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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스러운 얼굴 애니메이션 생성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얼굴 애
니메이션은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문 애니메이터들의 수작업을 통해 생성되거나, 필요한 움
직임 데이터를 직접 동작 캡쳐함으로써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반 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식의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얼굴 캡쳐를 통하여 얻은 데이터로부터 추
출한 얼굴 표정간의 전이 정보를 이용하여 키-프레임을 보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전문 애
니메이터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쉽고 빠르게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며, 동시에 말하는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Creating stylistic facial anim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n character animation. 
Traditionally facial animation is created manually by animators or captured using motion capture 
systems. But this process is very difficult and labor-intensive. In this work, we present an intuitive, 
easy-to-use, sketch-based user interface system that facilitates the process of creating facial 
animation and key-frame interpolation method using facial capture data. The user of our system is 
allowed to create expressive speech facial animation easily and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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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스러운 얼굴 애니메이션 생성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

의 중요한 문제이다. 애니메이션 영화나 컴퓨터 게임 같은 다

양한 애니메이션 응용 분야에서는 섬세하고 스타일리스틱한 애

니메이션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동작 데이터를 직

접 캡쳐하거나 애니메이터의 수작업을 통해 원하는 동작을 만

들어 내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캐릭터의 움직임을 동

작 데이터 캡쳐를 통해서 얻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필요로 하는 동작이 실제 사람으로부터 캡쳐 할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는 실제 사람의 동작보

다 과장된 움직임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동작 캡쳐 데이터

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애니메이터들의 수작업 후처리 과정도 

필요하다.

 또 다른 방식인 애니메이터들이 처음부터 수작업으로 애니메

이션을 만드는 경우는 키-프레임 보간법을 이용한다. 키-프레

임 보간법은 캐릭터 합성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가장 전통

적인 방식이면서도 여전히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으로서, 애니메이션 생성에 있어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



[그림 1]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a) 사용자가 서로 다른 표정의 얼굴 모델을 자신만의 스트로크로 정의한다. (b)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타임라인의 원하는 위치에 키-프레임을 스케치한다. (c) 얼굴 캡쳐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전이 정보를 이용하여 키

-프레임 사이를 보간한다. (d)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며 말하는 얼굴 애니메이션이 생성 된다.

다. 이것은 키-프레임이 되는 캐릭터를 직접 모델링하고 그 프

레임들 사이를 보간해서 전체 프레임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키-프레임 보간법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자연스럽고 사실

적인 애니메이션 생성을 위해 두 가지의 중요한 작업이 필요하

다. 첫째는 현재 상태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키-프레임 캐릭터

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키-프레임을 많은 개수로 잡

아서 보간 되는 구간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3차원 캐릭

터의 몸동작이나 얼굴 표정 등의 모델을 생성하고 제어하기 위

해 캐릭터의 3차원 좌표를 2차원 입력장치인 마우스나 타블렛 

등으로 조작하는 것은 직관적이지 못하고 많은 노동력을 요하

며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어려운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캐릭터의 키-프레이밍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직관적인 방식의 스케치 인터페이스와 적은 수의 키-프레

임으로도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기반 보간법을 제안한다. 스케치 인터페이스는 몇 개의 간단한 

스트로크를 입력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써, 사용자가 다양한 얼

굴 표정의 상징적인 특징을 몇 개의 선으로 표현하면 키-모델

을 생성해준다. 또한 이 키-프레임들의 보간에 있어서, 실제 

사람의 얼굴 움직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얼굴 캡쳐 데이터로부

터 추출한 표정간의 전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적은 개수의 키

-프레임으로도 실제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생성되

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얼굴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형태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생

성하는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2차원 

데이터를 기반으로[1,2,3]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며 그 외에 실제 사람 얼굴의 근육 

모델을 모방[4] 하거나 동작 캡쳐 혹은 얼굴의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캐릭터 얼굴 애니메이션을 제어[5]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생성의 목적에 있어서는 좀 더 자

