는 눈썹, 눈, 입 주위에 존재하는 12

개의 정점이다.  

ic iσ

ic 는 제어점의 변위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얼굴 모

델 변형에서 는 초기의 얼굴 모델에 정의되어 있는 정

점들이 RBF 함수에 의해 새로운 정점들의 위치로 매핑이 될 

수 있도록 변형이 이루어질 때의 변위를 의미한다. 12개의 

제어점 위치는 초기의 위치와 변형된 새로운 위치를 모두 알

고 있으므로 식 11과 같이 를 계산할 수 있다. 

( )xF r

ic

 

ettxhc arg1rr −=  (11) 

 

하지만 제어점의 데이터가 노이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식 12와 같이 행렬 에서 대각선 성분을 수정하여 노이즈

를 줄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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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는 노이즈에 대한 보정을 하기 위한 계수로서 작은 영

향을 주기 위한 실험에 의한 값으로 0.01을 적용한다. 만약 

λ 의 값이 0이면 식 11과 동일하다. 

RBF 함수에 의해 얼굴 모델이 지역적으로 국한된 영역에 

한해서만 변형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 각 기저 함수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저 함수의 영향이 미

치는 범위는 너비 매개변수 σ 를 조정함으로써 정할 수 있

다. 너비 매개변수는 제어점 주위에 존재하는 정점들의 움직

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변수이다. 너비 

매개변수에 따라 가우지언 함수의 특징인 종 모양의 기저 함

수에 영향이 미치는 정점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 

가우지언 함수의 특징에 따라 제어점으로부터 멀리 떨어

진 정점에는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가까이 있는 정점에는 

큰 가중치의 값을 부여하여 제어점 주위의 정점들을 변형시

킨다. 이러한 너비 매개변수에 따라 변형의 부드러운 정도가 

결정되며, 너비 매개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변화는 완만해지

며, 값이 작아질수록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너비 매

개변수가 증가하면 멀리 있는 제어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역적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너비 매개변수의 값은 얼굴 모델에

서 정점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제어점에 따른 서로 다른 너비 매개변수의 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너비 매개변수는 각 제어점에 대해 군집화된 영역에 

있는 정점들 중 제어점과의 거리가 가장 긴 거리를 이용하고 

각 군집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너비 매개변수의 값을 계산

한다(식 13). 

 

( )jiweightxx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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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rr
maxσ  (13) 

 

그림 5는 제안한 방법에 의한 얼굴 모델의 변형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표정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5 얼굴 모델 변형 

 

3.4 통합 얼굴 애니메이션 

본 논문에서는 위의 절에서 언급한 얼굴 모션 추정과 얼

굴 모델의 표정 제어가 통합된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특징점을 기반으로 얼굴 모델의 표정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연속된 프레임에서 얼굴 특징점을 추적(Tracking)하게 

된다. 추적된 얼굴의 특징점 위치는 얼굴의 모션과 얼굴 표

정 변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얼굴의 표정 변

화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매개변수는 추적된 얼굴 특징점의 

위치와 모션 추정 결과인 모션 매개변수로부터 기하학적 변

환을 이용하여 얼굴의 방향이 정면이었을 때 특징점의 위치

를 계산하게 되며 초기 특징점의 위치로부터 변위인 얼굴 애

니메이션 매개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매개변수와 3차원 얼굴 모델의 제어점 이동벡터간의 매핑관

계를 통해 얼굴 모델을 변형시키며 모션 매개변수를 적용하

여 통합된 3차원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3.4.1 얼굴 특징점 검출 및 추적 

검출된 얼굴 영역으로부터 얼굴의 구조적 정보, 템플릿 매

칭,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검출한다[14]. 

그림 6은 얼굴의 구조적 정보를 표현한 것이다. 얼굴 구조적 

정보로부터 얼굴의 특징을 검출하기 위한 영역을 정하게 되

며 해당 영역 안에서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여 특징의 위치를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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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얼굴의 구조적 정보 

 

눈을 검출하기 위해 얼굴의 윗부분 영역에서 템플릿 매칭

을 수행하며 템플릿 영상과의 가장 유사한 영역을 눈 영역으

로 검출하게 된다. 검출된 영역으로부터 필요한 특징점을 검

출하기 위해 재배치 과정을 수행한다. 재배치 과정은 그림 7

과 같이 검출된 영역을 Canny 에지 필터를 적용하여 검출된 

에지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특징점의 위치를 재배치한다. 

