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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어진 영상으로부터의 3차원 얼굴 복원은 얼굴 분석, 애니메이션
및 인식 등의 많은 컴퓨터비전 및 그래픽스 응용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특히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분야의 핵심 기술로 촉망받
고 있다. Blanz 와 Vetter가 3차원 얼굴 복원을 위해 3D morphable
model(3DMM)[1]의 사용을 제안한 이후로 3DMM을 기반으로 한 3차
원 얼굴 복원은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되었다. 그로부터 지난 이십
여 년 간의 연구는 3D 얼굴 모델의 평균 형상과 입력 영상간의 대응점
을 찾고 비선형 최적화 함수를 통해 3DMM의 형상 및 표정 계수를 회
원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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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분석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랜드마크
의 정확도에 크게 의존하므로 다양한 조명, 자세 및 가려짐과 같은 극
한의 조건하의 영상에 대한 3차원 얼굴 복원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
게 되었다.
CNN 기반의 딥러닝 방식이 물체 추적, 영상 분할 등의 여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과 같이, 3차원 얼굴 복원 분
야에서도 최근 CNN을 통해 주어진 입력영상으로부터 3차원 얼굴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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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2-6]. CNN 기반의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3차
원 얼굴 복원 능력을 향상시킨다. [35, 36]에서는 영상으로부터 보다 강
인하게 랜드마크를 탐색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3DMM 계수를 계산한
다. [7, 8, 9, 10, 11]은 단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얼굴 랜드마크나 드
러난 특징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영상에서 3DMM의 형상 및
표정 계수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12, 13]에서는 CNN을 통해
영상의 화소들을 3D 얼굴 구조에 직접 매핑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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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딥러닝을 통한 3차원 얼굴 복원의 최근 동향을 소개한
다. 기고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3DMM을 이용한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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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얼굴 형상 복원 기법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한 최신 3차원 얼굴 복원 기법
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향후 연구 전망을 제시한다.

매개 변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3DMM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존의
방식은 입력 영상과 3차원 평균 모델간의 랜드마크나 국
부적 특징의 대응점 간의 일치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

Ⅱ. 3차원 얼굴 형상 복원을 위한 전통적
기법

방식에서는 비선형 최적화 함수를 풀기 위해 대응점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식 (2)와 같은 에너지 함수를 설정하고
카메라 자세, 얼굴의 형상 및 표정 매개 변수를 반복적으

딥러닝 기법이 활발히 이용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3차

로 추정한다.

원 얼굴 복원 기법은 크게 3D morphable model(3DMM)

(2)

기반[1,14-15,17-19]과 3D 메쉬 템플릿 기반[21,27]의 두 가지 방

여기서 첫 번째 항은 회귀 모델의 데이터 항이며, 는

식으로 나뉠 수 있다.

스케일,

1. 3D Morphable Model (3DMM) 기반 방식

다.

Vetter와 Blantz는 3차원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주성분

는 이동 벡터 그리고

은 회전 행렬을 나타낸

는 3DMM의 k번째 키 포인트의 좌표이며

는 그에 해당하는 2차원 영상의 랜드마크이다.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 기반의 3D

는 정규화(regularization) 항의 가중치이다.

morphable face model (3DMM)을 고안했다. 이 방식에

째 형상 계수,

서는 개개인의 얼굴은 강한 형태의 유사성을 지니므로, 낮

SVD로 얻어진 특이값이다. 적절한 에너지 최소화 기법

은 차원의 공간에서 사람의 다양한 얼굴 변화를 포착하는

을 활용하여 카메라 자세, 형상과 표정 계수를 반복적으

통계적 형태의 모델이 얼굴의 복원을 위해 사용된다. 몇

로 추정하여 최적의 값으로 수렴시킨다.

[1,8,14]

가지 모델에서는 중립적 표정의 형상만을 포착

와

는

하거

지난 십 수 년간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입력 영상에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얼굴 모

대해 얼굴 랜드마크와 지역 특징점을 정확하게 얻거나

[26,35]

나 또는 표정을 추가

는 번째 표정 계수이다.

는 번

3DMM 계수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강인한 피팅 방법

델은 아래와 같이 쌍 선형 표현으로 나타내 진다.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3DMM을 사용하는 가장 큰
(1)

장점은 해공간이 제한되어 문제를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는 어떠한 3

그러나 PCA 기반의 방식은 개략적인 얼굴 형상의 표현은

차원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PCA 분석하여 얻은 번째 얼

가능하지만 피부 주름과 같은 얼굴의 세부적인 형상 표현

굴 형상의 기저벡터 그리고

은 제한된다. 게다가 랜드마크를 일치시키는 방식은 특징

식 (1)에서 는 평균 3차원 얼굴 형상,

저벡터를 나타낸다.

