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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 워핑에 의한 정면 영상으로부터의 3D 얼굴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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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컴퓨터 비전,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하드웨어의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3차원 모델링

기술 또한 급속히 발전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3D 컨텐츠들의 등장으로 3차원 모델링 기술의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그 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3D 얼굴 모델은 이러한 컨텐츠들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어 활용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한 장의 2D 정면 얼굴 영상으로부터 3D 얼굴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정점으로 구성된 3D 일반 얼굴 모델을 입력 얼굴 영상과의 대응관계를 통해 변형하여

3D 얼굴을 모델링한다. 우선 AAM을 이용하여 입력된 얼굴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특징점만으로 직관적인 모델을 변형하기 위해 메쉬 워핑을 적용한다. 여기에 얼굴의 깊이 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 장의 정면 얼굴 영상을 활용한 명도 변화 기반의 깊이 값의 추출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며 사용 환경에 대한 제한이 적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3D 얼굴 모델링

방법을 구현하고 그 타당성을 실험으로 보인다.

3D Face Modeling from a Frontal Face Image by Mesh-War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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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3D modeling techniques were developed rapidly due to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vision, computer graphics with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hardware. With the advent of a variety of

3D contents, 3D modeling technology becomes more in demand and it's quality is increased. 3D face

models can be applied widely to such contents with high usability. In this paper, a 3D face modeling

is attempted from a given single 2D frontal face image. To achieve the goal, we thereafter the feature

points using AAM are extracted from the input frontal face image. With the extracted feature points

we deform the 3D general model by 2-pass mesh warping, and also the depth extraction based on intensity

values is attempted to.Throughout those processes, a universal 3D face modeling method with less

expense and less restrictions to application environment was implemented and it's validity was shown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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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차원 모델링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스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 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하드웨어의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1]. 3D 얼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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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3차원 공간에서 얼굴 자세를 변형하고, 적절한

조명 효과를 적용하는 등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므

로 활용성이 높다. 또한 얼굴 자세, 표정 등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고 사실감이 뛰어나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상현실 및 증강

현실, 얼굴 인식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섬세하며 개인의 얼굴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

는 모델링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2-11].

기존의 3D 얼굴 모델링에 관한 연구들 중 3D 스캐

너를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방법[2]은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인 모델을 얻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

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일반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방법[3-6]은 빠르게 모델을 구성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점(vertex) 수가 적기 때문에

정교한 모델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방법[7-11]은 비교적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통계적인 모델을 구축

하는데 있어서 3D 얼굴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모델

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수반되는 작업량이 많아 3D

얼굴을 복원하는데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처리 시간도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대체 및 개선하여

직관적으로 활용하기 편하며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는 3D 일반 모델 기반의 메쉬 워핑에 의한 3D

얼굴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모델 구축 단계에서는

통계적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학습과정의 복잡성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D

일반 얼굴 모델로부터 정점(vertex) 수를 크게 세분

화하여 활용한다. 그리고 입력 얼굴 영상과 3D 일반

얼굴과의 메쉬 워핑을 통한 3D 얼굴 모델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입력 영상에서의 특징점을 추출한다.

이때 특징점 추출 방법은 조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색 기반 추출 방법이나 ACM(active contour model)

[12], ASM(active shape model)[13]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AAM(active appearanc model)[14]을 활

용한다. 다음은 추출된 특징점을 통해 3D 일반 모델

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많은 대응점들을 처리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RBF(radial basis func-

tion)의 기저함수와 적용 범위를 지정해야하는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응점을 이용하여 두

단계 메쉬 워핑을 적용하여 변형을 시도한다. 또한

메쉬 워핑시 3D 일반 얼굴 모델의 UV 맵도 함께 워

핑함으로써 별도의 텍스쳐 맵을 구성하지 않고 자연

스럽게 텍스쳐를 입힌다. 마지막으로 3D 얼굴 모델

의 깊이 정보를 계산하기 위하여 shape-from-shad-

ing에 착안하여 조명의 명도 변화에 따른 선형적 영

역별 깊이 조절을 시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3D 얼

굴 모델링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설명하고, 3장

에서는 제안하는 3D 얼굴 모델링의 처리과정과 각

과정에 대한 배경이론,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

서는 실제 구현된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컴퓨터 비젼과 그래픽스 분야에서 사람의 얼굴이