연스럽고 실제에 가까운 얼굴 표정을 표현[6,7,8,9]하고자 하

는 것과 감정의 표현보다는 말하는 입모양의 애니메이션에 주

목하여 말하는 얼굴 애니메이션[10]을 만들고자 하는 것 등이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실제 사람처럼 감정 표현과 말하는 것 두 가지

를 동시에 표현하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말하는 얼굴 애니메이

션에 관한 연구[11,12,13]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분리된 형태로 발전해왔던 두 가지가 합쳐져서 더 사

실적인 얼굴 애니메이션 생성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면서 말하는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우리는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스케치 인터페

이스 방식을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스케치는 모션 합성과 상호작용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생성 등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캐

릭터의 걷거나 뛰는 경로들을 스케치하거나[14,15], 모션의 2

차원 자세를 스케치하여 3차원자세를 만들어 냄으로써 애니메

이션을 생성[16] 하였다. 또한 Li[17]은 3차원의 모형이나 애

니메이션 생성을 위해 2차원 스케치 입력을 이용하였고, 

Thorne[18] 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생성을 위해 사용

자에 의해 정의된 스케치를 분석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보여지듯이 스케치 인터페이스는 사용

자에게 있어 직관적인 입력 시스템으로써 비전문가 사용자들이 

쉽게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2] (위) 얼굴의 상징적인 특징을 왼쪽, 오른쪽 눈과 입, 

3개의 스트로크로 표현하기로 정의한다. (아래) 세 개의 스트

로크로 다양한 감정의 얼굴 표정을 스케치 할 수 있다.

3.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은 전문 애니메이터에 의해 모델링된 다양한 표정 

및 입모양을 가진 3차원 캐릭터 얼굴 모델과 실제 사람의 얼굴 

캡쳐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는 먼저 각 사용자에게 데

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표정의 얼굴 모델에 대해 자신만

의 스트로크로 표정을 정의하도록 한다. 그 다음 목표하는 애

니메이션의 바탕이 될 음성데이터를 선택한다. 이 음성 데이터

의 소리로부터 각 발음의 가중치를 추출하고, 서로 다른 입모

양의 얼굴 모델을 이 가중치에 따라 혼합함으로써 말하는 얼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 표정

을 가진 키-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감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말하는 얼굴 애니메이션이 생성된다. 키-프레임 설정을 위해서

는 음성 데이터와 같은 길이의 타임라인이 주어지는데, 그 타

임라인 위의 표정이 바뀌길 원하는 시간에 사용자가 스케치를 

함으로써 키-프레임을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키-프레임 사

이의 프레임들이 캡쳐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전이 정보를 기반

으로 보간됨으로써 애니메이션이 완성된다. 위의 과정을 거쳐

서 하나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만들어지는 것은 각 과정이 실시

간으로 진행된다. ([그림 1] 참조)

 이후로 4장에서는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키-프레임

을 만드는 것을, 5장에서는 얼굴 캡쳐 데이터를 이용해 키-프

레임을 보간하는 법을 설명할 것이다.

4.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키-프레이밍

 우리는 키-프레임 보간법으로 캐릭터 합성을 할 때의 키-프

레임 얼굴 모델을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생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얼굴 모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개략적인 2차원 

선의 입력만으로 3차원의 모델을 구성해 내는 것은 과소결정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 얼굴 모델에 대

한 사전에 가정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지식으로 전문 애니메이터들이 만든 다양

한 표정의 얼굴 모델을 이용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2차원의 그

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3차원의 캐릭터 모델을 재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터에 의해 만들어진 얼굴 모델들로부터 

사용자의 입력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이

러한 얼굴 모델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스케치에 대해 각 영역을 독립적으

로 검색하여 이용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키-프레임을 스케치했

을 때 단지 이미 만들어져있는 모델들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각 스트로크에 맞는 모델들을 찾아 합

성함으로써 새로운 얼굴 모델을 생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후에는 얼굴 표정을 스케치하는 방법의 정의, 사용자에 의

해 스케치 된 선의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된 스케치에 

매치되는 모델을 찾아서 키-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차례로 설

명할 것이다.

