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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방법은 묘사된(textured) 다각

형 메쉬 모델에 의하여 표현되는 3차원의 사실감 있는 얼굴모델 생성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영상의 정면 및 측면 얼굴 영상

등록특허 10-0682889

- 1 -



내의 얼굴 특징들을 검출하는 단계; 특정 얼굴의 3차원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검출된 얼굴 특징들을 이용하여 초기 모델

을 변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입력 영상으로부터 사실감 있는 텍스쳐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텍스쳐를

상기 3차원 모델 상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가가 아닌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능한 한 자동화를

구현하여, 완전하지 않은 입력 데이터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견실한 방법을 제공한다. 즉 얼굴 특징

(facial feature)을 자동으로 추출해내고, "실제 인간과 같은(human-quality)" 얼굴의 모델링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각형 메쉬 모델에 의하여 표현되는 3차원의 사실감 있는 얼굴모델 생성 방법에 있어서,

(a) 입력 영상의 정면얼굴특징을 검출하되, 상기 정면얼굴특징 검출은 영상화소들을 피부 또는 비피부 화소들로 분류하는

피부영역검출, 타원의 경계점들을 타원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시켜 안정화된 타원의 도형을 얼굴영역으로 결정하는 얼굴

영역 검출, 눈 경계박스 및 눈동자 검출을 포함하고, 정면얼굴 영상을 정규화하는 단계;

(b) 입력영상의 측면얼굴 특징을 검출하되, 상기 측면얼굴특징 검출은 화소들을 피부 및 비피부 화소들로 분류하여 피부색

의 연결성분으로 얼굴영역을 선택하는 얼굴영역검출, 정면영상 얼굴영역의 경계외곽선을 측면곡선으로 검출하는 측면곡

선 검출, 곡선 템플릿을 이용한 귀외곽선 검출을 포함하는 단계;

(c) 특정 얼굴의 3차원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검출된 얼굴 특징들을 이용하여 초기 모델을 변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

을 생성하는 단계;

(d) 입력 영상으로부터 사실감 있는 텍스쳐를 생성하는 단계; 및

(e) 상기 텍스쳐를 상기 3차원 모델 상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정면 및 정면인접 영상으로부터 얼굴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특정 얼굴의 3차원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얼굴 특징들을 이용하여 초기 모델을 변형시키고, 상기 얼굴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변형된 3원 얼굴모델을 정합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의 텍스쳐는

인공 텍스쳐를 함께 사용하는 단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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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정면얼굴 특징 검출은

눈 외곽선을 검출하는 단계;

눈썹을 검출하는 단계;

입술 외곽선을 검출하는 단계;

코 외곽선을 검출하는 단계; 및

턱 및 볼 외곽선을 검출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영역 검출은,

영상 화소들을 R-G 색 공간 내의 피부 또는 비피부 화소들로 분류하는 사전 훈련된 최대 확률 베이시안 분류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영역 검출은,

(1) 피부색을 띤 연결 구성요소 중 최대 요소를 얼굴 영역으로 초기화하는 단계;

(2) 상기 초기화된 얼굴 영역에 기반하여 타원의 경계 점들을 타원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시켜 타원을 초기화 및 변형시

키는 단계; 및

(3) 상기 안정화된 타원의 경계 4각형을 얼굴 영역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

성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2개의 최대 구성 요소들이 유사한 크기를 가질 경우 영상 중심에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초기화된 얼굴 영역에 기반하여 타원 경계점의 중심에 위치한 사각형 프루브를 정의하는 단계;

프루브 및 타원 내부에 위치하는 피부화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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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치가 소정 문턱치보다 작으면 상기 경계점을 소정 거리만큼 내부로 이동시키는 단계;

그렇지 않으면, 프루브의 내부 및 타원의 외부에 위치한 피부 화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계산치가 소정 문턱치보다 크면 상기 경계점을 소정 거리만큼 외부로 이동시켜 타원을 초기화 및 변형시키는 단계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눈 경계 박스 검출은,

저역통과 필터링을 통해 흐린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

원 영상에서 상기 흐린 영상을 뺀 영상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획득된 영상의 각 화소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화소 값들의 평균치를 구하여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고, 소정 문턱치를

이용하여 상기 새로운 영상을 이진화하는 단계;

연결된 세그먼트들을 눈 후보로서 찾아내는 단계; 및

형상, 크기 및 상대적 위치 기준으로 상기 후보를 평가하여 눈 경계 박스들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3

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눈동자 검출단계의 눈동자 검출은

적색채널 영상 내의 눈 경계박스 내부에서 눈동자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눈동자의 중심 및 반경 검출은

상기 눈 경계 박스 내의 적색 채널 영상의 최대 밝기 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개수를 문턱치와 비교함으로써 하이라이트의

존재를 평가하는 단계;

하이라이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장 어두운 화소들의 질량 중심점을 눈동자 중심으로 초기화하는 단계;

하이라이트가 존재할 경우, 하이라이트 주위의 고대비 영역의 중심점을 눈동자 중심으로 초기화하는 단계;

눈동자 중심에 위치된 초기 원을 확장하고 원 상의 화소들의 경사도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초기 눈동자 원을 확장하고 원 상의 화소들의 경사도의 크기를 측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단계; 및

최대 측정치를 가지는 눈동자 중심 및 눈동자 반경의 위치를 최종 결과로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

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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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면얼굴 영상 정규화 단계는,

눈동자 중심 간의 선이 수평이 되도록 회전하고 소정의 영상 해상도로 변환하여 정규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

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4.

제5항에 있어서, 눈 외곽선 검출 단계는

눈 외곽선은 상부 눈 외곽선 및 하부 눈 외곽선 각각을 위한 두 다항식 곡선에 의하여 근사화되며, 상기 근사화는

눈동자 중심 및 반경에 따라 검색 영역을 미리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검색 영역 내부의 적색채널 영상 내의 수직 위치의 각 수평 스캔 라인에 대하여, 국지적 최소값 또는 휘도가 급격히

변하는 화소들로서 좌측 및 우측 눈꺼풀 점을 선택하는 단계;

검출된 눈꺼풀 점들 중에서, 가장 좌측 및 우측에 위치된 점을 눈 코너로 선택하는 단계;

상기 눈 코너들을 연결하는 선분의 상부에 있는 점들을 이용하여 최소제곱 방법을 이용하여 상부 눈 외곽선 곡선을 추정하

는 단계; 및

검출된 눈 코너들 및 눈동자의 하부 점을 이용하여 하부 눈 외곽선 곡선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5.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눈썹 검출 단계는

다항식 곡선에 의하여 근사시켜 눈썹을 검출하고,

상기 다항식 곡선은 상기 눈 경계 박스 상부의 소정 영역 내에서 적응적 이진화를 수행한 이후에 어두운 화소들을 근사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입술 외곽선 검출 단계는

상부 및 하부 입술 검출로 이루어지고,

상기 상부 및 하부 입술검출은

입 사각형을 초기화하는 단계;

비-피부 색 화소들의 1차 및 2차 모멘트를 이용하여 초기 사각형을 더 정밀한 경계박스로 축소시키는 단계;

입술 함수 영상을 구성하여, 정제된 경계 박스 내의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가 입술 또는 피부에 속할 확률을 측정하는 단

계;

높은 입술 함수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2차 중심 모멘트를 측정함으로써 타원을 가지고 입술 외곽선을 초기화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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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 및 내력에 의하여 입술 외곽선을 동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및

상기 이동 결과 점들에 다항식을 근사시켜 곡선 표현식을 생성하는 단계를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

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외력은,

입술과 피부의 경계 지점으로 경계점을 이동하도록 하는 힘이고,

상기 내력은 내부형상력 및 내부평탄력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내부 형상력은 외곽선 형상을 타원에 가깝도록 하는 힘이고,

상기 내부 평탄력은 상기 경계 외부로 너무 벗어나는 단일점들을 억제하는 힘을 포함하는 소정의 인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코 외곽선 검출 단계는

코 측면 검출을 포함하고, 상기 코 측면검출은

소정 검색 영역 내의 에지 영상 상에서 소정 형상의 템플릿을 정합하는 단계;

큰 정합치를 가지는 검출된 후보들 중에서 대칭 조건을 만족하는 쌍을 선택하여 코 익면 위치로서 결정하는 단계; 및

각 코 측면을 다항식 곡선에 의하여 표현하되, 상기 곡선은 검출된 코 익면 템플릿 및 소정 계수로써 코 익면 및 눈 코너 간

에 보간된 3점에 합치되는 단계를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19.

제5항에 있어서, 턱 및 볼 외곽선의 검출 단계는,

적색 채널 영상 상의 경사도 벡터장을 계산하는 단계;

턱 하부점에서 연결되는 2개의 다항식 곡선으로 구성된 얼굴 영역 내에 초기 외곽선 템플릿을 위치시키는 단계;

곡선의 접선 방향에 합치하는 강한 에지를 만날 때까지 턱 및 볼 외곽선을 외부로 확장하는 단계; 및

상기 턱 및 볼 외곽선이 접선 방향에 합치하는 강한 에지를 만나게 되면 상기 턱 및 볼 외곽선 확장을 중지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측면얼굴 특징 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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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측면 곡선을 검출하는 단계;

기준점을 검출하는 단계; 및

귀 외곽선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영역 검출 단계는,

화소들을 피부 및 비-피부 화소들로 분류하는 단계; 및

최대 피부색의 연결 성분으로서 상기 얼굴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

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영역 선택 단계는

가장 큰 두 개의 성분들이 유사한 크기를 가졌을 경우, 영상 중심에 더 가까운 것을 상기 얼굴 영역으로 선택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 곡선 검출단계는,

정면 영상으로부터 유추된 특정된 경계 박스 내의 최우측 얼굴 영역의 경계 외곽선을 측면 곡선으로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귀 외곽선 검출은,

곡선 템플릿을 측면 영상과 정합하여 귀 위치를 초기화하는 단계; 및

초기화된 귀 템플릿을 외곽선 추적 알고리즘으로 변형시켜 정확한 귀 경계를 찾아내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3

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귀 초기화는

원 영상을 회전시켜 코 브리지 상단으로부터 턱점까지의 선분이 엄격히 수직이 되도록 하고, 상기 선분 세그먼트의 길이가

소정치가 되도록 스케일링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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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위한 검색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

검색 영역 내의 얼굴 영역과 머리카락 영역 경계를 곡선 템플릿과 정합하여, 2개의 곡선이 합치되는 부분 곡선으로 정의되

는 세그먼트를 찾아내는 단계;

만일 정합된 세그먼트의 길이가 소정 문턱치보다 작을 경우, 에지 검출기로써 검출한 에지와 귀 템플릿을 정합하여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세그먼트를 검출하는 단계; 및

템플릿 세그먼트로부터 정합된 영상 점들로의 변환벡터를 최소 자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정면 및 정면인접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는

정면 영상 내의 영상 특징점들을 결정하는 단계;

특징점들에 대하여 모델에 기반한 Lucas-Kanade 추적을 수행하여 상기 정면인접 영상 내의 상응하는 점들을 찾아내는

단계;

정합된 일치점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간을 수행하여 조밀한 디스패리티 지도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패리티 지도를 깊이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패리티 지도를 깊이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는,

최대 디스패리티 값으로부터 최소 디스패리티 값을 제한 차이값으로 획득하는 단계;

상기 차이값을 얼굴 너비로 나누고 소정 상수치를 승산함으로써 계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계수 및 측정된 디스패리티 값에서 최소 디스패리티 값을 뺀 값을 승산함으로써 주어진 화소의 심도값을 획득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의 초기 모델변형은,

3차원 초기 얼굴모델의 얼굴 특징곡선 상의 특징점들의 길이 비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검출된 특징곡선들을 초기 얼굴(3D

generic head) 내에서 정의되는 특징들에 상응하는 2차원 점들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특징 및 상기 초기 3차원 메쉬 모델 특징점들 간의 일치성을 이용하여, 3단계 RBF 기반의 모핑 작업을 수행하여

상기 3차원 얼굴 메쉬 모델을 변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3단계 RBF 기반의 모핑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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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특징점들의 X와 Y 좌표들을 그것들의 상응하는 이미지 특징점들로 설정하고 Z 좌표는 초기 메쉬(generic mesh) 내

에서와 동일하게 남겨둠으로써 정면 특징의 RBF 보간을 적용하는 단계;

정면 특징들이 그것들의 지점에 남도록 제한하면서 측면 특징들의 Y 좌표를 고려하여 측면 영상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단

계; 및

턱 및 볼 곡선들 상의 검출된 특징점들이 그것들의 지점에 남도록 제한하면서 측면특징들의 Z 좌표를 이용하여 측면특징

의 RBF 보간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깊이 정보 복구 과정에서 획득된 3차원 점들은,

초기 모델의 정점들이 깊이 정보로부터 취득된 그것들의 3차원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RBF에 기반한 모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3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입력 영상에 색 보정을 수행하여 상이한 조명 조건 또는 카메라 색 밸런스 변이를 보상하는 단계;

사진 상의 3차원 모델 극점들 및 사상된 2차원 점들 간의 정합에 기반하여 공통 UV 평면 상에 정면 및 측면 영상을 사상하

여, 정면 및 측면 텍스쳐를 생성하는 단계; 및

다중-해상도의 스플라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면, 측면 및 인공 텍스쳐들을 혼합하여 텍스쳐를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방법.