 

 

그림 7 눈의 특징점 재배치 과정 

 

눈썹과 입에 대한 특징점을 검출하는 과정은 위의 과정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개의 특징점을 검출한다. 

그림 8은 얼굴의 특징점을 검출한 결과이다. 

 

   

그림 8 얼굴 특징점 검출 결과 

 

3.4.2 기하학적 변환 

얼굴 특징점의 위치는 이미지에서 얼굴 모션의 변화나 표

정 변화에 의해 이동한다. 얼굴 모션 변화에 의해 이동한 특

징점의 위치는 기하학적 변환에 의해 얼굴의 방향이 정면이

었을 때의 특징점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얼굴의 방향이 정면이고 초기 특징점의 위치는 ov
r

이며, 

모션 변화와 표정 변화에 의해 이동한 특징점의 위치를 pv
r

라고 정의한다. 식 14는 기하학적 변환에 의한 와 ov
r

pv
r

의 

관계이다. 

 

offp vvvvRTv rrrrr
+=⋅⋅= δ,  (14) 

 

fv
r

는 현재 얼굴 방향이 정면일 때 특징점의 위치를 나타

낸다. v
r

δ 는 초기 특징점의 위치로부터 표정 변화에 의해 변

형된 특징점의 변위를 나타내며 애니메이션 매개변수이다. 

와 T R은 각각 모션 추정 결과에 의한 이동 변환행렬과 회

전 변환행렬을 나타낸다. 

애니메이션 매개변수 v
r

δ 를 계산하기 위해 와 ov
r

pv
r

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한다. fv
r

는 식 15와 같이 역변환을 통

해 계산된다. 

 

pf vTRv
rr

⋅⋅= −− 11  (15) 

 

계산된 fv
r

로부터 식 16과 같이 애니메이션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of vvv
rrr

−=δ  (16) 

 

3.4.3 눈 영역 처리 

얼굴의 눈썹과 입 주위에 존재하는 특징점과 달리 눈 주

위에 존재하는 특징점은 눈의 특성상 눈의 움직임을 나타내

는 특징점은 좌우에 위치한 특징점이 아닌 상하에 위치한 특

징점이다. 따라서, 눈에 존재하는 좌우의 특징점은 Optical 

flow를 이용하여 추적하며 추적된 특징점 주위의 눈 영역에 

대핸 모션 추정결과에 따른 2차원 영상에 대한 변환을 적용

한다. 좌우 특징점에 따른 눈 영역에 대해 명암을 이용하여 

임계값으로부터 이진 데이터로 분할한다(식 17). 

 

)),((0),(
)),((255),(

σ
σ

≤=
>=

yxIyxI
yxIyxI

 (17) 

 

σ 는 임계값으로 60을 이용한다. 

그림 9와 같이 눈 영역 처리 과정을 통해 눈의 상하에 위

치한 특징점의 위치를 획득하며 분할된 이진 영상으로부터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눈의 상항 움직임을 측정한다. 

 

 
그림 9 눈 영역 처리 과정 

 

3.5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얼굴의 움직임이 통합된 

3차원 얼굴 애니메이션 생성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애니메

이션 생성 결과와 같이 얼굴 움직임에 상관없이 표정을 생성

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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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얼굴 모델의 표정 생성 결과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안

본 논문은 비전기반 실시간 모션 추정과 표정 제어에 의

한 3차원 얼굴 모델의 표정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HT 색

상 모델과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여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

출하였으며 실린더 모델과 LK 알고리즘으로부터 얼굴의 모

션을 추정하였다. 추적된 얼굴 특징점의 위치로부터 애니메

이션 매개변수를 획득하여 모델의 제어점에 적용하였으며 

RBF 보간법을 통해 얼굴 모델의 표정을 생성하였다. 모션 

추정과 표정 제어를 통해 얼굴의 움직임이 통합된 3차원 얼

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다양한 얼굴 표정을 생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더 많은 얼굴 특징점 검출의 필요성과 검

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겠다. 또한, 얼굴 표

정으로부터 얼굴 모델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캐

릭터에 대해 얼굴 표정을 생성하는 복제(Cloning)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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