4.1 얼굴 스케치 방식의 정의

 정의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그려진 그림은 그 해석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력 스트로크의 형식이 정의되어야 

한다. 사람의 몸의 경우 한 가지 특정한 자세에 대해서 사람마

다 몸의 마디 각 부분의 길이와 관절의 각도가 약간씩 다를 수

는 있지만 전체적인 골격의 윤곽선은 동일한 형태를 보여준다. 

반면 얼굴 표정의 경우는 한 가지 특정한 감정에 대해서도 사

람마다 그것을 표현하는 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얼굴 각 

부분(눈썹, 눈과 입의 윤곽, 코의 위치 등)의 윤곽선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정을 몇 개의 스트로크를 이용하여 얼굴의 주

요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오른쪽 눈, 

왼쪽 눈, 입, 3개의 선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3개의 선으로 표현되는 얼굴의 표정에 대한 인식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화가 난 표정에 대해서 양쪽 눈과 

입을 그려서 표현하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이러한 스케치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사용 전에 미리 각자 자기만의 

스트로크로 각 표정을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몇 가지 다른 표정을 

가진 얼굴 모델에 대해서 그 모델을 3개의 선으로 표현해서 정

의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이후에 이 사용

자가 키-프레임을 생성하고자 할 때 원하는 얼굴 표정을 미리 

정의내린 스트로크로 표현하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장 잘 매치되는 얼굴 모델을 찾아주게 된다.

4.2 스케치 분석

 사용자의 스케치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스케치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사용

자가 그린 스케치의 근사곡선으로 스케치의 대략적인 형태를 

표현한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근사곡선을 따라 나타나는 스케

치의 섬세한 부분으로 스케치의 세부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3] 스케치는 대략적인 근사 곡선과 그 근사곡선을 따라 

나타나는 세부적인 모양을 특징으로 갖는다.

[그림 4] 대략적인 형태의 종류, (가)직선 (나)한번꺾임 (다)두

번꺾임 (라)급변점 없음 (마)두개의 급변점 (바)세개의 급변점

[그림 5] 가로축은 세부적 형태, 세로축은 대략적 형태인 테

이블에 사용자가 입력한 스케치가 분류된 결과

[그림 3]에서 보이는, 스케치의 두 가지 특징은 사람이 매우 

쉽고도 직관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스케치

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를 추출하고, 각 특징을 매개화

하는 값을 찾아내어 그 특징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한 스케치

에서 두 가지 의미 단위를 분석,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한다.

4.2.1 대략적 형태 인식

 우리는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의 대략적인 형태를 얻기 위해 

최소제곱 곡선근사를 이용하였다. 이 곡선근사를 위하여 3차 

비-스플라인(B-Spline)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스케치는 [그림 

4]의 (가)직선형태, (나)한번 꺾이는 곡선형태, (다)두 번 꺾이

는 곡선 형태 중 하나의 형태로 근사된다.

 스케치의 근사곡선을 위의 세 가지로 분류하기 위해 곡선을 

일정 간격으로 분절하고, 각 분절된 구간의 양끝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갖는 연속된 벡터의 집합을 구한다. 그리고 이 벡터

들이 곡선을 따라 변화하는 추이로부터 곡선이 현재 꺾어지고 

있는 방향을 알아낸다. 꺾어지는 방향은 연속된 두 벡터의 외

적을 구한 뒤, 외적 벡터의 방향을 이용하여 판별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근사곡선은 그 특징을 규정하는 값으로 4개의 

비-스플라인(B-Spline) 제어점을 사용한다. 단, 예외적으로 직

선의 경우는 제어점이 아닌 기울기로 규정한다. 이 제어점은 

근사곡선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 형태에만 의존하기 위해 

정규화 된다. 여기서 사용된 정규화는, 제어점들의 중점을 찾

고 그 중점에서 제어점들까지의 거리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곡선근사에 의해 대략적인 형태를 얻기 힘든 원, 삼각형, 사

각형과 같은 스케치는 미리 정의된 규칙에 의해 판별된다.