청구항 32.

묘사된(textured) 다각형 메쉬 모델에 의하여 표현되는 3차원의 사실감 있는 얼굴모델 생성장치에 있어서,

입력 영상의 정면얼굴특징을 검출하되, 상기 정면얼굴특징 검출은 영상화소들을 피부 또는 비피부 화소들로 분류하는 피

부영역검출, 타원의 경계점들을 타원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시켜 안정화된 타원의 도형을 얼굴영역으로 결정하는 얼굴영

역 검출, 눈 경계박스 및 눈동자 검출을 포함하고, 정면얼굴 영상을 정규화하는 정면얼굴특징 검출부;

입력영상의 측면얼굴특징을 검출하되, 상기 측면얼굴특징 검출은 화소들을 피부 및 비피부 화소들을 분류하여 피부색의

연결성분으로 얼굴영역을 선택하는 얼굴영역검출, 정면영상 얼굴영역의 경계외곽선을 측면곡선으로 검출하는 측면곡선검

출, 곡선템플릿을 이용한 귀외곽선 검출을 포함하는 측면얼굴특징검출부;

상기 검출된 얼굴 특징들을 이용하여 소정의 초기 모델을 변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을 생성하는 얼굴모델변형부;

입력 영상으로부터 사실감 있는 텍스쳐를 생성하는 텍스쳐생성부; 및

상기 텍스쳐를 상기 얼굴모델 변형부에서 생성된 3차원 얼굴모델에 매핑하는 매핑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

원 얼굴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33.

등록특허 10-0682889

- 9 -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모델 변형부는

정면 및 정면인접 영상으로부터 얼굴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깊이 정보생성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얼굴 특징검출부에서 검출된 얼굴 특징들과 상기 깊이 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얼굴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초

기 모델을 변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을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쳐생성부의 텍스쳐는

인공 텍스쳐를 함께 사용하는 단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는

피부영역을 검출하는 피부영역검출부;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얼굴 영역검출부;

눈 경계 박스를 검출하는 눈경계박스 검출부;

눈동자를 검출하는 눈동자검출부; 및

정면얼굴 영상을 정규화하는 정면얼굴정규화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영역 검출부는

영상 화소들을 R-G 색 공간 내의 피부 또는 비피부 화소들로 분류하는 사전 훈련된 최대 확률 베이시안 분류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영역 검출부는,

피부색을 띤 연결 구성요소 중 최대 요소를 얼굴 영역으로 초기화하는 얼굴 영역초기화부;

상기 초기화된 얼굴 영역에 기반하여 타원의 경계 점들을 타원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시켜 타원을 초기화 및 변형시키는

타원안정화부; 및

상기 안정화된 타원의 경계 4각형을 얼굴 영역으로 결정하는 얼굴 영역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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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눈 경계 박스 검출부는

저역통과 필터링을 통해 흐린 영상을 생성하는 흐린영상생성부;

원 영상에서 상기 흐린 영상을 뺀 영상의 각 화소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화소 값들의 평균치를 구하여 새로운 영상을 생성

하고, 소정 문턱치를 이용하여 상기 새로운 영상을 이진화하는 영상이진화부;

상기 영상이진화부에서 이진화된 영상에서 연결된 세그먼트들을 눈 후보로서 찾아내는 눈후보검색부; 및

상기 눈후보검색부에서 찾아낸 눈 후보들을 형상, 크기 및 상대적 위치 기준으로 평가하여 눈 경계 박스들을 결정하는 눈

경계박스결정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눈동자 검출부의 눈동자 검출은

적색채널 영상 내의 눈 경계박스 내부에서 눈동자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눈동자검출부는

상기 눈 경계 박스 내의 적색 채널 영상의 최대 밝기 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개수를 문턱치와 비교함으로써 하이라이트의

존재를 평가하는 하이라이트탐색부;

하이라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장 어두운 화소들의 질량 중심점을 눈동자 중심으로 초기화하고, 하이라이트가 존재하면

하이라이트 주위의 고대비 영역의 중심점을 눈동자 중심으로 초기화하는 눈동자초기화부;

눈동자 중심에 위치된 초기 원을 확장하면서 원 상의 화소들의 경사도의 크기를 측정하되. 상기 초기 눈동자 중심 주위의

인접 화소들에 대하여 측정 작업을 반복하는 눈동자 중심/반경 측정부; 및

최대 측정치를 가지는 눈동자 중심 및 반경을 눈동자 중심 및 눈동자 반경으로 결정하는 눈동자 결정부를 구비함을 특징으

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2.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정면얼굴 영상 정규화부는,

눈동자 중심 간의 선이 수평이 되도록 회전하고 소정의 영상 해상도로 변환하여 정규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

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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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외곽선을 검출하는 눈외곽선검출부;

눈썹을 검출하는 눈썹검출부;

입술 외곽선을 검출하는 입술외곽선검출부;

코 외곽선을 검출하는 코 외곽선검출부; 및

턱 및 볼 외곽선을 검출하는 턱/볼 외곽선검출부 중 적어도 하나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눈 외곽선 검출부는

눈 외곽선은 상부 눈 외곽선 및 하부 눈 외곽선 각각을 위한 두 다항식 곡선에 의하여 근사화됨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근사화는

눈동자 중심 및 반경에 따라 검색 영역을 미리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검색 영역 내부의 적색채널 영상 내의 수직 위치의 각 수평 스캔 라인에 대하여, 국지적 최소값 또는 휘도가 급격히

변하는 화소들로서 좌측 및 우측 눈꺼풀 점을 선택하는 단계;

검출된 눈꺼풀 점들 중에서, 가장 좌측 및 우측에 위치된 점을 눈 코너로 선택하는 단계;

상기 눈 코너들을 연결하는 선분의 상부에 있는 점들을 이용하여 최소제곱 방법을 이용하여 상부 눈 외곽선 곡선을 추정하

는 단계; 및

검출된 눈 코너들 및 눈동자의 하부 점을 이용하여 하부 눈 외곽선 곡선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

성 장치.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눈썹 검출부는

다항식 곡선에 의하여 근사시켜 눈썹을 검출하고,

상기 다항식 곡선은 상기 눈 경계 박스 상부의 소정 영역 내에서 적응적 이진화를 수행한 이후에 어두운 화소들을 근사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입술 외곽선 검출부는

상부 및 하부 입술을 검출하고, 상기 상부 및 하부 입술검출은

입 사각형을 초기화하는 단계;

비-피부 색 화소들의 1차 및 2차 모멘트를 이용하여 초기 사각형을 더 정밀한 경계박스로 축소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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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함수 영상을 구성하여, 정제된 경계 박스 내의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가 입술 또는 피부에 속할 확률을 측정하는 단

계;

높은 입술 함수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2차 중심 모멘트를 측정함으로써 타원을 가지고 입술 외곽선을 초기화하는 단계;

외력 및 내력에 의하여 입술 외곽선을 동적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및

상기 이동 결과 점들에 다항식을 근사시켜 곡선 표현식을 생성하는 단계를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

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코 외곽선 검출부는

코 측면 검출을 포함하고, 상기 코 측면검출은

소정 검색 영역 내의 에지 영상 상에서 소정 형상의 템플릿을 정합하는 단계;

큰 정합치를 가지는 검출된 후보들 중에서 대칭 조건을 만족하는 쌍을 선택하여 코 익면 위치로서 결정하는 단계; 및

각 코 측면을 다항식 곡선에 의하여 표현하되, 상기 곡선은 검출된 코 익면 템플릿 및 소정 계수로써 코 익면 및 눈 코너 간

에 보간된 3점에 합치되는 단계를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턱/볼 외곽선 검출부는,

적색 채널 영상 상의 경사도 벡터장을 계산하는 경사도계산부;

턱 하부점에서 연결되는 2개의 다항식 곡선으로 구성된 얼굴 영역 내에 초기 외곽선 템플릿을 위치시키고, 곡선의 접선에

합치하는 강한 에지를 만날 때까지 턱 및 볼 외곽선을 외부로 확장하는 턱/볼 외곽선확장부; 및

상기 턱 및 볼 외곽선이 접선 방향에 합치하는 강한 에지를 만나게 되면 상기 턱 및 볼 외곽선 확장을 중지하여 그 결과를

턱/볼 외곽선으로 결정하는 턱/볼 외곽선 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49.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얼굴 특징 검출부는

측면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측면얼굴 영역검출부;

측면 곡선을 검출하는 측면 곡선검출부;

기준점을 검출하는 기준점검출부; 및

귀 외곽선을 검출하는 귀외곽선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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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얼굴 영역 검출부는

화소들을 피부 및 비-피부 화소들로 분류하는 피부화소분류부; 및

최대 피부색의 연결 성분을 측면얼굴 영역으로 선택하는 측면얼굴 영역 선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

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 곡선 검출부는

정면 영상으로부터 유추된 특정된 경계 박스 내의 최우측 얼굴 영역의 경계 외곽선을 측면 곡선으로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

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5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귀 외곽선 검출부는

곡선 템플릿을 측면 영상과 정합하여 귀 위치를 초기화하는 귀위치초기화부; 및

초기화된 귀 템플릿을 외곽선 추적 알고리즘으로 변형시켜 정확한 귀 경계를 찾아내는 귀경계검출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53.

제33항에 있어서, 깊이 정보 생성부는

정면 영상 내의 영상 특징점들을 결정하여 상기 정면인접 영상 내에서 상기 특징점들에 상응하는 점들을 찾아내는 특징점

검출부;

정합된 일치점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간을 수행하여 조밀한 디스패리티 지도를 획득지도획득부; 및

상기 디스패리티 지도를 깊이 정보로 변환하는 깊이 정보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장

치.

청구항 5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모델변형부는

3차원 초기 얼굴모델의 얼굴 특징곡선 상의 특징점들의 길이 비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검출된 특징곡선들을 초기 얼굴(3D

generic head) 내에서 정의되는 특징들에 상응하는 2차원 점들로 변환하는 2차원점변환부; 및

상기 영상 특징 및 상기 초기 3차원 메쉬 모델 특징점들 간의 일치성을 이용하여, 3단계 RBF 기반의 모핑 작업(RBF-

based morphing procedure)을 수행하여 상기 3차원 얼굴 메쉬 모델을 변형하는 얼굴메쉬모델변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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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텍스쳐생성부는

입력 영상 상에 색 보정을 수행하여 상이한 조명 조건 또는 카메라 색 밸런스 변이를 보상하는 입력 영상보상부;

사진 상의 3차원 모델 극점들 및 사상된 2차원 점들 간의 정합에 기반하여 공통 UV 평면 상에 정면 및 측면 영상을 사상하

여, 정면 및 측면 텍스쳐를 생성하는 정면/측면 텍스쳐생성부; 및

다중-해상도의 스플라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면, 측면 및 인공 텍스쳐들을 혼합하여 텍스쳐를 완성하는 텍스쳐완성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얼굴모델 생성 장치.