라는 특정한 객체를 모델링하는 3D 얼굴 모델링은

비용적인 문제와 활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동적

모델링 방법[15]이 많이 사용된다. 3D 얼굴 모델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점의 기하학적인 정보와,

텍스쳐 이미지 그리고 그에 대한 UV 정보이다. 따라

서 개인화된 3D 얼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

하학적 정보를 가진 변형시킬 얼굴 모델과 텍스쳐

데이터가 갖추어져야 한다.

Crocombe와 Linney등은 3D 스캐너를 이용한 3D

얼굴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2]. 이 방법은 매우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높은 비용과 복잡한 사

용 방법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3D 일반 모델 기반 3D 얼굴 모델링 방법은 표준이

되는 하나의 일반 모델을 변형하여 모델링하는 방법

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andide 모델[3] 또는

Warter's 모델[4]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직접 디자

인한 모델[5,6]을 사용할 수도 있다. 2D 이미지들에

서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shape-from-X에 기반

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3D 좌표를 추출한다. 추

출된 3D 좌표 값에 맞도록 RBF 보간을 통해 일반

모델을 변형시켜 형상 모델을 얻는다. 2D 이미지들

로부터 얻은 텍스쳐를 이 형상 모델에 맵핑하여 최종

적인 3D 얼굴 모델을 완성한다. 3D 일반 모델을 사용

하는 방법은 비교적 처리 과정이 간단하고 처리 시간

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점와 폴리곤 수가 적어

정교하고 세밀한 모델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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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z와 그의 동료들은 3D 변형가능 모델 기반

3D 얼굴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7]. 이 방법은 얼

굴 인식을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3D 스캐너를 통해

구축한 3D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3D 변형

가능 얼굴 모델을 구축한다. 구축된 얼굴 모델을 입

력된 2D 얼굴 영상에 투영했을 때 정합이 잘 되도록

변형가능한 모델을 조정하여 개인화된 3D 얼굴 모델

을 얻는다.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인 방법이지만, 3D

변형가능 모델을 구축할 때의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처리해야할 데이터도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

이 있다.

3D 변형가능 형상 모델 기반 3D 얼굴 모델링 방법

[11]은 변형가능 모델과 같은 방법으로 형상 모델을

구축하고 입력 이미지들로부터 얼굴의 특징점을 추

출한다. 추출된 특징점을 바탕으로 SfM(struc-

ture-from-motion) [16]등의 방법을 통해 3D 정점

좌표 값을 계산한다. 구축된 3D 변형가능 형상 모델

이 계산된 3D 정점들에 잘 정합되도록 형상 모델을

조정하여 개인화된 3D 형상 모델을 얻는다. 또한, 입

력받은 2D 얼굴 이미지들로부터 텍스쳐를 구하고,

이를 3D 형상 모델에 맵핑함으로써, 최종적인 3D 얼

굴 모델을 완성한다. 이 방법은 3D 형상 모델만을

사용함으로서 처리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변형가능 형상 모델을

구축하는데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 있고, 3D 정점

계산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모델링 방법마다 세부 알고리즘은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로

입력 영상에서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두 번째로

3D 정점의 좌표 값을 계산한다. 세 번째로 계산된

좌표 값으로 얼굴 모델을 변형하고, 네 번째로 텍스

쳐 맵을 구성하고 텍스쳐 맵핑을 하게 된다.