4.2.2 세부적 형태 인식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의 세부형태곡선은 스케치된 선과 그 근

사곡선의 변위차로 정의된다. 즉, 근사곡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케치의 형태가 스케치의 세부형태이다. 세부형태곡선을 구하

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벡터를 스케치로부터 얻는다. 스

케치가 사용자로부터 총개의 점을 입력받아 만들어진 것이라 

가정하면

 
   는 스케치의 번째 점≦≦

인 벡터  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에서 근사곡선에 

수선을 내려 만난점의 단위접선벡터를  , 그리고 접선벡터로

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만큼 회전한 단위법선벡터를 라 하

면, 세부형태의 좌표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 이다.

   
 



∙
   

 



∙


 모든 세부형태는 다른 세부형태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그 특징을 규정하는 곡률의 도수분포로 표현되는데,

       

라고 정의하면, 이 도수분포표의 곡률은 세부형태곡선의 연속

된 벡터 에서 로의 회전각으로 표현된다. 회전각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
 

∗
 ∙

 단∥∥∥∥

(회전각 는 ≦ ≦인 범위를 갖고, 반시계 방향일 때 양수)

 이렇게 구해진 전체 회전각들의 빈도는 30개의 등분된 구간을 

갖는 도수분포표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번째 구간의 도수는 

다음과 같이 정규화된다.



[그림 6] (좌측 위) 하나의 얼굴 모델을 세가지 색으로 구분

되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아래) 서로 다른 표정으로 정

의된 세 개의 스트로크 입력에 대해 세 가지 표정이 혼합된 

새로운 캐릭터 모델이 생성된다.

[그림 7] (좌측) 바이콘 광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얼굴 캡쳐를 

하는 장면이다. (우측) 얼굴 전면에 68개의 마커를 머리위에 7

개의 마커를 붙여서 얼굴의 움직임을 캡쳐한다.

 


 






 (단, ≦≦)

  : 번째 구간의 도수

  :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회전의 빈도

 이렇게 만들어진 두 도수분포표 와의 거리차이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의 번째 구간의 도수


  : 의 번째 구간의 도수

 위의 거리함수는 번째 구간의 도수를 비교할 때, 번

째 구간에도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므로 오차에 강인해진다.

 하나의 스케치는 [그림 5]에서와 같이, 대략적인 형태를 행으

로 하고 세부적인 형태를 열로 하는 표에 분류된다. 이 표는 

사용자가 등록한 스케치로부터 대략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형태

를 얻어내어 분류기준을 만든다. 이 표를 이용하여 우리는 같

은 대략적인 형태를 가지지만 다른 세부 형태의 스케치, 또는 

같은 세부 형태지만 다른 대략적인 형태를 갖는 스케치들의 관

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4.3 키-프레임 캐릭터 모델 생성

 우리의 시스템은 하나의 키-프레임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얼굴 모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사용자의 스케치 

입력이 양쪽 눈과 입, 3개의 스트로크로 구성되었듯이 얼굴 모

델 또한 [그림 6]에서처럼 왼쪽 눈, 오른쪽 눈, 입 세 개의 영

역으로 분리된 형태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한다. 이렇

게 각 영역과 표정에 따른 분리된 모델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써, 사용자 입력인 세 개의 스트로크가 미리 정의된 얼굴 표정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표정을 표현하더라도 그에 맞는 얼