청구항 56.

제1항 내지 제31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발명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영상으로부터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사실감 있는 3차원 인간 얼굴모델의 자동적인 생성 기술은 오랫동안 컴퓨터 그래픽 분야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

다. 가상 현실 공간, 컴퓨터 게임, 화상 회의 및 애니메이션 제작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가 사실감있는 인간 얼굴모델로부

터 힘입어 개발될 수 있다.

비록 복잡한 피사체로부터 정밀한 3차원 형상을 촬영할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 및 패턴광을 이용한 거리 측정기들과 같은

장치들이 존재하지만, 그 비용이 매우 높으며 사용하기 어렵다. 반면에, 인간얼굴의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링 기술은 매우

많은 노력 및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PC 사용자로 하여금 더 용이하게 사실감 있는 인간얼굴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수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다지 고가가 아닌 장치(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장치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사용자가 생성작업 전반을 제어하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가능한

한 자동화를 구현하여, 완전하지 않은 입력 데이터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견실한 방법(알고리즘)을 개발

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동적으로 얼굴모델을 복원하는 시스템은 3차원 얼굴형상 데이터의 사용된 소스를 기준으로 크게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어떤 개발자들은 레이저 스캐너 또는 광학장치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장비가 고가이며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정면 및 측면 영상으로부터 얼굴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두 영상간의 정확한 직교

관계(orthogonal relation)는 특수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획득하기가 힘들

다. 따라서 상이한 각도로부터 직접 획득된 형상정보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시스템들은 수 개의 영상 내의,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된 특징점(user-specified feature points)에 의지하는데,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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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법들 중, 광류(optical flow) 및 스테레오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완전한 자동 복원 과정을 향한 가장 진보된 방

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장치들의 결과모델들은 대부분 심각한 잡음을 포함하며 얼굴표면의 부자연스러운 변형을 보이

기도 한다.

얼굴모델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고 결과의 견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모핑될 수 있는 얼굴모

델(morphable face model)을 사용한다. 상기 얼굴모델은 한정된 수의 특징점만을 허용하여 상기 얼굴모델을 복원된 3차

원 점들, 소스 영상들에 정합시키거나, 상기 얼굴모델의 형상복원을 위하여 모델에 기반한 번들조정(bundle adjustment)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특징점의 집합의 조밀도에 크게 의존한다.

스테레오 복원을 이용한 정확한 모델을 획득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부가된 제한요소들에 합치되는 변형될 수 있는 모델로

형상복원을 제한하며, 이것은 모델의 정밀도를 열화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에 대한 종래 기술들에 힘입어 오직 정면얼굴 영상으로부터 모델을 구성하려

하지만, 그 결과적인 모델의 품질은 사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얼굴 모델링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얼굴 특징(facial feature)을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것이다. 외모에 기반한 얼굴 특징

의 모델링, 인간 육안에 기반한 알고리즘, 특정 에지 및 낮은 밝기화소 패턴의 검색, 형태론적인 연산자(morphological

operator) 등과 같은 기법들을 이용한 다양한 얼굴 특징 검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 분야가 명백히 발전되

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인간과 같은(human-quality)" 얼굴 분석 알고리즘을 생성하기 위하여 정밀도 및 견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두 개의 영상들(정면 및 측면 영상) 또는 세 개의 영상들(정면, 정면인접, 측면 영상)로부터 3차원 인간얼굴모델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은, 묘사된

(textured) 다각형 메쉬 모델에 의하여 표현되는 3차원의 사실감 있는 얼굴모델 생성 방법에 있어서, (a) 입력 영상의 정면

및 측면 얼굴 영상 내의 얼굴 특징들을 검출하는 단계; (b) 특정 얼굴의 3차원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검출된 얼굴 특

징들을 이용하여 초기 모델을 변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c) 입력 영상으로부터 사실감 있는 텍스쳐를 생

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텍스쳐를 상기 3차원 모델 상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단계는 입력 영상의 정면 및 측면 얼굴 영상 내의 얼굴 특징들을 검출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b)단계는 정면 및 정

면인접 영상으로부터 얼굴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특정 얼굴의 3차원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얼굴

특징들을 이용하여 초기 모델을 변형시키고, 상기 얼굴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변형된 3차원 얼굴모델을 정합시킴이

바람직하다.

상기 (a) 단계의 정면 얼굴 특징 검출은 피부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눈 경계 박스(eye

bounding boxes)를 검출하는 단계; 눈동자를 검출하는 단계; 및 정면얼굴 영상을 정규화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

다.

상기 정면얼굴 영상 정규화 단계는, 눈동자 중심 간의 선이 수평이 되도록 회전하고 소정의 영상 해상도로 정규화함이 바

람직하다.

상기 (a)단계의 측면얼굴 특징 검출은,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측면 곡선(profile curve)을 검출하는 단계; 기준점

(fiducial points)을 검출하는 단계; 및 귀 외곽선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면 및 정면인접 영상(frontal and near-frontal image)으로부터 깊이 정보(depth information)를 추출하는 단계는

정면 영상 내의 영상 특징점들을 결정하는 단계; 특징점들에 대하여 모델에 기반한 Lucas-Kanade 추적(Lucas-Ka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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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을 수행하여 상기 정면인접 영상 내의 상응하는 점들을 찾아내는 단계; 정합된 일치점(matched

correspondence)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간을 수행하여 밀집한 디스패리티(디스패리티) 지도(dense 디스패리티 map)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패리티(디스패리티) 지도를 깊이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스패리티 지도를 깊이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는, 최대 디스패리티 값으로부터 최소 디스패리티 값을 제한 차이값

(difference value)으로 획득하는 단계; 상기 차이값을 얼굴 너비(head width)로 나누고 소정 상수치를 승산함으로써 계

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계수 및 측정된 디스패리티 값에서 최소 디스패리티 값을 뺀 값을 승산함으로써 주어진 화소

의 심도값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b)단계의 초기 모델변형은, 3차원 초기 얼굴모델의 얼굴 특징곡선 상의 특징점들의 길이 비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검출된 특징곡선들을 초기 얼굴(3D generic head) 내에서 정의되는 특징들에 상응하는 2차원 점들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특징 및 상기 초기 3차원 메쉬 모델 특징점들 간의 일치성을 이용하여, 3단계 RBF 기반의 모핑 작업(RBF-

based morphing procedure)을 수행하여 상기 3차원 얼굴 메쉬 모델을 변형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c)단계는 입력 영상 상에 색 보정을 수행하여 상이한 조명 조건 또는 카메라 색 밸런스 변이를 보상하는 단계; 사진

상의 3차원 모델 극점들 및 사상된 2차원 점들 간의 정합에 기반하여 공통 UV 평면(public UV plane) 상에 정면 및 측면

영상을 사상하여, 정면 및 측면 텍스쳐를 생성하는 단계; 및 다중해상도의 스플라인 알고리즘(multi-resolution spline

algorithm)을 이용하여 정면, 측면 및 인공 텍스쳐들을 혼합하여 텍스쳐를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장치는, 묘사된

(textured) 다각형 메쉬 모델에 의하여 표현되는 3차원의 사실감 있는 얼굴모델 생성장치에 있어서, 입력 영상의 정면 및

측면 얼굴 영상의 얼굴 특징들을 검출하는 얼굴 특징검출부; 상기 검출된 얼굴 특징들을 이용하여 소정의 초기 모델을 변

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을 생성하는 얼굴모델변형부; 입력 영상으로부터 사실감 있는 텍스쳐를 생성하는 텍스쳐생성부; 및

상기 텍스쳐를 상기 얼굴모델 변형부에서 생성된 3차원 얼굴모델에 매핑하는 매핑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얼굴모델 변형부는 정면 및 정면인접 영상으로부터 얼굴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깊이 정보생성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얼굴 특징검출부에서 검출된 얼굴 특징들과 상기 깊이 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얼굴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초기 모

델을 변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을 생성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얼굴 특징 검출부는 정면얼굴의 특징을 검출하는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 및 측면얼굴의 특징을 검출하는 측면얼굴 특

징 검출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는 피부영역을 검출하는 피부영역검출부; 얼굴 영역을 검출

하는 얼굴 영역검출부; 눈 경계 박스(eye bounding boxes)를 검출하는 눈경계박스 검출부; 눈동자를 검출하는 눈동자검

출부; 및 정면얼굴 영상을 정규화하는 정면얼굴정규화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는 눈 외곽선을 검출하는 눈외곽선검출부;

눈썹을 검출하는 눈썹검출부; 입술 외곽선을 검출하는 입술외곽선검출부; 코 외곽선을 검출하는 코 외곽선검출부; 및 턱

및 볼 외곽선을 검출하는 턱/볼 외곽선검출부 중 적어도 하나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측면얼굴 특징 검출부는 측면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측면얼굴 영역검출부; 측면 곡선(profile curve)을 검출하는 측면

곡선검출부; 기준점(fiducial points)을 검출하는 기준점검출부; 및 귀 외곽선을 검출하는 귀외곽선검출부를 포함함이 바람

직하다.

깊이 정보 생성부는 정면 영상 내의 영상 특징점들을 결정하여 상기 정면인접 영상 내에서 상기 특징점들에 상응하는 점들

을 찾아내는 특징점 검출부; 정합된 일치점(matched correspondence)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간을 수행하여 밀집한 디스

패리티(디스패리티) 지도(dense 디스패리티 map)를 획득지도획득부; 및 상기 디스패리티(디스패리티) 지도를 깊이 정보

로 변환하는 깊이 정보변환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얼굴모델변형부는 3차원 초기 얼굴모델의 얼굴 특징곡선 상의 특징점들의 길이 비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검출된 특

징곡선들을 초기 얼굴(3D generic head) 내에서 정의되는 특징들에 상응하는 2차원 점들로 변환하는 2차원점변환부; 및

상기 영상 특징 및 상기 초기 3차원 메쉬 모델 특징점들 간의 일치성을 이용하여, 3단계 RBF 기반의 모핑 작업(RBF-

based morphing procedure)을 수행하여 상기 3차원 얼굴 메쉬 모델을 변형하는 얼굴메쉬모델변형부를 포함함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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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텍스쳐생성부는 입력 영상 상에 색 보정을 수행하여 상이한 조명 조건 또는 카메라 색 밸런스 변이를 보상하는 입력

영상보상부; 사진 상의 3차원 모델 극점들 및 사상된 2차원 점들 간의 정합에 기반하여 공통 UV 평면(public UV plane)

상에 정면 및 측면 영상을 사상하여, 정면 및 측면 텍스쳐를 생성하는 정면/측면 텍스쳐생성부; 및 다중-해상도의 스플라

인 알고리즘(multi-resolution spline algorithm)을 이용하여 정면, 측면 및 인공 텍스쳐들을 혼합하여 텍스쳐를 완성하는

텍스쳐완성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기재된 발명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 및 장치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상기 본 발명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얼굴 특징 검출,

얼굴모델 변형, 텍스쳐생성 및 스테레오 영상 쌍을 이용한 3차원 복원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은 2개 또는 3개의 얼굴 사진들을 이용한다. 즉, 두 개의 얼굴사진을 이용할 때는 정면사진 및 측면

사진을 이용하고, 세 개의 얼굴사진을 이용할 때는 정면사진, 정면인접(near frontal)사진 및 측면사진을 이용하여 사실감

있는 3차원 다항식 얼굴 모델을 생성한다.