입력된 얼굴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는 색 기반 방법, ACM[12], ASM[13], AAM[14]등이

있다. 색 기반의 얼굴 특징 추출 방법은 조명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ACM이나 ASM 또한 조명과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학습 환경과 입력 환경의 차이가

심하면 추출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사용한 AAM은 텍스쳐 모델과 형상 모델

을 모두 참고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추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깊이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두 장

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6], 일련의 이미지를 이

용하여 SfM을 사용한 방법[11]등이 있다. 이 방법들

은 여러 장의 입력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에

자유롭지 못하고 입력 영상간의 대응점을 지정해 주

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한 장의

입력 사진을 사용하여 명도 변화에 기반한 변형 방법

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환경에 좀 더 자유롭고 처리

과정도 줄어든다. 모델 변형 방법으로는 RBF 보간을

주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저함수와 적용 영역을

별도로 지정해 주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두 단계 메쉬 워핑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추출된 특징점 기반으로 직관적인 메쉬를 자동적으

로 구성할 수 있고, 영역기반의 변형으로 주위 정점

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변형될 수 있다. 텍스쳐 맵핑

을 하기 위해 입력 영상을 기반으로 텍스쳐 맵을 구

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얼굴

모델링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이와는 달리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처리과정을 얼굴 변형 시에 일반

모델의 UV좌표도 두 단계 메쉬 워핑을 통해 변형함

으로서 별도의 텍스쳐 맵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3. 3D 얼굴 모델링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얼굴 모델링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정교한 3D 일반 얼굴 모델을 바탕으로

입력 얼굴 영상의 분석과 대응관계 유도를 통해 3D

얼굴을 모델링한다. 이때 얼굴 영상 분석은 AAM 기

반에서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3D 일반 얼굴 모

델과의 대응관계를 위해 메쉬 워핑과 명도 변화에

기반한 깊이 값 추출후 텍스쳐 맵핑을 수행한다. 그

림 1은 제안하는 3D 얼굴 모델링 방법의 흐름을 나타

낸 것이다.

3.1 Candide-3 Face Model & MPEG-4 FDP

본 논문에서는 3D 일반 얼굴 모델로 Candide-3

모델[3]을 사용한다. Candide-3 얼굴 모델은 MPEG-

4에서 정의한 얼굴 특징점을 기반으로 모델링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정점으로 얼굴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적은 수의 정점으로 인하여 정교하고 세

밀한 얼굴 모델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는 Candide-3 얼굴 모델을 기반으로 정점들을 세분

화하여 2,304개의 정점과 4,416개의 삼각형 폴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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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3D 얼굴 모델링의 시스템 구성

그림 2. Candide-3 모델을 세분화한 3D 얼굴 모델

(a) 입력 이미지 (b) 평균 형상 (c) 형상 정규화 이미지

그림 3. 학습 데이터들의 정규화

(triangle polygon)으로 구성된 얼굴 모델을 사용한

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3D 얼굴 모델을

보인 것이다.

3.2 AAM 기반 얼굴 특징점 추출

다음은 입력 얼굴 영상에서 얼굴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AAM을 활용한

다. AAM은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통계적인

모델링 방법으로 객체의 형상과 텍스쳐 정보인 통계

적 모델을 입력된 영상에 검출하는 알고리즘이다.

AAM은 [14]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이후 AAM 개선

및 확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AAM은 모

델링 단계와 검출(fitting)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논

문에서의 AAM 기반 얼굴 특징점 추출은 Cootes 등

이 제안한 방법 [14]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3.2.1 Shape Model

형상 모델(shape model)은 학습 영상에 대해 사용

자가 직접 특징점을 지정하여 구축하는 모델이다. 얼

굴 형상 모델 S는 평균 형상  와 고유 값들 중 큰

값에 대응되는  개의 형상 고유벡터   ⋯

를 선형 결합하여 식(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  
 

⋯  )

3.2.2 Texture Model

텍스쳐 모델(texture model)은 추출하고자 하는

특징 영역에 대한 영상에서의 픽셀 명도 값을 말한

다. 그림 3과 같이 평균형상 내부 공간의 화소 집합을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과정은 형상 차이에서 발생하

는 텍스쳐 변화율을 줄여준다.