굴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세 개의 얼굴 영역에

서 서로 다른 표정을 표현 했을 경우, 각 얼굴 영역의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각각의 스트로크에 가장 잘 매치되는 세 개의 얼

굴 모델을 찾는다. 그 다음 세 영역의 서로 다른 모델들을 다

시 하나의 얼굴 모델로 결합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표정들이 섞

여 있는 새로운 얼굴 모델의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실제 가지고 있는 각 한 가지 표정만을 

표현하는 얼굴 모델들을 이용하여 그 이상의 다양한 표정을 나

타내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얼굴 캡쳐 데이터 기반 키-프레임 보간법

 우리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생성에 있어서 혼합 모형 모델을 

이용한다. 혼합 모형 모델은 기본이 되는 몇 개의 혼합 모형 

모델에 가중치를 적용시켜 더함으로써 새로운 얼굴 모델을 만

들어 낸다. 

 




 

 : 무표정 얼굴 모델

  : 감정을 가진 얼굴 모델

  :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모델 개수

   : 서로 다른 얼굴 모델을 혼합할 때의 가중치

 위와 같이 새로운 얼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얼굴의 세 영역에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각 영역별로 만들어진 세 개의 얼굴 모델

들이 영역별로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만들어진다.

 스케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키-프레임의 얼굴 모

델들은 키-프레임 사이를 보간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애니메

이션 클립이 된다. 보간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보간법인 선

형 보간법은 두 개의 키-프레임 양쪽의 키-모델에 대해 각 모

델을 구성하는 수치들의 차를 보간해야 할 프레임의 길이로 나



[그림 8] 가로축 : 시간(프레임) , 세로축 : 현재 시간의 표정

에서의 마커와 무표정 상태의 마커와의 기하학적 거리 값

(a) 눈 위쪽 영역의 마커 16개에 대한 그래프

(b) 눈 아래쪽 영역의 마커 12개에 대한 그래프

(c) 빨간색 - 눈 위쪽 영역 마커들의 평균값

   초록색 - 눈 아래쪽 영역 마커들의 평균값

   파란색 - 전체 마커의 평균값

빨간색과 초록색의 그래프는 구간별로 같은 형태를 나타내거

나, 상하 대칭의 형태를 나타낸다.

눠서 그 값만큼을 매 프레임마다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각 모

델을 구성하는 수치는 대표적으로 캐릭터 모델을 구성하는 각 

점의 3차원 좌표로 볼 수 있으며 사람 몸 캐릭터의 경우는 각 

관절의 위치와 각도, 혼합 모형 모델의 경우는 모델의 혼합 가

중치 등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간법을 통해, 키-프레임 사이의 

프레임들이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일정한 속도로 모델의 

모양이 바뀌는 형태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것은 키-프레임간의 

간격이 넓을 경우 단조롭고 부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

는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조밀한 

키-프레이밍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 기반 보간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사람의 얼굴 움직임을 캡쳐한 데이터로부

터 실제 사람이 얼굴 표정을 바꿀 때의 전이 정보를 추출하여 

이것을 키-모델간의 보간시에 가중치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로

써 적은 개수의 키-프레임으로도 사실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애

니메이션이 생성될 수 있다. 이후에는 실제 사람의 얼굴 캡쳐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로부터 얼굴 표정간의 전이 정보를 추

출하는 방법과 추출된 전이 정보를 이용하여 키-프레임을 보간

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할 것이다.

5.1 얼굴 캡쳐 및 표정간의 전이 정보 추출

 다양한 표정을 가진 얼굴 모델의 키-프레임 보간을 위해서는 

실제 사람이 표정을 바꿀 때 얼굴 전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제 사람 얼굴의 데이터

를 얻기 위해 마커 기반의 모션 캡쳐를 이용하였다. [그림 7]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람의 얼굴 전반에 마커를 붙이되, 표

정 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눈썹과 

입 주변에 더 많은 마커를 붙여서 68개의 마커를 얼굴 표면에 

붙였다. 또 머리의 전역적인 움직임을 얻기 위해 머리 윗부분

에 7개의 마커를 추가하여 붙임으로써 총 75개의 마커로 얼굴

의 움직임을 캡쳐하였다. 이렇게 캡쳐된 데이터는 얼굴에 붙어 

있었던 마커들의 3차원 좌표 형태로 저장되어서 매 프레임마다

의 얼굴 전면의 절대적 위치를 표현해 준다.