영상획득 조건은 단순하다. 즉, 영상밝기의 양호한 대비(contrast) 및 샤프니스(sharpness) 및 얼굴 영역의 충분한 조도

(illumination)이면 족하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그리고 도 2는 모델

생성 작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델생성 작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첫째로, 자동 정면얼굴 특징 검출 및

반자동 측면얼굴 특징 검출이 수행된다.(100단계) 둘째로, 초기 3차원 얼굴모델이 변형되어 정면얼굴 특징과 정합된다.

(120단계) 그 이후에, 자동으로 모델-기반 스테레오 정합이 수행되어 정면사진의 깊이지도(depth map)를 획득하면, 모델

은 다시 변형되어 측면특징 및 예측된 스테레오 깊이 지도 모두와 정합된다.(140단계) 최종적으로, 모델 텍스쳐가 정면 및

측면 사진들로부터 생성되는데, 이 때 몇몇 지점에는 인공피부가 생성된다.(160단계) 그리고 나서 상기 생성된 텍스쳐는

상기 정합된 얼굴모델에 매핑되어 3차원 얼굴모델이 생성된다.(180단계)

모델 변형을 하기 위하여 깊이지도 및 측면특징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작업의 반복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깊이지도는 기하학적 정보에 대한 방대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것은 최종 모델이 더욱 사실적으로 보이게 한다.

만일 정면인접 영상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은 단순히 상기 정면인접 영상에 관련된

단계들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확한 결과들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3차원 얼굴모델링 방법에서, 새로운 모델들은 초기 모델의 변형에 의해 생성된다. 즉, 초기 모델을 피험자

의 입력 데이터에 합치시킴으로써 특정 얼굴을 생성한다. 초기 모델(도 2에서는 "일반 메쉬(generic mesh")라고 함)은 인

간 얼굴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얼굴 모델링 방법의 자동화 공정 및 견실성을 용이하

게 돕는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초기 모델은 눈동자 및 얼굴 부분을 제외하고도 7,138개의 꼭지점(vertices) 및

14,096개의 삼각형들을 포함한다.

초기 모델(generic model)은 표준 정면 방향으로 배치된다. 즉, X축은 우측에서 좌측 방향이며, Z 축은 눈의 주시 방향이

며, Y축은 하부에서 상부 방향을 가리키므로, 오른손 방향의 좌표 프레임을 형성한다. 이러한 축 방향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본 명세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도 4는 전형적인 정면, 정면인접 및 측면 입력 영상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장치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얼굴 특징

검출부(500), 얼굴모델변형부(510), 텍스쳐생성부(520) 및 매핑부(5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깊이 정보 생성부(540)

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얼굴 특징검출부(500)는 두 개의 영상을 이용할 때는 입력 영상의 정면 및 측면 얼굴 영상의 얼굴 특징들을 검출하며,

세 개의 영상을 이용할 때는 입력 영상의 정면, 정면인접 및 측면 얼굴 영상의 얼굴 특징들을 검출한다. 상기 얼굴모델변형

부(510)는 상기 검출된 얼굴 특징들을 이용하여 소정의 초기 모델을 변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을 생성한다. 또한 상기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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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변형부(510)는 상기 깊이 정보생성부(540)를 더 구비할 경우에는, 상기 얼굴 특징검출부(500)에서 검출된 얼굴 특징

들과 상기 깊이 정보 생성부(540)에서 생성된 얼굴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소정의 초기 모델을 변형시켜 3차원 얼굴모델을

생성한다.

상기 텍스쳐생성부(520)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사실감 있는 텍스쳐를 생성한다. 상기 텍스쳐는 필요에 따라 인공텍스쳐일

수도 있다. 상기 매핑부(530)는 상기 텍스쳐를 상기 얼굴모델 변형부(510)에서 생성된 3차원 얼굴모델에 매핑한다. 상기

깊이 정보생성부(540)는 정면 및 정면인접 영상으로부터 얼굴깊이 정보를 추출한다.

1. 얼굴 특징 검출(Facial Feature Detection)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얼굴 특징 검출부(500)는 정면얼굴의 특징을 검출하는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600) 및 측면

얼굴의 특징을 검출하는 측면얼굴 특징 검출부(6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1.1 정면 영상으로부터 얼굴 특징 추출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600)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부영역을 검출하는 피부영역검출부(700), 얼굴 영역을 검출하

는 얼굴 영역검출부(705), 눈 경계 박스(eye bounding boxes)를 검출하는 눈경계박스 검출부(710), 눈동자를 검출하는

눈동자검출부(715) 및 정면얼굴 영상을 정규화하는 정면얼굴정규화부(7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600)는 필요에 따라 눈 외곽선을 검출하는 눈외곽선검출부(725), 눈썹을 검출하는 눈썹

검출부(730), 입술 외곽선을 검출하는 입술외곽선검출부(735), 코 외곽선을 검출하는 코 외곽선검출부(740) 및 턱 및 볼

외곽선을 검출하는 턱/볼 외곽선검출부(745) 중 적어도 하나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먼저, 정면특징 추출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8 및 도 9는 정면얼굴 특징 검출을 보다 상세히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

서, 피부영역 검출(800단계), 얼굴 영역 검출(810단계), 눈 경계 박스(eye bounding boxes)들 및 눈동자 검출(820단계),

눈동자(홍채) 검출(830단계), 정면얼굴 영상 정규화(840단계), 눈 외곽선 검출(900단계), 눈썹 검출(910단계), 입(입술)

외곽선 검출(920단계), 코 외곽선 검출(930단계), 얼굴 윤곽(턱 및 볼) 외곽선 검출(940단계) 단계로 구분된다.

처음 4 개의 단계, 즉 피부검출, 얼굴 영역 검출, 눈 경계 박스(eye bounding boxes)들 및 눈동자 검출, 눈동자(홍채) 검출

을 하고 난 후, 정면 영상은 정규화되어 고정 크기로 정해지며 얼굴은 눈동자 위치에 따라 엄격히 수직으로 배열된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가정하며, 이전에 검출된 특징들의 적당한 정밀도를 요구한다. 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징검출이 부정확하면 사용자는 각 단계를 수행한 이후 특징검출의 부정확성을 수작업으로 보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

1.1.1 피부 검출

정규화된 r-g 색차(chrominance) 색 공간 내의 사전 학습된 최대 확률 베이시안 분류기(Maximum Likelihood Bayesian

classifier)가 피부색 모델링 및 검출을 위해 사용된다. 정규화된 r-g 색공간이 선택되는 이유는 이것이 RGB 공간으로부

터 고속으로 용이하게 변환되고, Bayesian ML 분류기[23]을 이용한 피부색 모델링의 언급된 바와 같은 결과들 때문이다.

학습은 두 통계치 및 을 수집함에 의하여 수행되며, 학습 영상들(training images)의

얼굴 및 비-얼굴 영역들로부터 구한 피부 및 비-피부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계산된다. 피부 확률 영상은 입력 프레임의 각

화소들에 대하여 이러한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구성된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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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 피부 및 비-피부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것은 Bayesian 최대 확률 기준을 만족한다. 결과적으로 얻어지

는 피부 확률 영상(도 10, 도 11)이 얼굴 영역 추적에 사용된다.

1.1.2 얼굴 영역 검출

도 12는 얼굴 영역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얼굴 영역은 적절한 타원으로 검출되고 본 발명에서는 변형 가능한 타

원모델(deformable ellipse model)에 기반한 기법이 사용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타원모델은 적당한 얼굴위

치에서 초기화된다.(1200단계) 상기 얼굴위치는 피부색으로 연결된 최대 성분, 또는 가장 큰 두 개의 성분이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가질 경우에는 둘 중에 더욱 영상 중심부에 가까운 성분이 될 수 있다.

상기 초기화된 얼굴 영역에 기반하여 타원의 경계 점들(boundary points)을 타원이 안정화될 때 까지 이동시켜 타원을 초

기화 및 회전시킨다.(1210단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타원경계에 위치된 다수 개의 사각형 프루브들이 타원경계 상에서의 피부색 화소의 분산을 측정하고 모델의 변형을 제어

한다. 각 프루브의 이동(displacement)은 다음의 규칙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우선, 다음의 두 값을 계산한다.

수학식 2

여기서, Ninside는 프루브 및 타원 모두의 내부에 위치되는 피부 화소들의 개수이며, Noutside 는 프루브 내 및 타원 외부에

위치되는 피부 화소들의 개수이며, S는 프루브의 면적(probe area) 이다. 이 때, 프루브가 얼굴 내부에존재한다면 Pin 과

Pout은 큰 값을 가지고, 얼굴 외부에 존재하면 작은 값을 가진다. 타원이 얼굴 영역의 경계에 위치하게 되면 Pin은 큰 값을,

Pout은 작은 값을 보이게 된다.

만일, Pin<Tin이라면(Tin은 문턱치), 프루브는 속도 Vin 을 가지고 내부로 이동한다. 또한 Pout>Tout(Tout은 문턱치)이라면,

프루브는 속도 V out을 가지고 외부로 이동한다. 즉, 만일 프루브 내부 인접영역에 거의 피부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

루브는 얼굴 바깥에 존재하므로 현 위치에서 내부로 이동하며, 만일 프루브 내부 및 외부에 존재하는 피부 화소들의 개수

가 충분하다면, 프루브는 피부상에 존재하므로 현 위치에서 외부로 이동한다.

모델 변형의 한 단계는, 모든 프루브의 이격을 계산하고 재배치된 프루브의 중심에 타원을 재근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타원은 고정된 방향(수직 장축)을 가지도록 한정된다. 이렇게 하여 상기 안정화된 타원의 경계 사각형을 얼굴 영역으로 결

정한다.(1220단계)

도 10 및 도 11은 얼굴 영역 검출의 몇 가지 결과를 예시하는데, 여기서 작은 타원이 초기영역이며, 큰 타원이 검출된 결과

이다.

1.1.3 눈 경계 박스(eye bounding box) 검출

도 14는 눈 경계 박스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저역통과 필터링을 통해 흐린 영상(blurred image)을 생성한다.(1400단계) 원 영상에서 상기 흐린 영상을 뺀 영상을 획득

한다.(1410단계) 상기 획득된 영상의 각 화소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화소 값들의 평균치를 구하여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

고, 소정 문턱치를 이용하여 상기 새로운 영상을 이진화한다.(1420단계) 연결된 세그먼트들을 눈 후보로서 찾아낸다.

(1340단계) 형상, 크기 및 상대적 위치 기준으로 상기 후보를 평가하여 눈 경계 박스들을 결정한다.(1440단계)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의한 눈 경계 박스(eye bounding box) 및 눈동자 검출은 수 개의

스케일에서 얼굴 영상의 적색채널 내의 눈 형상(eye-shaped)과 유사한 영역의 검출 및 눈 크기의 변이(eye-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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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를 검출하는데 기반한다. 적색채널이 선택되는 이유는, 눈동자, 심지어는 밝은 눈(청색, 녹색)의 경우에 있어서

도 적색 성분은 낮은 값을 보이는 데 반해, 눈동자 및 주위 피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적색 성분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

험 결과 적색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계조영상(gray level image)에 기반한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양호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선, 원 적색채널이 전처리되어 전술된 단계에서 검출된 타원의 경계 사각형에 따르는 얼굴 부분만을 보존하고, 고정된

너비를 가지도록 스케일링된다. 적색채널 밝기값 역시 이 단계에서 최대 범위로 확장된다.

둘째로, 변이영상(variation image) 이 수학식 3을 이용하여 계산되는데, 여기서 변이영상은 각 지점이 눈에 해당될 확률

을 나타낸다.

수학식 3

여기서, p, r은 화소 위치이며, I는 전처리(pre-processing) 이후의 적색채널 영상이며, Rn,x,y는 (x,y) 지점에 중심을 둔

(x n 5) 크기를 가지는 사각형이고, Pn,r은 r에 중심을 둔 (n x n/2) 크기를 가지는 타원이며, 는 스케일링 계수이다.

변이영상은 4개의 'n' 및 의 조합을 위하여 계산되어 얼굴 검출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고, 눈 모양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5 및 도 16은 상이한 계수의 조합으로부터 구해진 결과를 참조하기 위한 것이

다. 조합은 다음과 같다.