정규화 과정을 거친 텍스쳐 데이터에 대하여 형상

모델과 동일한 PCA 과정을 통해 선형적인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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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모델 (b) 일반 모델의 특징점 기반 소스 메쉬 구성 (c) 입력 영상의 특징점 기반 목적 메쉬 구성 (d) 변형된 모델

그림 4. 3D 일반모델과 입력영상의 특징점 기반 메쉬 구성

식(2)와 같이 구한다.

    
  




    (2)

   ⋯    ⋯ 

정규화 된 평균 그레이 레벨 벡터  와 개의 텍스

쳐 고유벡터  , 텍스쳐 파라미터 의 선형 결합으로

텍스쳐 모델 를 구할 수 있다.

3.2.3 Combined Model

형상 파라미터 와 텍스쳐 파라미터 를 조절하

면 다양한 얼굴의 모양과 생김새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파라미터를 하나의 열벡터로 결합하여 형상과

텍스쳐 파라미터가 합쳐진 형태의 외모 파라미터 

를 조절하면 형상 모델  ′와 텍스쳐 모델 ′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    (3)

′    (4)

3.2.4 AAM 검출

검출(Fitting)은 학습된 형상 모델과 텍스쳐 모델

에 기반하여 입력된 영상에서의 특징을 검출하는 과

정이다. 식 (3)과 (4)로 모델링된 얼굴 이미지의 텍스

쳐와 입력된 검출 대상 이미지를 평균 형상  로 워

핑한 텍스쳐와의 에러의 제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외모 파라미터 c를 찾고, 이때의 c를 가지고 식 (3)으

로 표현되는 형상 모델을 찾고자하는 얼굴 특징점들

로 판정한다. 모델과 입력 데이터의 에러 제곱을 최

소화하는 외모 파라미터 c를 찾는 방법은 최적화의

문제이다.

3.3 메쉬 워핑을 통한 3D 얼굴 및 UV 변형

AAM을 통해 얼굴의 특징 정보가 추출되면 이를

통해 3D 일반 얼굴 모델링과 UV 정보를 추출된 특징

점을 바탕으로 변형한다. 이를 위해 대응 관계가 명

확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두 단계 메쉬

워핑을 사용한다[17]. 메쉬 워핑은 소스영상과 목적

영상에 서로 대응되는 제어점을 지정하여 메쉬를 구

성하고 소스영상의 화소 값이 목적영상의 메쉬 영역

에 맞게 맵핑하는 것이다.

두 단계 메쉬 워핑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영상의

제어점과 목적영상의 제어점을 기반으로 소스 메쉬

와 목적 메쉬를 구성한다. 목적 메쉬는 입력 영상에

서 AAM을 통해 추출된 얼굴 특징점들로 구성하고,

소스 메쉬는 특징점에 해당하는 3D 일반 모델 정점

의(x,y) 좌표로 구성된다. 자연스러운 워핑을 위해

얼굴형태와 얼굴 구성요소(눈, 코, 입)를 그림 4와 같

이 독립적으로 워핑한다. 얼굴형 워핑 시 메쉬의 구

성은 5×5 메쉬로 얼굴 외곽의 특징점들을 포함하도

록 구성하고, 얼굴 구성요소 워핑 시에는 눈, 코, 입의

특징 점을 포함하는 17×17의 메쉬로 구성한다. 메쉬

가 구성되면 워핑은 이 메쉬를 기준으로 두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수직 스

플라인에 대한 처리로서 소스 메쉬 제어점의 x좌표

가 목적 메쉬의 x좌표로 이동한다. 제어점들의 x 좌

표 값들에 대해 보간 함수를 적용시키고 Fant의 리샘

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재추출 함으로써 새로운 값들

로 행 내의 각 화소들이 보간된다. 보간법은 간단한

선형 보간법에서부터 복잡한 스플라인 함수까지 다

양하다. 두 번째 단계는 수평 스플라인에 대한 처리

로서, x좌표에 대해 이루어졌던 처리가 y좌표에 대

해 반복되며 출력영상의 각 열은 중간 영상으로부터

재 추출 된다. 각 단계에서 변형되는 해당 위치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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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입력 영상과 얼굴 모델의 샘플 포인트