는 번째 얼굴 표정의 기

은 형상과 표정 계수의 차원을

점 검출기의 정확도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을 가진다.

의미한다. 이 방식의 목표는 입력된 영상에 최대한 가깝
게 3DMM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의 매개 변수

를

추정해내는 것이다. <그림 1>은 3DMM의 형상 및 표정

2. 템플릿 기반 방식
템플릿 기반 방식[21,27]은 입력 영상과 일치하도록 3
차원 얼굴 메쉬 모델의 템플릿을 변형시켜서 문제
를 해결하는 대안적 접근법이다. 주목할 만한 논문은
Kemelmacher 와 Basri의 논문[27]이다. 이 논문에서
는 참조 모델을 입력 영상과 결합하고, shade-from-

<그림 1> 3D morphable face model (3DMM). 형상과 표정 매개 변수를
추정하여 입력 영상과 변형된 3차원 얼굴을 일치시킨다.

17

shading (SfS) 기법을 사용하여 입력 영상에 일치하는
참조 모델의 표면 반사 특성을 조정한다. 저자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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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한다. <그림 2>에 3DMM 기반 방식과 템플릿 기반의
방식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Ⅱ. 딥러닝을 이용한 3차원 얼굴 형상 복원
기법
지난 수년간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CNN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서 연구자들은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3차원 얼굴
<그림 2> 3DMM 기반 방식과 템플릿 기반 방식의 비교.
(좌) 입력영상, (중) 3DMM 방식으로 모델링한 결과[35],
(우) 템플릿 방식으로 모델링한 결과[27]. 음영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템플릿 기반의 방식은 얼굴의 세부묘사를 더 잘 할 수 있다.

을 복원하는 문제에도 CNN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 졌다.

1. CNN 기반의 얼굴 특징점 정렬(alignment)

해 Lambertian 반사 모델, 무한 광원, 그리고 참조 모델

얼굴 특징점 정렬은 얼굴 영상을 정규화 할 수 있는 기

간의 대략적인 정렬을 가정하였다. 얼굴 영상의 형성은

준인 ‘눈꼬리’, ‘코 끝’ 그리고 ‘턱 중심’ 등과 같은 얼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의 기준점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많은 얼굴
(3)

여기서 는 무한대에 놓인 단일 점광원의 방향과 강

3DMM 기반의 방식은 대개 얼굴 정렬로부터 시작하여
얼굴 랜드마크와 대응되는 투영된 3차원 정점간의 오차

는 각 표면 점에서

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3DMM 계수를 회귀분석하여 추정

은 2차 구면조화함수(spherical

한다. 딥러닝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점진적 회귀분석이 2

도를 나타내는 3차원 벡터,
표면 법선 벡터,

분석 작업들을 위한 필수적인 전처리 단계이다. 기존의

는 각 지점의

차원 얼굴 정렬[28-29]에서 최첨단기술로 쓰였다. 이러한

표면 반사율이다. 참조 모델을 사용하여 조명 및 자세

방법은 최근 LFPW[30], Helen[19] 및 300-W[25] 등과 같은

를 추정할 수 있고, 이것들은 표면 반사율의 초기 추정

자세 변화가 제어된 2차원 얼굴 정렬 문제를 통해 대략적

치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반사율 함수는 미지의 표

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harmonics function) 벡터이고,

면 법선의 함수가 된다.

가 정점의 깊이일 때,

로 인해 표면 반사율 방정식은 편미

[16]에서 제안한 방식은 직렬로 연결된 CNN을 통해 얼
굴 랜드마크의 위치를 회귀 분석하였다. 최근에 제안된
[23]의 방식은 발전된 랜드마크 지역화 구조와 잔차 블록

분 방정식이 되고 그 깊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residual block)을 합성하여 고성능의 네크워크를 구축

음영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얼굴

하였다. 이를 대용량의 2차원 얼굴 랜드마크 데이터 셋

영상의 주름과 같은 세부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으로 훈련시킨 후 다른 모든 2차원 얼굴 랜드마크 데이터

이 방식은 위에 언급했듯이 광원과 얼굴 반사율 등에 대

셋과 비교하였다.