셋째로, 문턱치에 해당하는 변이영상 내의 연결된 성분들은 형상, 크기 및 상대위치 기준을 만족하는지 테스트되어 최적으

로 정합되는 눈 경계 박스들을 획득한다. 상이한 변이영상으로부터 구해진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병합된다.

1) 최소 스케일에서부터 시작한다(전술된 바와 같은 4개의 계수 구성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

2) 만일 눈 후보가 현재 검색 영역 내에 존재한다면,

a) 만일 이전 스케일에 아무런 후보도 검출되지 않았다면, 눈들을 현재 후보로 설정하고 단계 3)으로 진행한다.

b) 만일 후보들이 이미 발견되었다면, 현재 스케일 후보들을 이전 후보들과 테스트한다. 만일 그들의 크기 및 위치가 급격

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눈들을 현재 스케일의 후보들로 갱신한다.

3) 다음 스케일(더 큰 스케일)을 선택하고 단계 2)로 진행한다.

검출 결과는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눈의 경계 박스들이다.

1.1.4 눈동자 검출

눈동자 검출은 적색채널 영상 내의 눈 경계박스 내부에서 눈동자를 검출한다. 도 18은 상기 눈동자의 중심 및 반경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상기 눈 경계 박스 내의 적색 채널 영상의 최대 밝기 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개수를 문턱치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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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하이라이트의 존재를 평가한다.(1800단계) 하이라이트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장 어두운 화소들의 질량 중심

점을 눈동자 중심으로 초기화한다.(1820단계) 하이라이트가 존재할 경우, 하이라이트 주위의 고대비 영역(high contrast

region)의 중심점을 눈동자 중심으로 초기화한다.(1810단계)

눈동자 중심에 위치된 초기 원을 확장하고 원 상의 화소들의 경사도(gradient)의 크기를 측정한다.(1830단계) 상기 초기

눈동자 중심 주위의 인접 화소들에 대하여 측정 작업을 반복한다.(1840단계) 최대 측정치를 가지는 눈동자 중심 및 눈동자

반경의 위치를 최종 결과로서 선택한다.(1850단계)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눈동자 중심이 대략적으로 예측된 후, 눈동자 반경 검출 단계에서 정밀하게 정제된다.

눈동자 중심 예측 단계에서, 만일 눈 경계 박스 내에 아무 하이라이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동자 중심은 가장 어두운 화

소의 질량 중심으로서 초기화된다. 반면에, 하이라이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눈동자 중심은 하이라이트 주위의 고대비 영

역의 중심으로서 초기화된다. 눈 중심 검출은 전술된 단계에서 사전-처리된 적색채널 영상에서 수행되는데, 다음의 단계

들을 거친다.

1) 3x3 중간값 필터(median filter)를 이용하여 눈 영역을 필터링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2) 눈 경계 박스 내의 최대 휘도치(maximum brightness value)를 가지는 화소의 개수를 소정 문턱치와 비교함으로써 하

이라이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3) 눈동자 중심을 검출한다(눈에 하이라이트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상이한 방법이 사용된다).

a) 눈동자 내에 강한 하이라이트가 발견되면, 눈 경계 박스의 중심 영역은 템플릿 정합 방법을 이용하여 스캐닝된다. 고정

반경을 가지는 원형 템플릿이 검색 영역 내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각 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목록이 점검되어 눈동

자 중심을 검출한다.

i) 검색 윈도우 내부의 국지적 최소값(dLocalMinVal)은 검색 윈도우 내부의 국지적 최대값(dLocalMaxVal)과 너무 비슷

하면 안된다(어두운 화소들 및 하이라이트 모두 검색윈도우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실시함).

ii) dLocalMinVal 은 충분히 어두워야 한다.

iii) dLocalMaxVal 은 충분히 밝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는 모든 지점은 평균화되어 원하는 눈 중심을 결정한다.

4) 강한 하이라이트가 발견되지 않을 때:

a) 5x5 최소 함수(minimum function)가 눈 영역에 적용되어 약한 하이라이트(weak highlight)를 제거한다.

b) 눈 영역은 수학식 4와 함께 콘볼류션(convolution)된다.

수학식 4

그러므로 콘볼루션이 수행되는 동안에 처리된 블록의 중심 부분에는 큰 가중치가 할당되는데, 경계 부분에는 음수의 가중

치가 할당된다. 파라미터 c는 양의 가중치가 할당된 영역의 반경을 제어한다.

c) 가장 어두운 점(소정 문턱치와 비교되어)들이 평균화되어 눈 중심을 검출한다.

이제 눈동자 중심 (xc, yc)가 초기화되고 다음의 단계를 거쳐 눈동자 중심 주위의 각 화소 위치(x, y)에 대하여 정밀하게

보정된 눈동자 중심을 찾는다(눈동자 반경 R 역시 이 과정에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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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c, yc) 근방의 모든 (x, y)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을 수행한다.

a) R=MinR 내지 R=MaxR 에 대하여

i) 중심(x, y)에 위치되고 반경 R-l을 가지는 원의 좌경계(left boundary) 및 우경계에 위치되는 화소들의 강도의 합을 계

산한다. 상단 부분 및 하단 부분은 눈꺼풀에 의하여 가려지기 쉬우므로 사용되지 않는다. ii) 중심(x, y)에 위치되고 반경 R

을 가지는 원의 좌경계 및 우경계에 위치되는 화소들의 강도의 합을 계산한다. iii) 두 합의 차(D(R, x, y))를 계산한다.

b) D(R, x, y)의 최대값을 선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R을 Rmax(x, y)로서 기록한다.

2) 모든 (x, y) 가운데 D(Rmax(x, y), x, y)의 최대값을 선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x, y)를 눈동자 중심으로, Rmax(x, y)를

눈동자 반경으로 선택한다. 도 19는 눈동자 검출의 몇 가지 결과를 나타낸다.

1.1.5 얼굴 영상 정규화(Face image normalization)

눈동자 검출이 수행된 후, 얼굴 영상은 눈동자 중심 간의 선분이 엄격히 수평이 되도록 회전된다. 얼굴경계 박스 역시 얼굴

크기 및 두 눈동자 중심 간의 거리 간 비율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조절된다. 그러면 입력 영상은 절단되어

(cropped) 얼굴 영역 만을 포함하게 되며, 갱신된 얼굴경계 박스에 따라 특정 너비를 가지도록 스케일링된다.

1.1.6 눈 외곽선 검출

눈 외곽선은 상부 눈 외곽선 및 하부 눈 외곽선 각각을 위한 두 개의 다항식 곡선에 의하여 근사화된다. 도 20은 눈 외곽선

검출에서 근사화를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눈동자 중심 및 반경에 따라 검색 영역을 미리 결정한다.(2000단계) 상기 검

색 영역 내부의 적색채널 영상 내의 수직 위치의 각 수평 스캔 라인에 대하여, 국지적 최소값 또는 휘도가 급격히 변하는

화소들로서 좌측 및 우측 눈꺼풀 점을 선택한다.(2010단계) 잔류하는 점들 중에서, 가장 좌측 및 우측에 위치된 점을 눈 코

너(eye corner)로 선택한다.(2020단계) 상기 눈 코너들을 연결하는 선분 상에 있는 점들을 이용하여 최소제곱 방법을 이

용하여 상부 눈 외곽선 곡선을 추정한다.(2030단계) 검출된 눈 코너들 및 눈동자의 하부 점을 이용하여 하부 눈 외곽선 곡

선을 추정한다.(2040단계)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눈의 외곽선 모델은 두 개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상부 눈꺼풀(x 및 y 모두에 대해 3

차식) 및 하부 눈꺼풀(x 및 y 모두에 대해 2차식)을 위한 다항식들이다. 눈동자 중심 및 반경이 예측된 이후에, 상부 눈꺼

풀이 저강도 화소들(low intensity pixels)의 영역(눈의 흰자위 및 피부 간의 경계)으로 근사된다. 하부 눈꺼풀은 더 이상

검출될 필요가 없고 직접적으로 눈동자의 하부 점 및 눈 코너로써 근사화된다.

우선, 상부 눈꺼풀을 검출하기 이전에, 적색채널 눈 영상이 중간값 필터링되고 가우시안 평탄화(Gaussian smoothed)되어

잡음 수준을 억제한다. 눈꺼풀 점들을 위한 검색 영역 역시 눈동자 중심 및 반경에 따라 사전 정의된다

둘째로, 상부 눈꺼풀 점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1) 검색 영역 내의 각 수직 지점에 대하여,

2) 만일 현재 수직 지점에서 눈동자가 피부로 덮여 있다면(이 선분에서의 평균 강도가 문턱치보다 크다면), 단계 1로 진행

되어 다음 수직 지점에 대해 다시 테스트를 수행한다.

3) 좌측 눈동자 경계로부터 좌측 눈 경계 박스 경계까지, 현재 선분 내의 화소 강도를 스캔하여 국지적 최소값 또는 휘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영역(도 21 참조)을 찾아낸다. 이 지점들이 상부 눈꺼풀의 좌측 위치에 상응한다.

4) 우측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리를 행한다. 즉, 우측 눈동자 경계로부터 우측 눈 경계 박스 경계까지, 현재 선분 내의 화소

강도를 스캔하여 국지적 최소값 또는 휘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영역(도 21 참조)을 찾아낸다. 이 지점들이 상부 눈꺼풀의

우측 위치에 상응한다.

설명된 바와 같은 알고리즘은 상부 눈꺼풀 상에 위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들의 집합을 제공한다. 오류에 의하여 검출되

는 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이 눈 경계 박스의 좌측 및 우측 절반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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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ugh 변환(Hough transform)을 이용하여 점들을 선분으로 근사화한다. 2) 바람직한 방향을 가지며 자신에 근접하는

점들의 수가 최대가 되는 선분을 선택한다. 3) 예측된 선분으로부터 너무 이격된 점들을 제거한다.

남는 점들 중에서, 좌측 말단 및 우측 말단에 위치되는 점들이 눈 코너로 선택되고, 눈 코너를 연결하는 선분 상에 위치되

는 점들은 상부 눈꺼풀 곡선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도 22 참조).

1.1.7 눈썹 검출

수직 눈썹 위치는 이마 영역(forehead area)의 화소(H(y))를 수학식2.3에 의해 정의되는 인티그랄 투영(normalized

horizontal integral projection)한 결과 중의 최소값을 출력하는 위치로 추정된다. (도 23 참조)

수학식 5

여기서 Face(y)는 (x, y)가 얼굴 타원 내에 존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집합, Wdt(y)는 y 지점에서의 얼굴 타원의 너

비, gray(x, y)는 영상 위치(x, y)에서의 계조값(gray value)의 강도이다.

만일 발견된 수직 눈썹 위치가 눈으로부터 너무 멀리 이격되어 있다면, 이것은 얼굴 크기 및 눈동자 중심 위치에 따라 소정

값으로 설정된다. 그러면, 눈썹의 경계 박스도 눈썹 위치에 대한 통계적 정보로부터 결정된다(도 24 참조).

그 후, 3차 다항식이 근사화되어 눈썹을 표시한다. 우선, 눈썹 사각형 내의 각 수직 세그먼트를 따라, 계조값이 소정의 값보

다 큰 지점들을 눈썹 점으로서 수집한다. 그러면 눈썹 곡선이 이 평균지점들을 이용하여 계산된다(도 25 참조).

1.1.8 입술 외곽선 검출

상기 입술 외곽선 검출은 상부 및 하부 입술 검출로 이루어진다. 도 26은 상부 및 하부 입술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

다.