산 할 때, 3D 모델 정점 값들의 위치이면 변형되는

대응 좌표를 버퍼에 저장하게 되고 그 좌표로 3D 얼

굴 모델의 정점 값들을 정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AAM 으로 추출된 소수의 특징 점 좌표에 기반하여

총 2304개의 3D 모델 정점을 부드럽게 변형시키게

된다. 그림 4는 3D 일반 모델과 입력 영상의 특징점

으로 메쉬를 구성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3.4 명도 변화 기반의 깊이 값 추출

마지막으로 3D 얼굴의 깊이 정보 유도를 위해 한

장의 정면 이미지 내에서의 명도 값 변화를 통한 깊

이 값(depth value)을 추출한다. 이 방법은 고정된

조명 조건하에 수행되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일련

의 이미지를 입력받아야 하고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치는 shape-from-X 알고리즘들[15] 보다 간단하

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8]의 조명 추정과 그림자 생성 기

법을 토대로 수작업으로 조명 환경을 결정한다. 사진

을 촬영할 때 조명 위치를 정해진 곳에 배치하고 가

상 조명을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조명은 그림자로 깊이 값의 크기를 구분하기

쉽도록 조명을 얼굴 보다 위쪽에 배치한다. 그림 5와

같이 렌더링한 2D 영상의 각 샘플 포인트에서의 명

도 분포가 입력 영상의 샘플 포인트에서의 얼굴 명도

분포와 유사한 값을 갖도록 사용자가 3D 공간상의

조명을 조절한다. 이는 깊이 값을 조절하기 전에 인

접한 샘플 포인트의 밝기 차이가 보편적인 인간의

얼굴 영역에서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의 명도 값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값을 임계 값을 두어

제한함으로써 깊이 값을 변형할 때 오류확률을 적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두 영상의 얼굴 영역에서 유사한 밝기 분포를 갖

게 되면 미리 지정한 특징점들의 상대적 밝기를 비교

하여 얼굴 모델의 특징 정점들의 깊이 값을 조절한

다. 그림 5는 입력영상을 그레이 스케일 변환한 영상

과 Phong 쉐이딩으로 렌더링한 얼굴 모델을 나타낸다.

렌더링된 얼굴 모델 영상에서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코, 이마, 입, 턱 등)에 대한 각 샘플 포인트

들의 명도 값(    ⋯  )은 주위 일정영역의 평균

명도 값을 취하고, 마찬가지로 입력 영상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평균 명도 값을     ⋯  이라 할 때, 식

(5)를 적용하여 각 샘플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점의

깊이 값 
을 구한다.

             
(5)

               

A는 이미지내의 인접 샘플 포인트간의 밝기 값의

차이를, B는 렌더링된 모델의 인접 샘플 포이트간의

밝기 값의 차이를 나타낸다. 해당 정점의 깊이 값이

구해지면 해당 정점과 연결된 인접 정점들을 추출하

여 인접 샘플 포인트까지의 총 인   으로

각 정점들을 구분한다. 각 에 식(6)을 통해 구한

가중치 α로 정점들의 깊이 값을 조정한다.

 
   

  (6)

4 실험 및 분석

제안한 일반 모델 기반의 3D 얼굴 모델링을 4단계

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째로, AAM 학습

및 얼굴 특징 추출하였고 둘째로, 3D 모델을 메쉬

워핑으로 3D 일반 얼굴 모델을 변형하는 실험을 하

였다. 셋째로, 명도 기반 깊이 값 추정 방법으로 3D

일반 얼굴 모델의 깊이 값을 변형하고 변형된 좌표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넷째로, 텍스쳐 맵핑을 통해

3D 얼굴 모델을 완성시켰다.

본 연구는 고정된 조명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실

험 PC 사양은 Intel Core2 Duo CPU E8500, DDR2

3GB memory, Geforce GT240 VGA, @info PC

camera를 이용하였다. 또한 Visual C++ 2010, MFC,

OpenCV, DirectX9.0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

였다.