해 강한 가정을 하였고 이러한 가정은 실제적인 적용 범
위를 제한한다.
[20]

얼굴 정면에 대한 2차원 랜드마크에서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즈를 가진 얼굴들은 스스로 가려지는

Hassner 는 입력 영상과 템플릿 모델간의 외형과 깊

효과에 의해 일부 랜드마크가 보이지 않기에 여전히 도전

이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템플릿 기

적인 과제로 남아있게 된다. 최근 연구[2-3]에서는 3차원

반 3차원 얼굴 복원 방식은 입력 영상의 세부 묘사를 복

얼굴 랜드마크 정렬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CNN을 사용하

원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지만 템플릿 초기화에 크게 의

여 입력 영상에 반복적으로 3차원 변형 가능 모델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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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랜드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3차원 복원을 위한 순차 연결된
(cascade) 네트워크 구조[6]. CoarseNet, FineNet과 렌더링 층을 결합하였다.

<그림 3> 기존의 얼굴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다루 힘든 극단적인
자세에서의 [23]의 결과들. 빨간 선은 참값(ground truth),
흰색 선은 [23]의 예측값을 나타낸다. [23]의 예측값이 참값보다 정확하다.
<표 1> 다양한 기법의 정량적 성능비교. 300W 실험 데이터에서의
곡선 아래 영역(area-under-the-curve, AUC)과
실패율(0.08의 입계값으로 정규화)의 비교 결과로서 수치는 [37]에서
발췌함. AUG는 높은 값이 우수한 성능임.
알고리즘

평균오차(%)

AUC

실패율 (%)

ESR[28]

8.47

26.09

30.5

ERT[31]

8.41

27.01

28.83

LBF[32]

8.57

25.27

33.67

SDM++

5.83

36.27

13

MDM[33]

4.78

45.32

6.8

DAN[34]

4.3

47

2.57

[29]

입력 영상

[6]

[27]

[4]

[35]

[6]

[27]

[4]

[35]

<그림 5> 입력 영상에 대한 서로 다른 네 가지([6][27][4][35]) 3차원 얼
굴 복원 방식들의 결과를 두 개의 시점에서 표현한 결과의 비교.
실험결과는 [6]에서 발취함.

CNN 구조를 사용하여 랜드마크의 위치와 3DMM 계수
를 반복적으로 구하였다.
최근에는 랜드마크 기반의 방식 뿐 아니라 랜드마크를

하고 정점을 2차원 영상에 투영하여 랜드마크의 위치를

사용하지 않는 딥러닝을 이용한 3차원 얼굴 복원 방식도

추정하였다. [23]에서는 3차원 얼굴 정렬을 위한 네트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6]에서는 단일 네트워크를 사

크를 훈련시키고 새로이 만들어진 3차원 랜드 마크가 표

용하여 3DMM 계수를 추측한다. 이는 <그림 4>에서와

시된 약 230,000여개의 영상 데이터 셋에서 이를 평가하

같이 네트워크의 이전 출력을 나타내는 피드백 채널을 일

였다. <그림 3>은 [23]의 얼굴 특징점 정렬 결과를 보인

련의 특징지도로 추가하여 수행한다. 하나의 특징지도는

다. CNN 기반의 얼굴 정렬 방식은 어려운 자세와 가려짐

현재 정점의 RGB 채널을 x, y, z 좌표가 일치하는 평균

에 대한 강한 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은 서로 다른

모델의 정점을 사용해 페인팅하여 계산된다. 다른 특징지

얼굴 정령 방식들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CNN 기반의

도는 정점에서의 법선 벡터를 RGB값으로 사용하는 데에

방식이 자세나 가려짐에 의해 어려운 영상에서 더 나은

사용된다. 특징지도는 얼굴 형태의 다양한 표현과 계수의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을 돕는다. [8]에서는 형상 매개 변수의 탐지를

얼굴 특징점 정렬 이후, 3DMM과 영상간의 대응점이

직접 학습하는 깊은 네트워크인 reset101을 사용하였다.

설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비선형 최적화 함수를 풀어

이러한 깊은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자는 50만여

서 얼굴 복원을 위한 형상과 표정 계수를 추정할 수 있게

개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11]은 이 연구를 확장하여 랜

된다.

드마크 탐색 없이 표정 계수들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
전에도 언급했듯이 3DMM을 통해서는 세부정보를 표한

2. CNN 기반의 3DMM 얼굴 형태와 얼굴 표정 계수
학습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3DMM의 계수를 추청한 후, [11]
은 얼굴 기하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최근의 연구들은 CNN을 통해 3DMM의 얼굴 형상과

추가하고 두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렌더링 층

표정 계수를 추정한다. [2, 3, 5]는 연속적으로 연결된

을 만들었다. <그림 5>는 서로 다른 방식들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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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CNN 기

굴 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3차원 얼굴 복

반의 방식은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나

원 문제에서 CNN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개척자의 역할을

타내고 있다.