 이 데이터를 키-프레임의 보간에 이용하려면 서로 다른 표정

으로 전이 할 때의 시간에 따른 변화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생성에 혼합 모형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프레임들을 채우기 위해서 각 프레임에서 혼합 모형

의 혼합 가중치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혼합 가중치는 

각 프레임마다 하나의 값이므로, 캡쳐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전이 정보 역시 각 프레임마다 1차원 데이터 형태이어야 한다.

 현재 필요한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상대적 변화 정도이므로 

각 데이터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기준 모델로부터의 상대적 

값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기준 모델을 무표정한 사람의 

얼굴 상태로 정하고,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각 마커의 변화량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번째 마커의 변화량

   : 번째 마커의    좌표

   : 무표정 상태의 번째 마커의    좌표

 이러한 마커의 변화량은, 얼굴을 눈 위쪽과 아래쪽 두 영역으

로 나누었을 때 같은 영역 내의 마커들끼리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한 영역 내에 속한 전체 마커들의 변화량의 평균

값을 그 영역을 대표하는 변화량으로 보았을 때, 눈 위쪽과 아

래쪽 영역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구간별로 같은 형태를 가지

거나 상하 대칭을 이루었다. 같은 형태인 것과 상하 대칭인 것 

모두 시간에 대해서는 변화의 정도가 일정한 것이므로 이 영역

별 변화량의 평균값을 얼굴 표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전이 정보

로 정의한다. ([그림 8] 참조)

  



  







 





 : 전이 정보 값

: 번째 영역의 번째 마커의 변화량

  : 번째 영역내의 마커 개수

 : 얼굴 영역의 개수

 

 본 시스템에서는 얼굴을 눈 위쪽과 아래쪽 2개의 영역으로 나

누고, 각 영역내의 마커는 특별히 얼굴 표정에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되는 16개와 12개의 마커를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28개 마커의 3차원 좌표값인 84차원 데이터를 

목표하였던 매 프레임에 대한 1차원 데이터 형태로 차수를 감

소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9] 사용자의 스케치 입력에 의해 생성되는 얼굴 모델들

은 양쪽 눈과 입이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도 표현해

준다.

[그림 10] 혼합 모형 모델에 쓰일 혼합 가중치 값이다. 가로

축 : 시간(프레임), 세로축 : 가중치값 , (좌) 전이정보 이용 전 

- 가중치가 단조로운 형태로 변한다. (우) 전이정보 이용 후 - 

실제 사람의 움직임 데이터에서 추출한 전이 정보형태대로 가

중치가 변화한다.

5.2 데이터 기반 키-프레임 보간법

 본 장에서는 얼굴 캡쳐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표정간의 전이 

정보를 실제로 키-프레임 보간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시스템의 애니메이션 생성 방식은 

혼합 모형 모델이므로, 각 키-프레임 사이의 혼합 가중치를 결

정해 주면 그 가중치에 따라 키-모델들을 혼합하여 프레임들이 

채워지며 완성된 애니메이션이 생성된다.

 캡쳐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전이 정보는 프레임에 따라 얼굴의 

변화 정도를 표현하는 1차원 벡터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은 그 값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긴 구간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다가 중간 중간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구간이 있

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변화의 정도가 급격한 구간이 실제로 

얼굴 표정의 전이가 일어난 시간이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얼굴 표정의 전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정한 비율로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간격의 시간 동안에(1초 이내) 급격

한 변화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

에 서로 다른 표정의 키-프레임을 선형 보간법으로 보간했을 

경우 부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생성되는 것이다. 