4.1 AAM 모델링 & 검출

AAM 모델링에서 얼굴 특징점의 개수를 그림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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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AM 학습 영상들과 특징점의 위치

그림 8. 메쉬 워핑된 3D 모델과 UV 좌표

같이 총 59개로 지정하였다. 학습 이미지들은 고정된

환경에서 캠으로 취득한 다섯 사람에 대한 자세, 조

명, 표정이 다른 150장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각 데이

터들의 해상도는 640×480이며, JPEG 포맷으로 되어

있다.

그림 7은 AAM 검출 알고리즘으로 검출된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특징점이 정확하게 검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AAM으로 검출된 특징점

4.2 두 단계 메쉬 워핑을 이용한 3D 얼굴 모델 변형

AAM으로 추출된 얼굴 특징점으로 메쉬 워핑을

통해 3D 얼굴 모델을 변형시키려면 먼저 입력 얼굴

이미지의 해상도와 3D 얼굴 모델의 비율을 상대적으

로 맞추어 주어야 한다. 목적 메쉬로 입력 영상에 대

해 AAM을 사용하여 추출한 특징점으로 구성된 메

쉬가 사용되고, 소스 메쉬로는 추출된 특징점에 대응

하는 3D 얼굴 모델의 정점들로 구성된 메쉬를 사용

한다. 그림 8은 메쉬 워핑을 통해 변형된 얼굴 모델,

UV 맵을 보여준다.

4.3 명도 변화 기반의 깊이 값 변형

입력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 변환한 이미지에서

의 샘플 포인트에 대한 명도 값과, 일반 모델에

Phong 쉐이딩을 적용하여 계산된 샘플 포인트에 해

당하는 정점의 명도 값을 이용하여 일반 모델의 깊이

값을 변형한다. 그림 9는 렌더링된 3D 일반 모델의

각 샘플 포인트에 대해 식(5)를 적용하여 깊이 값을

조절한 영상이다.

그림 10은 각 실험 영상에 대한 실제 측면 사진을

취득하여 가장 높은 영역인 코 끝의 높이에 대한 각

샘플 포인트들의 위치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어

변형된 모델과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의 샘플 포인트에서 실제 측면 사진과 유사

한 깊이 값으로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얼굴 영역

하단부분의 샘플 포인트들이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이유는 실험 환경에서 조명이 책상에 반사되어 얼굴

영역 하단의 밝기가 3차원 공간상의 밝기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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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델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

그림 9. 각 실험 영상에 대한 깊이 값 변형

그림 10. 실제 측면사진과 변형된 모델의 깊이 값 비교

그림 11. 텍스쳐 맵핑으로 완성된 3D 얼굴 모델

게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4 텍스쳐 맵핑

3D 일반 모델의 변형을 한 후 메쉬 워핑으로 워핑

된 UV 좌표로 텍스쳐 맵핑을 수행한다. 별도의 텍스

쳐 맵을 구성하지 않고 DirectX에서 제공하는 텍스

쳐 맵핑 함수를 이용한다. 그림 11은 완성된 3D 얼굴

모델링 결과를 보여준다.

4.5 비교 분석

두 장의 영상을 이용한 스마트폰에서의 3차원 얼

굴 모델링[6]에서는 특징에 기반한 RBF 보간 함수로

3D 일반 모델을 변형하다보니 그림 1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턱과 같은 부분에서는 변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메쉬 워핑을 사용하여

메쉬 영역을 기반으로 워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RBF 보간과 같이 적용 범위를 별도로 지정해 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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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모델 변형 방법 (b) 제안한 방법

그림 12. 제안한 방법과 일반 모델 변형 방법과의 비교

(a) 변형 전 매칭 (b) 변형 후 매칭 (c) 입력 영상 비율 (d) 변형된 모델 비율

그림 14. 입력 사진과 변형된 얼굴의 비교

(a) 입력 영상 (b) 정면 영상 (c) 텍스쳐 맵

그림 13. 변형가능 형상 모델과의 비교

요가 없고 좀 더 자연스러운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연구는 정면과 측면, 두 장의 사진을 사용하지

만 본 논문에서는 한 장의 사진으로 충분하다. 메쉬

워핑을 사용하여 얼굴을 변형시키는 시간은 30초 정

도이지만 이는 워핑 과정의 반복

처리를 최적화 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에도

유용할 것이다.