상기 상부 및 하부 입술검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입 사각형을 초기화한다.(2600단계) 비-피부

색 화소들의 모멘트(moment)를 분석함으로써 초기 사각형을 더 정밀한 경계박스로 축소시킨다.(2610단계) 입술 함수 영

상을 구성하여, 정제된(refined) 경계 박스 내의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가 입술 또는 피부에 속할 확률을 측정한다.(2620

단계) 높은 입술 함수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2차 중심 모멘트(central moments)를 측정함으로써 타원을 가지고 입술 외곽

선을 초기화한다.92630단계) 외력 및 내력에 의하여 입술 외곽선을 동적으로 이동시킨다.(2640단계) 상기 이동 결과 점들

에 다항식을 근사시켜 곡선 표현식을 생성한다.(2650단계)

상기 외력은, 입술과 피부의 경계 지점으로 경계점을 이동하도록 하는 힘이고, 상기 내력은 내부형상력 및 내부평탄력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내부 형상력(internal shape force)은 외곽선 형상을 타원에 가깝도록 하는 힘이고, 상기 내부 평탄력

(internal smooth force)은 상기 경계 외부로 너무 벗어나는 단일점들을 억제하는 힘을 포함하는 소정의 인자에 의하여 결

정된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입술 외곽선 검출의 최초 단계는 적당히 정확한 경계 사각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다

음 단계들을 통하여 수행된다. 1) 사람에 고유한 피부색 히스토그램이 피부 검출 단계에서 생성된다. 2) 원하는 입 위치에

중심을 둔 사각형으로서 초기 경계 사각형이 설정된다. 3) 현재 사각형 내부의 사람에 고유한 피부색 히스토그램 값 중 낮

은 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질량 중심(mass center) 및 2차 모멘트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입술 박스를 정밀하게 보정한

다.(도 27 참조)

정밀 수정 작업은 수 차례 반복되는데(예를 들어 약 6번 반복), 일반적으로 적당한 정밀도의 입술 경계 박스 계산에는 충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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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서, 입술 함수 영상(lip function image)을 생성하여 화소 색이 입술 또는 피부색에 속할 확률을 측정한다. 위

의 두 색 범주들은 모두 2차원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하여 (r=R/G, b=B/G) 공간 내에서 표현된다. 입술 경계 박스

내의 피부 히스토그램의 적은 값들이 입술 색 범주(color class)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두 범주의 색들이 계산된 이후에,

입술 함수 영상이 수학식 6을 이용하여 구성된다.

수학식 6

여기서 은 화소위치 (x, y)에서의 입술색 범주의 확률 밀도값이고, 은 피부색을

위한 확률밀도 값이며, 은 두 개의 계수들이다. 그러므로, 은 입술 범주에 속하는 화소의 확률

및 피부 범주에 속하는 화소의 확률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3번째 단계는 높은 입술 함수 값들을 가진 화소들의 2차 중심 모멘트를 계산함으로써 타원을 이용한 입술 외곽선 근사화

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4단계에서 입술함수 영상 상에 반복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밀한 입술 외곽선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입술

외곽선은 타원 경계 상에 동일한 간격으로 이격된 각도를 가지고 샘플링된 점들을 포함하는 폐곡선 다각형으로서 초기화

될 수 있다(입술 함수 영상 및 초기화된 입술 외곽선 점들에 대해서는 도 28을 참조한다). 각 반복 단계에서, 외곽선 점 pi

은 단순 규칙의 집합에 따라서 이동된다. 이동을 결정하는 힘의 방향은 본 실시예에서는 vc이고(도 29 참조), 그 크기 Fi는

수학식 7과 같이 세 개의 힘들의 합산으로써 결정된다.

수학식 7

여기서,

이고,

이며(vsum = vp + vn),

을 만족한다.

또한, pi-1, pi, pi+1은 세 개의 시계 방향으로 연속적인 외곽선 점들이다. 모든 k*는 양의 소정 계수이다. 특별한 경우는

ksm의 경우인데, 이것은 외곽선 점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에 따라 상이하다(다른 계수들은 상수이다).

사실은, 상기 알고리즘이 코너에도 정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원 제한(elliptical constraint)으로서, 후술됨)

은 입술 코너점들에 대해서는 Fi에 덜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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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경우 ksm는 사전 반복 단계에서 발견된 타원 코너들 근처의 점들에 대해서는 더 작은 값을 가진다. 입술 외곽

선의 더 낮은 부분은 상부 부분에 비하여 더 평탄하며, 이것 또한 ksm 계산에 적용된다.

여기서, f는 이 지점(pi)에서의 입술 함수 영상 내의 값이고, T는 소정 문턱치이고, vp, vn은 현재 지점 pi로부터 이전 및 후

속 외곽선 점들로 향하는 벡터들이며(도 29 참조), vc는 타원 중심으로부터 pi로 향한 정규화된 방향이고, 는 vp를

시계방향으로 만큼 회전시켜서 생성된다.

요약하면, 는 외곽선의 생장 또는 축소를 제어하여 pi에서의 실제 데이터와 합치되도록 하는 힘이다.

는 외곽선의 형상이 타원과 유사하게 되도록 힘을 가한다. 이러한 힘이 광역 외곽선 형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

기 위하여, vn 및 vp가 다음(이전) 점들 수 개의 평균으로부터 취해진다.

는 한 점도 과도하게 외부에 위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곽선의 평탄도를 제어한다.

상기 알고리즘은 대략 30회 반복된 후 종결된다. 입술 외곽선 갱신의 한 단계가 도 30에 나타난다. 이 이후, 다항식(상부

및 하부 입술 모두 4차)이 반복 결과점들을 근사하여 곡선 표현식을 생성한다.

1.1.9 코 외곽선 검출

코 외곽선 검출단계는 코 측면 검출을 포함한다. 도 31은 코 외곽선 검출 단계에서의 코 측면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

다. 상기 코 측면검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소정 검색 영역 내의 에지 영상(edge image) 상에서 소정 형상의

템플릿(template)을 정합한다.(3100단계) 큰 정합치를 가지는 검출된 후보들 중에서 대칭 조건을 만족하는 쌍을 선택하여

코 익면 위치(wing position)로서 결정한다.(3110단계) 각 코 측면을 다항식 곡선에 의하여 표현하되, 상기 곡선은 검출된

코 익면 템플릿 및 소정 계수로써 코 익면 및 눈 코너 간에 보간된(interpolated) 3점에 합치된다.(3120단계)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영상 조건 및 조명 조건에 무관하게 범용으로 코 검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다.

그러나 정면에서 조명이 비추고 영상의 샤프니스(sharpness)가 양호할 경우, 이러한 과정은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코 영역이 큰 식별 가능한 에지 패턴(edge pattern)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사진이 흐리거나 조

명이 방향성이 없는 경우) 코 에지 영역이 잡음이 많고 패턴들을 식별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방향을 가진 에지지도

(directional edge-map) 템플릿을 이용하여 코 측면을 검출하면 상이한 범주의 영상에도 양호한 견실성을 제공한다. 이러

한 알고리즘은 다음 단계들을 수행하여 구현될 수 있다.

1) 코 영역 영상(수평으로 눈동자 중심 사이, 수직으로 눈 하단부로부터 입 경계 박스의 상단부까지)은 절단되고(cropped)

고정 해상도로 스케일링된다. 2) 중간값 필터가 적용되어 잡음 제거 및 에지 정보 보호를 동시에 행한다. 3) 에지 경사도

(edge gradient) 영상이 프리위트 에지 검출기(Prewitt edge detector)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4) 코 익면(nose wing)의

방향 템플릿(directional template)들이 코 영역에 정합되어 코 측면을 검출한다.

코 익면 템플릿은 고정된 크기의 전형적인 코 측면 형상을 표현한다(도 32 참조). 정합 적합도는 코 익면 템플릿에 속하는

화소들의 에지 크기(edge magnitudes)의 합산으로서 측정되는데, 합산시 템플릿 접선 방향과 에지 방향(edge direction)

의 코사인의 절대값으로 가중치 합을 구한다(같은 방향일 때 최대의 가중치를 부여). 최대 10%의 정합 적합도 위치들로 코

후보들을 형성하고 후보 집합의 쌍들(좌측 및 우측 익면 후보들)이 서로에 대해서 테스트되어 가장 바람직한 코 위치를 결

정한다(도 33 참조). 이 때, 3가지 조건들이 테스트된다.

첫째, 중첩 조건(Overlapping condition) : 유사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둘째, 분리 조건(Separate condition) : x 방향에서

너무 근접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x 방향으로의 대칭성 : x 방향으로부터 얼굴 중심까지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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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4차 다항식이 검출된 템플릿들 및 눈 사각형 사이에 소정의 위치에 놓인 몇 개의 점들로 합치된다

(도 34 참조).

전술된 바와 같은 방법은 화질 및 조명 조건이 현격히 다른 영상들로부터 매우 양호한 견실성 및 정밀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검출의 실시예는 도 35에 도시된다.

1.1.10 턱 및 볼 외곽선 검출

도 36은 턱 및 볼 외곽선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턱 및 볼 외곽선 검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적색 채널 영상 상의 경사도 벡터장(gradient vector field)을 계산한다.(3600단계) 턱 하부점에서 연결되는 2개의

다항식 곡선으로 구성된 얼굴 영역 내에 초기 외곽선 템플릿을 위치시킨다.(3610단계) 곡선의 접선 방향을 가진 강한 에지

(strong edges)를 만날 때까지 턱 및 볼 외곽선을 외부로 확장한다.(3620단계) 상기 턱 및 볼 외곽선이 중요 밝기 밸리

(significant brightness valleys)에 도달하면 상기 턱 및 볼 외곽선 확장을 중지한다.(3630단계)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턱 및 볼 외곽선은 서로 바닥점에서 연결되어 연속된 곡선을 형성하는 2개의 4차 다항식으로

표현된다. 또한 그들은 상부 말단부에서 고정된 Y 좌표를 가진다. 이 곡선은 다수 개의 "섹션들"로 분할된다(도 37 참조).

검출 과정은 다음의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1) 에지 영상 및 턱 곡선이 다음과 같이 초기화된다.

a) 수평 및 수직 에지 이미지들이 다음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i) 원 적색채널 영상이 OPTIMAL_FACE_WIDTH에 맞도록 스케일링되고, 가우시안 평탄화(Gaussian smoothing)를 거

친 후, 중간값 필터를 거친다. ii) 소벨 에지 검출기(Sobel edge detector)를 적용한다.

b) 하단점(bottom point), 좌상단점(left upper point) 및 우상단점(right upper point)의 세 개의 점들로부터 좌측 및 우측

곡선들은 동일한 대칭 형상으로 초기화된다. 이러한 세 개의 점들은 검출된 눈 및 입술 위치에 대한 기존 지식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2) 곡선은 반복 과정을 거쳐 정밀하게 보정된다. 매 반복 단계마다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각 섹션 i에 대하여(1 내지 N까지, 여기서 N은 총 섹션 수)

i) 정합 적합도는 0으로 설정된다. ii) 섹션 i 내의 각 샘플링 점(x, y)에 대하여: 만일 (x, y)에서의 곡선 접선 및 영상 에지

방향 간의 각도가 60도보다 작고 (x, y)에서의 에지 크기가 소정 문턱치보다 작지 않다면, 정합 적합도를 증가시킨다. iii)

만일, 정합 적합도가 주어진 또다른 문턱치보다 작다면, 곡선 섹션이 곡선 법선 벡터(curve normal vector)를 따라 "외부

로(outwards)"로 이동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섹션은 "내부로(inwards)" 약간 이동된다.

b) 곡선을 모든 섹션들에 재근사시킨다.

이것은 곡선 섹션들이 큰 휘도의 에지를 만날 때까지 곡선의 접선 방향과 나란하게 외부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턱

합치 과정의 중간 단계에 대해서 도 38 참조). 그러나, 곡선의 하부의 섹션들도 그들이 매우 큰 휘도 밸리(brightness

valleys)에 도달할 때에는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부 턱 영역에서 에지는 일반적으로 매우 약하

기(weak)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정 규칙을 하부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c) 하부 곡선 부분 i의 각 섹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i) 정합 적합도는 0으로 설정된다. ii) 섹션 i의 화소 (x, y)

의 평균 밝기를 계산한다(CurBrt(i)). iii) 이 섹션을 곡선의 법선과 나란하게 외부로 이동시키고 다시 평균 휘도값을 계산

한다(MovedBrt(i)). iv) 만일 MovedBrt(i) < CurBrt(i) 이라면, 이 섹션은 "외부"로 이동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내부

"로 조금 이동되어 음영 영역(shadow area) 내에 존재하도록 한다.