 전이 정보를 가져와서 적용시킬 목표 데이터가 키-프레임 형

태이므로 전이 정보 역시 키-프레임에 기반하여 가공해야 한

다. 먼저 변화량의 급격한 증감이 일어나는 시점, 즉 표정간의 

전이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자른다. 이렇게 잘

라 놓은 데이터의 각 조각은 한번 표정의 전이가 일어난 후 제

자리를 찾은 시점부터 다음의 표정 전이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조각의 시작지점의 변화량을 0으로 

끝지점의 변화량을 1로하고, 이것을 조각의 길이로 나누어 비

례 크기 조정을 한 수치를 혼합 가중치로 이용한다. 이 혼합 

가중치들을 키-모델들을 혼합 할 때의 가중치로 이용하여 혼합 

모형모델을 만듦으로써 캡쳐 데이터로부터 얻은 전이 정보가 

미리 만들어져있는 3차원 얼굴 모델에 매핑되게 된다.

 이 조각을 실제 사용할 때에 이러한 각 조각의 프레임 길이와 

만들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 사이의 길이가 맞지 않

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전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조

각의 앞부분은 특별한 변화 없이 비슷한 정도의 값이므로 이 

부분을 늘리거나 줄여서 목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의 길이에 

맞추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6.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된 3차원 얼굴 모델은 전문 애니메이터에 의해 제

작된 것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6가지 표정에 대한 얼굴 모

델과, 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8개의 입모양에 대한 

얼굴 모델을 이용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애니메이션은 

이 14개의 얼굴 모델의 혼합 모형 방식에 의해 초당 30프레임

으로 생성되었다.

 얼굴 캡쳐 데이터는 바이콘 광학 시스템에서 초당 120프레임

으로 캡쳐하였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초당 프레임수에 맞추기 

위해 30프레임으로 다운 샘플링하여 사용하였다. 총 75개의 마

커를 사용하였으며 출력되는 얼굴 동작 데이터는 각 마커의 절

대적 3차원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림 9]은 사용자의 여러 가지 스케치에 대해 만들어진 얼굴 

모델이다. 사용자의 세 개의 스트로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표

정을 각각 표현할 때에 본 시스템은 그에 맞는 새로운 얼굴 모

델을 생성해주었다. 또한 키-프레임의 보간에 있어서는 캡쳐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전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그림 10]에

서 보이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혼합 가중치가 선형의 단조로운 

형태에서 전이 정보에 따른 비선형의 곡선을 이루게 됨으로써,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다. 본 시

스템을 이용하여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실행되는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7. 결론 및 향후연구

 스케치 인터페이스는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 따라 전문 애니메이터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본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원하는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스케치의 결과를 검색하거나 보간하는 과정 

또한 자동적으로 실시간에 실행됨으로써 짧은 시간에 용이하게 

자연스러운 얼굴 애니메이션 생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스케치로부터 3차원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과소결정 문제를 캐릭터 모델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스케치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검색해서 찾아오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의 질이 데이터베이스의 

양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로는 본 시스템에서

처럼 개략적인 스케치로 찾아낸 감정을 표현한 얼굴 모델을 기

본으로 하여, 이것에 덧붙여서 눈썹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입의 

벌리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 등을 스케치 입력으로 표현하는 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해 한정된 데이터베이스에

서 나온 제한된 개수의 얼굴 모델을 사용자별로 섬세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키-모델 생성의 자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스케치는 대략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형태로 나뉘

어져 각각의 특징을 표현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는 대략적

인 형태가 같고 세부 형태가 다른 스케치, 또는 세부 형태가 

같고 대략적인 형태가 다른 스케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이

용하여 사용자가 같은 웃는 입모양을 그리더라도 세부 형태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캐릭터의 성별이나 나이를 규정하도록 하

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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