하고 있다. <그림 7>은 3차원 얼굴 복원의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차원 모델이 형상과

3. CNN 기반의 영상으로부터 3차원 모델 직접 학습
기법

표정 모두 입력 영상과 잘 일치한다.
[13]은 완전한 3차원 얼굴 구조의 표현으로 UV 위

모델 기반 방식은 모델 형상 공간에 제약이 있는 제

치 지도를 제안하였다. UV 위치 지도는 UV 공간에서

한된 형상을 생성한다. 널리 사용되는 Basel Face

3DMM의 정점 3차원 좌표를 기록하는 2차원 영상이다.

[1]

Model (BFM) 은 무표정으로 제약된 조건에서 촬영한

저자는 입력된 2차원 영상을 완전한 3차원 얼굴 구조로

200개의 피사체로 만들어졌으며, 표정 베이스는 주로

회귀 분석하는 순차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두 방법

[26]

FaceWarehouse 데이터셋 을 사용한다. 적은 트레이닝

모두 기존의 3DMM 및 맞춤 방식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세트는 얼굴 형상의 다양성에 한계를 가져온다. 한편 3차

딥러닝을 통해 화소를 직접 3차원 점에 매핑하므로 두 방

원 변형 가능 얼굴 모델은 평균 얼굴과 기초의 선형 조작

식들은 모델 공간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아니다. 위의 이

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선형 행렬 연산으로 볼 수

유로 3차원 모델이 2차원 영상에 거의 완벽하게 정렬된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새로운 3차원 메쉬를

다[24]. 또한 선형 3DMM 얼굴 모델의 한계를 다루며 기존

생성하는 계수를 추정한다. 그러므로 3DMM은 얼굴 모

의 선형 3DMM 보다 더 우수한 표현 능력을 갖는 비선형

델을 입력 영상과 완벽하게 정렬하는 데에는 성능이 제한

모델을 학습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는 3차원 복셀 볼륨을 제

Ⅳ. 향후 연구 전망

안하고 192×192×200 해상도의 복셀 볼륨을 생성하는
volumetric regression network (VRN)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3차원 얼굴 복원에 비하여 CNN 기반의 방식

먼저 3DMM을 모두 3차원 볼륨으로 바꾸고 얼굴 복원

은 다양한 자세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영상으로부터의

문제를 3차원 공간 분할 문제로 변환한다. 저자는 하나

3DMM 계수의 회귀 분석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의 2차원 영상에서 3차원 얼굴 기하학의 체적 표현을 직

또한 딥러닝 네트워크는 기존의 선형 3DMM 모델의 한계

접 회귀 분석하는 CNN인 VRN을 구축하였다. <그림 6>

를 넘어 입력 얼굴 영상의 화소로부터 직접 3차원 점의 위

은 영상과 3차원 볼륨 구조로 훈련된 네트워크를 보이고

치를 추정해낼 수 있다. 그러나 CNN 네트워크는 많은 양

있다. 이 논문은 얼굴 복원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얼

의 데이터 셋을 통한 지도적 학습을 받아야 하며 입력 영
상의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고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의 연구는 지도 학습의 주석이 달린 데이터 셋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GAN (generative

<그림 6> VRN의 네트워크 구조[12]. 입력된 2차원 영상과 출력된 3차원
볼륨 구조를 보여줌.

adversarial network)등을 이용한 비지도 학습에 초점
이 맞춰질 것이다. 게다가 극단적인 조명, 심한 얼굴의 가
려짐 등의 극한의 상황에서의 얼굴 복원 또한 해결되어
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논문[12-13]은 입력된 2차원
영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3차원 구조를 학습하는 최근의

<그림 7> VRN의 얼굴 복원 결과 ([12]에서 발췌함). 첫 번째 행은 입력된
2차원 영상이고 두 번째 행은 출력된 3차원 볼륨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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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3차원 변형 가능 얼굴 모델의 한
계를 뛰어 넘는다. 그러나 본 방법은 여전히 출력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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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조가 입력 영상으로부터의 세부 사항을 복구 할 수

[13] Y. Feng, F. Wu, X. Shao, Y. Wang, X. Zhou, “Joint 3D

없으며, 일반적으로 입력 해상도가 작은 크기로 고정되는

face reconstruction and dense alignment with position map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래 연구에서 해결해

regression Network,” arXiv preprint arXiv:1803.07835, 2018

야할 문제점이다.

[14] V . Blanz, K. Scherbaum, T. Vetter, and H. Seidel,
“Exchanging faces in images,” Computer Graphic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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