정면 영상의 모든 검출된 특징들이 도 39에 표시된다. 알고리즘은 상이한 종류의 영상 및 조명 조건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동작하며 견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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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측면 영상(profile image)으로부터 얼굴 특징 추출

도 40은 상기 측면얼굴 특징 검출부(650)는 측면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측면얼굴 영역검출부(4000), 측면 곡선(profile

curve)을 검출하는 측면 곡선검출부(4020), 기준점(fiducial points)을 검출하는 기준점검출부(4040) 및 귀 외곽선을 검

출하는 귀외곽선검출부(40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측면얼굴 영역 검출부(4000)는 화소들을 피부 및 비-피부 화소들로 분류하고, 최대 피부색의 연결 성분을 측면얼굴

영역으로 선택한다.

상기 측면 곡선 검출부(4020)는 정면 영상으로부터 유추된 특정된 경계 박스(user-specified bounding box) 내의 최우측

얼굴 영역의 경계 외곽선을 측면 곡선으로 검출한다.

상기 귀 외곽선 검출부(4060)는 곡선 템플릿을 측면 영상과 정합하여 귀 위치를 초기화한 후, 초기화된 귀 템플릿을 외곽

선 추적 알고리즘(contour following algorithm)으로 변형시켜 정확한 귀 경계를 찾아낸다.

도 41은 측면얼굴 특징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측면특징 검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측면

얼굴 영역의 검출한다.(4100단계) 측면 곡선(profile curve)의 검출한다.(4110단계) 그리고 나서 측면 기준점을 검출한

다.(4120단계) 특징점(fiducial points)의 검출(이마, 코, 입술, 턱, 목 등)을 통해 측면 곡선은 그들에 의하여 세그먼트화되

는 의미있는 섹션들로 분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귀 외곽선을 검출한다.(4130단계)

이러한 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후속 단계들은 선행 단계의 결과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중간 결과가 후속 처리 과정에서 오

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본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 더 많은 영상 정보를 가지고 오류를 정정

한다.

현재, 측면특징 검출을 위하여 사용자 상호작용이 다소 요구된다. 우선, 사용자는 얼굴이 충분히 크지 않고 배경이 복잡하

여 피부색의 물체를 포함하고 있다면 얼굴경계 사각형을 원 영상 내에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

는 아니다.

거의 모든 테스트 영상에서 얼굴 영역은 완전 자동으로 검출될 수 있다. 둘째로, 얼굴 상단, 얼굴 배면, 눈 점들 및 입술 점

들은 통계적 지식에 의하여 초기 위치가 설정되고, 사용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보정이 요구될 수 있다.

1.2.1 얼굴 영역의 검출

얼굴 영역 검출은 화소들을 피부 및 피-피부 화소들로 분류한다. 그리고 나서 최대 피부색의 연결성분으로서 상기 얼굴 영

역을 선택한다. 가장 큰 두 개의 성분들이 유사한 크기를 가졌을 경우, 영상 중심에 더 가까운 것을 상기 얼굴 영역으로 선

택하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정면 영상 처리와 유사하게, 여기서도 우리는 정규화된 r-g 색공간 및 학습된 피부색 모델을

사용하여 피부 및 비-피부 화소들을 판단한다. 피부색의 가장 큰 연결 성분 또는 가장 큰 두 개의 성분들이 유사한 크기를

가질 경우에 좀더 영상 중심에 가까운 성분을 얼굴 영역으로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코 영역이 얼굴 영역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도 42 참조). 우리는 이러한 실패 상황을 인접한 피부색

연결 성분들을 검토함으로써 검출할 수 있다. 코 및 얼굴 영역들은 서로 병합되어 하나의 연결된 성분을 구성한다. 다른 두

개의 실패 상황들은 조명이 너무 강할 경우(도 43 참조)와, 또한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턱수염이 있을 경우에 턱 영역을 완

전하게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도 44 참조). 첫 번째 실패는 코 끝(nose tip)이 검출된 후 코 브리지 추적(nose bridge

tracking)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다. 두 번째 실패는 턱 및 목 점들이 검출된 이후에 판단될 수 있다. 더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특징점 검출을 참조한다.

피부 검출이 실패된 것으로 식별된 후, 우리는 피라미드에 기반한 영역 세그멘트화 알고리즘(pyramid-based area

segmentation algorithm)에 의존하여 얼굴 영역을 검출한다. 이러한 세그멘트화 알고리즘의 입력 영상은 원 영상의 HSV

내의 한 채널이다. 이 채널은 코 브리지 근처에서 피부를 배경과 구분하는 성능에 기반하여 선택된다.

2.2.2 측면 곡선(profile curve)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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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영상으로부터 유추된 특정된 경계박스(user-specified bounding box) 내의 최우측 얼굴 영역의 경계 왹곽선을 측면

곡선으로 검출한다.

얼굴 영역이 피부검출을 통하여 검출되면, 측면 곡선이 얼굴의 사용자에 의하여 특정된 경계박스 내의 최우측 얼굴 영역

화소로서 검출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력은 피부검출의 2진 결과(1은 화소가 피부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0은 반대이다), 및 검출된 얼굴 영역(연결된

성분)이다. 2) 사용자는 수동으로 얼굴 경계 박스를 지정한다(거의 모든 경우 필요치 않다). 3) 측면 외곽선의 대략적 근사

치를 찾는다. 본 알고리즘은 "측면 함수(profile function)" x=x(y)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y는 수직 방향으로 변화하고, x

는 얼굴 경계 박스 내의 y 행 내의 외곽선의 x좌표에 대응된다. 이 행 내에 피부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x(y)는 0으로

설정된다. 4) 측면함수는 1차원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하여 평탄화되어 무작위 잡음(random noise)을 제거한다(측면 함수

의 일 예를 보려면 도 45를 참조).

본 영상은 절단되어 측면함수만을 포함하고, 후속되는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정된 높이로 스케일링된다.

2.2.3 특징점의 검출

측면 곡선의 중심점은 측면 함수의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검출된다.

1) 코 끝(nose tip)은 측면함수의 전역 최대값이다.

코 끝이 검출된 이후, 우리는 코 브리지의 일부를 직선선분으로서 근사하는데, 이 때 코 끝보다 상부의 강한 에지 화소들을

이용한다. 그리고 코 브리지를 따라서 피부를 배경과 분리하는 작업이 원 영상의 HSV 내의 상이한 채널에 대해서 검토된

다. 더 나아가, 만일 코 브리지 선분이 측면 곡선과 너무 이격된다면, 피부검출의 제1실패 사례로서 인식되고, 본 알고리즘

은 영역 세그멘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되돌아간다.

2) 이마 상부 점(upper point of forehead)(앞으로는 "이마 상단(forehead top)"으로 불린다)이 최상단 피부화소다.

3) 측면 함수 x=x(y)의 상부(이마 상단부터 코 끝까지)를 7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근사화한다(도 46 참조). 그러면, 다항식

에 대해서 하단부터 상단까지 스캔하여 다항식의 제1미분치가 고정된 문턱치보다 작은 지점을 찾는다. 이 점이 코 브리지

상단(nose bridge top)이다.

4) 부분별 선형 근사화(piecewise linear approximation)를 측면 함수의 하부(코 끝보다 낮은 부분)에 수행한다.

a) 선분 세그먼트의 방향이 함수의 최초 3개의 점들로부터 계산된다. b) 연속적인 점으로부터 현재 세그먼트까지의 거리

를 계산한다. c) 만일 계산된 거리가 너무 크다면(고정된 문턱치보다 크다면), 새로운 세그먼트를 시작하고 단계 (a)로 진

행한다. d) 단계 (a)로 진행한다.

5) 어떤 선결정된 영역 내에서, 선분 세그먼트들의 교차점들 중에서, 인접 세그먼트들 간의 각도가 매우 큰(약 90도) 점을

찾는다. 이 점이 "하부 코 점(under nose point)"이다(역시 도 46 참조).

6) "하부 코 점"보다 낮은 점들에 대하여, 우리는 적응형 직선 근사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 선분 세그먼트들을 가지고 측

면 함수를 근사화한다. 이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턱 및 목 점들은 적응형 폴리라인 합치 알고리즘 결과들로부터 검출된다(도 47에 표시된 3 점들을 보라). 만일 턱이 코 끝

과 너무 가깝다면 우리는 피부검출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고(전술된 두 번째 경우), 본 알고리즘은 다시 돌아가 얼굴 영역

을 재검출한다.

7) 상부 및 하부 입술 중심점들은 신뢰성 있게 찾기가 매우 힘든데, 특히 영상 촬영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균적인 얼굴 크기(overall face size)로부터 판단하여 중심점의 합리적인 근사화를 제공

한다(도 48 참조). 도면에서의 몇몇 세그먼트들은 후술된다.

a) l은 "하부 코 점"으로부터 목 시작 지점까지의 수직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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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0.225*l

c) b=0.125*l

d) c=0.125*l

중심점이 발견된 후, 그들 간의 측면 곡선 세그먼트들이 다항식을 이용하여 근사화된다. 얼굴의 배면 및 상단면은, 눈과 더

불어 검출되지 않고 인간 얼굴의 합리적인 비율로부터 예측된다. 이런 모든 특징들의 결과들이 도 49에 도시되어 있다.

1.2.4 귀 외곽선 검출

도 50은 귀 외곽선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귀 외곽선 검출을 위해서는, 먼저 곡선 템플릿을 측면 영상과 정합하여

귀 위치를 초기화한다.(5000단계) 그리고 나서 상기 초기화된 귀 템플릿을 외곽선 추적 알고리즘으로 변형시켜 정확한 귀

경계를 찾아낸다.(5020단계)

도 51은 상기 귀 초기화를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51을 참조하여 귀초기화를 설명한다.

귀 템플릿의 변환 벡터(translation vector)를 결정하며, 원 영상을 회전시켜 코 브리지 상단으로부터 턱점까지의 선분이

엄격히 수직이 되도록 하고, 상기 선분 세그먼트의 길이가 소정치가 되도록 스케일링한다.(5100단계) 귀를 위한 검색 영역

을 정의한다.(5110단계) 검색 영역 내의 얼굴 영역과 머리카락 영역 경계를 곡선 템플릿과 정합하여, 2개의 곡선으로부터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세그먼트를 찾아낸다.(5120단계) 만일 정합된 세그먼트의 길이가 소정 문턱치보다 작을 경우, 에지

검출기(edge detector)로써 검출한 에지와 귀 템플릿을 정합하여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세그먼트를 검출한다.(5130단계)

템플릿 세그먼트로부터 정합된 영상 점들로의 변환벡터를 최소 자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한다.(5140단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귀 검출은 크게 보아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곡선 템플릿(도 52)을 색 또는

에지 정보와 정합하고, 그 템플릿을 변형하여 국지적 영상정보와 합치되도록 한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귀 초기화 단계에서, 우리는 우선 원 영상의 방향 및 스케일을 정규화한다. 코 브리지 상단 및 턱 점의 2개의 기준 점

(calibration points)이 선택되어 정규화를 수행한다. 원 영상은 회전되어 이 두 점들을 연결하는 세그먼트가 수직이도록

만들고, 그 이후에 스케일링되어 그들 간의 거리가 고정된 값을 갖도록 한다. priori 사각형이 귀를 위한 검색 영역으로서

정규화된 영상 내에 배치된다. 정규화된 영상, 보정 점 및 검색 영역을 위하여 도 53을 참조한다.