3D 변형가능 형상 모델 기반 3D 얼굴 모델링[11]

에서는 얼굴 형상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의 수가

많이 필요하고 텍스쳐 맵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총 소요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일련의 영상을 입력받아 3D 정점 값을 계산하는

SfM을 사용하여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입력환경에

제한이 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UV좌표에도 메

쉬 워핑을 적용함으로써 입력 영상을 두고 UV를 맞

추는 처리과정이 아닌 일반 모델의 UV자체를 변형

시킴으로써 좀 더 정확한 맵핑이 가능하다. 조명조건

이 고정되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한 장의 사진만을

입력받음으로 환경의 제한이 좀 더 자유롭다는 장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3에서 보이듯 많은 데

이터와 처리과정을 요구하는 [11]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

그림 14는 변형된 얼굴 모델이 입력 사진과 얼마

나 유사한지 직관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14의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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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영상에 대한 특징점(빨간색)과 일반모델에 대한

특징점(검정색)을 표시하여 변형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었고, (b)는 두 단계 메쉬 워핑을 통해 변형된

얼굴 모델과 입력 사진의 매칭 상태를 보여준다.

표 1은 그림 14의 (c), (d)로 입력사진의 얼굴 구성

요소(눈, 코, 입) 비율과 변형된 모델의 얼굴 구성요

소 비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특징점을 기준으

로 전체적인 길이를 빨간색, 얼굴 구성요소의 길이는

파란색 선으로 나타냈다. 입 부분의 약간의 오차를

제외하면 입력 사진과 변형된 모델의 비율은 대부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입력 사진과 변형된 얼굴의 눈,코,입 비율 비교

(단위 : pixel)

눈 코 입

입력 사진 0.2459 0.4058 0.4539

변형된 모델 0.2486 0.3823 0.5368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D 일반 모델 기반의 메쉬 워핑에

의한 3D 얼굴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3D

일반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정점수를 크게 증가

시켜 정교한 얼굴 모델을 구축하고 실험하였다.

AAM을 이용하여 입력 얼굴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

하였고, 두 단계 메쉬 워핑을 적용하여 3D 얼굴 모델

의 정점들과 UV좌표를 변형하였다. 그리고 명도 기

반의 깊이 값 추출을 통해 한 장의 이미지에서 깊이

값을 추출하고 3D 모델의 깊이 값을 변형하였다. 마

지막으로 변형된 3D 얼굴 모델에 두 단계 메쉬 워핑

으로 변형된 UV좌표를 사용하여 텍스쳐를 맵핑하였다.

본 논문의 3D 얼굴 모델링은 기존의 학습 모델

기반의 3D 얼굴 모델링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함

으로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줄이고, 3D 일반 모

델 기반 변형 방법들의 과다한 계산량과 처리 과정을

줄였다. 3D 스캐너를 활용한 모델링과 같은 방법들

에 비해 정교함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대상의 참여도,

활용성 등의 문제에 자유롭기 때문에 3D 게임이나

가상 성형 등 인터렉티브한 활용에 더욱 편리하고

빠른 모델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얼굴의 옆면과 뒷면까지 포함하도록 얼굴

모델을 확장하고 개선된 AAM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얼굴 특징점 추출 성능을 높일 것이다. 또한 두 단계

메쉬 워핑의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메쉬의 역전이 가

능하도록 하고 메쉬 보간시 부드러운 스플라인 함수

를 사용하여 결과물의 질을 높일 것이다. 깊이 값 추

출과 변형에 있어 더욱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

록 구조적인 조명을 사용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할 것

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더욱 개선된 3D 얼굴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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