이제 우리는 귀 템플릿을 바람직한 초기화 위치에 배치하기 위한 변환 벡터(translation vector)를 발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피부 검출 결과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피부 영역의 경계는 일부 지점에 있어서 귀 경계와 일치된다(몇 가지 예를

보려면 도 54 참조). 우리는 곡선 경사도 정보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템플릿 및 피부영역 경계 사이에서 단순한 곡선 정합

알고리즘(curve matching algorithm)을 수행하여 이러한 2개의 곡선들 상의 세그먼트들 중 잘 정합되는 세그먼트들을 발

견한다. 그러면, 변환 벡터가 최소 자승 방법을 이용하여 정합된 세그먼트들과 함께 예측된다. 도 55을 참조하여 색 정보를

이용한 귀 초기화 결과들을 살펴본다. 피부영역 경계 내의 템플릿과 정합되는 세그먼트는 도면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다.

어떤 경우에는, 피부영역 경계가 귀 경계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일반적으로 머리길이가 너무 짧거나, 조명이 너무 강한

경우인데, 예시를 위해서 도 56을 참조한다). 우리의 알고리즘은 정합된 세그먼트들의 측정된 길이 및 검색 영역 내의 변환

된 귀 템플릿의 위치를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이러한 실패들을 곡선 정합 단계에서 검출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 에지 정

보를 이용하여 귀를 초기화할 수 있다.

우선, Nevatia-Babu 에지 검출기[29]가 사용되어 계조 영상으로부터의 에지정보를 추출하는데 쓰인다. 긴 에지 세그먼

트들은 테스트되어 그중 최적의 하나만이 정확히 귀 템플릿과 정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얼굴 영역 정보를 이용

하는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곡선 정합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다음과 같은 상대적 인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정합에 대한 평

가에 사용된다. 즉, 상기 상대적 인자들은 에지 세그먼트 내의 정합된 길이 및 세그먼트에 기반한, 검색 영역 내의 귀 템플

릿의 위치이다.

실험에서, 얼굴 영역에 기반한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에지에 기반한 귀 초기화가 더 견실하나, 귀 경계 상의 초기 세그먼트

들을 검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얼굴 영역에 기반한 방법에 대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만

사용되고, 전체 알고리즘의 견실성을 향상시킨다. 에지에 기반한 귀 초기화의 예시도 도 53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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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는 귀 경계와 정합되도록 변환된 템플릿을 변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초기화 단계에서 몇 개의 귀 경계 점들을

획득하였으므로(얼굴 영역 경계 또는 Nevatia-Babu 에지로부터의 세그먼트), 우리는 단순한 외곽선 추적 기법(contour

following scheme)을 적용하여 템플릿을 귀에 합치시킨다. 상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영상 귀 경계와 정합된 귀 템플릿상의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점을 Contn 으로서 저장하는데, 여기서 Cont 는 귀

템플릿(샘플링 된 2차원 점 리스트(point list))이고 n은 이 목록 내의 점의 인덱스이다.

2)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점을 찾는다: Contn 및 Contnext 간의 어떤 템플릿 점들은 점 집합

에 최소 자승치 방법으로 합치된 선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다; next 는 최소한 n+5 이어야한다;

만일 next 가 템플릿의 끝 점에 도달하면 외곽선 추적이 종결된다

3) Contn 에 중심을 두고, Contn 이후의 세그먼트들을 회전시켜, Cont n 부터 Contnext 까지의 세그먼트를 영상 에지 정보

와 정합시켜 최대 정합치를 제공하는 "최적" 각도를 구한다; 만일 그 각도 범위에서 정확한 정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본

알고리즘은 오류 보고를 하고 종결한다.

4) 발견된 최적 각도를 이용하여 Contn 이후에 모든 템플릿 점들을 회전하고, n=next 로 설정하고 단계 1로 진행한다.

세그먼트 및 영상 간의 정합 평가는 두 종류의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계산된다. 정보 중 하나는 국지적 에지 강도(edge

strength)로서, 세그먼트에 따른 강도차(intensity difference)의 합산으로 계산된다; 다른 정보는 세그먼트 유사성

(segment similarity)으로서, 특정 세그먼트 화소들의 강도값들의 합산이 이전 세그먼트에 대하여 계산된 값들과 너무 차

이가 많이 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인자에 따라 판단할 때 만일 평가치가 너무 "열악하면", 우리는 이 정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외곽선 추적 알고리즘은 귀 상단과 하단부터 두 번 실행된다. 본 알고리즘이 오류 보고와 함께 종결되면, 초기화 결

과가 직접적으로 사용된다(이것은 일반적으로 귀가 머리카락에 의하여 가려지기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는 도 57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귀 하단을 위해서는, 템플릿 길이가 귀 경계와 정합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템플릿의 "꼬리(tail)"를 긴

세그먼트로 교체한다. 귀의 실질 하단 위치는 정합된 템플릿을 따라서 에지 강도를 연구해 봄으로써 구해진다. 어떤 영상

에서, 귀 경계는 하단 위치에 도달한 후 상단을 향해 진행한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논리적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검출되는

데, 결과로 제공되는 귀 경계에는 도 5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상단을 향한 꼬리를 포함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외곽선 추적 알고리즘은 머리카락 및 피부 간의 경계에 의하여 영향 받는다. 이러한 경우는 추적된 점으로부터

초기 템플릿까지의 거리를 조사함으로써 검출된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현재 추적 결과에 충분히 가까이 위치한 템플릿

점들로서 새로운 시작점이 구해진다. 따라서, 외곽선 추적 방법은 새로운 시작 지점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시작점들 간의 차이는 템플릿으로 채워진다.

측면 영상 내에서 귀 검출이 수행된 수 개의 예시들이 도 53에 도시된다. 실험 결과, 이 알고리즘은 총 24개의 모든 테스트

영상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동작했다.

2. 얼굴 모델 변형

이 시점에서, 정면 및 측면 사진들(도 58 참조) 및/또는 3차원 스테레오 깊이지도(depth map)로부터 추출된 완벽한 구성

의 얼굴 특징을 가진다. 상기 스테레오 깊이추출은 후술하기로 한다.

도 59은 도 5의 얼굴모델 변형부(510)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2차원 점 변환부(5900) 및 얼굴메쉬 모델 변

형부(5950)를 구비한다. 도 60은 상기 얼굴모델 변형부(510)에서의 초기 모델 변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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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차원 점 변환부(5900)을 통해, 3차원 초기 얼굴모델의 얼굴 특징곡선 상의 특징점들의 길이 비를 이용하여, 영상에

서 검출된 특징곡선들을 초기 얼굴(3D generic head) 내에서 정의되는 특징들에 상응하는 2차원 점들로 변환한다.(6000

단계) 그리고 나서 얼굴메쉬모델 변형부(5950)를 통해, 상기 영상 특징 및 상기 초기 3차원 메쉬 모델 특징점들 간의 일치

성을 이용하여, 3단계 RBF 기반의 모핑 작업(RBF-based morphing procedure)을 수행하여 상기 3차원 얼굴 메쉬 모델

을 변형한다.(6050단계)

상기 3단계 RBF 기반의 모핑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이격된 모델 특징점들의 X와 Y 좌표들을 그것들의 상

응하는 이미지 특징점들로 설정하고 Z 좌표는 초기 메쉬(generic mesh) 내에서와 동일하게 남겨둠으로써 정면 특징의

RBF 보간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정면 특징들이 그것들의 지점에 남도록 제한하면서 측면 특징들의 Y 좌표를 고려하여

측면 영상의 스케일을 조절한다. 마지막으로 턱 및 볼 곡선들 상의 검출된 특징점들이 그것들의 지점에 남도록 제한하면서

측면특징들의 Z 좌표를 이용하여 측면특징의 RBF 보간을 적용한다.

깊이 정보 복구 과정에서 획득된 3차원 점들은, 초기 모델의 정점들이 깊이 정보로부터 취득된 그것들의 3차원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RBF에 기반한 모핑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검출된 얼굴 특징들은 초기 모델을 변형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변형된 모델이 입력 영상에 합

치되도록 한다. 상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단 특징검출 단계에서 획득된 얼굴 특징들을 초기 모델 내의 미리 지정된

특징에 상응하는 점들의 변위(displacement)로 변환하고, 데이터 보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모델 내의 정점들

(vertices)을 이동시켜서 초기 모델 변형을 수행한다. 검출된 특징들(곡선 및 점들) 및 모델정점들 간의 대응관계

(correspondence)는 사전에 수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기 대응관계는 한 번만 수행하면 특정 초기 모델을 위하여 고정

된 채로 유지되므로 사용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하나의 특징곡선을 위한 일치도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 후술된다. 우선 모델 상의 "중요" 정점들 및 얼굴 특징

곡선들을 따라서 분산된 위치들이 도 61에 도시된다. 입력 영상에서 검출된 얼굴 특징 곡선에 해당되는 초기 모델상의 얼

굴 특징이 도시되어 있으며, 양 곡선 상에서 같은 길이의 비율로 특징점들이 샘플링된다. 측면특징에 대하여 이 과정이 반

복되어, 모델상의 특징 점들의 2차원 변위의 두 집합들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상응하는 영상 특징점들에 따르는 "중요" 정점들의 3차원 변위를 결정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히 x 및 y 변

위를 정면 특징으로부터 추출하고, 측면특징으로부터 z 변위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

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몇몇 정면 특징들(턱 하부, 상단부 및 뒷 얼굴 부분 등) y 위치 정보가 결여되고 정면 및 측면 특

징 위치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충돌은 얼굴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얼굴 표정이 변화하기 때문에(비록 작은

표정의 변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입력 영상들이 동시에 촬영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된다.

심지어 정면 및 측면 영상이 동시에 촬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표준" 정면 및 측면 영상이 아니다. 예

를 들어, 두 카메라의 광축이 정확히 상호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3단계 모핑 과정(three-step morphing procedure)이 이용되며, 이 과정은 방사형

기반 함수(RBF, Radial Based Functions) 접근법에 기반한다.

2.1. RBF 데이터 보간

우선, 데이터 보간 기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형 기반 함수(RBF, Radial Based Functions) 접

근법[30]을 이용한다. 초기 입력으로, 2개의 대응되는 데이터 집합

및 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를 전체 3차원 공간의 변형 함수로서 결정

할 수 있다. 이때 2개의 집합은 각각 변형 과정 수행 이전 및 이후의 3차원 샘플링을 표현한다.

수학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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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모든 3차원 벡터이며, 는 를 위한 RBF이고, 실시예에서는 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Ki

는 의 변위 영향(displacement influence)의 감쇄(falloff)를 정의하는 소정 계수이다.

및 은 계수들인데(모두 3차원 점들이다), 이것들은 다음 수학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학식 9

이러한 데이터 보간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는 초기 모델 및 특정 사람 간의 특징점들 간의 3차원 좌표의 대응관계를 획득

할 수 있으면 함수 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초기 모델 정점들을 에 대입함으로써 완벽한 고유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2.2 3 단계 변형 과정

모델 변형 방법의 상세한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RBF 보간법을 정면얼굴 특징에 적용한다. 이동될 모델 특징점들의 X 및 Y 좌표들이 상응하는 영상 특징 위치들

로 대응되고, Z 좌표는 초기 모델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단계에서, 모델과 영상 간 얼굴 특징의 정합이 정확히 이루

어지는데, 이 과정은 정밀한 텍스쳐 매핑에 필요하다.

2) 그러면, 측면특징의 Y 좌표를 고려하여, 정면특징들을 한정하여 그들의 위치에 남도록 한다. 코 끝, 코 브리지 상단 및

입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면 및 측면 특징들 간의 불일치 문제는 측면 특징 곡선을 스케일링하고 변환하여 Y 좌표가 상

응하는 변형된 모델 점들과 정합하도록 만듦으로써 해결된다.

3) 최종적으로, 측면 특징의 Z 좌표가 사용되고, 정면 영상 내의 턱 및 볼 곡선 상에서 검출된 특징점들을 그 위치에 남도록

한다. 이제, 정면인접 영상이 사용 가능하다면, RBF 보간을 다시 수행하여, 스테레오 정보로부터 재구성된 3차원 점들을

입력으로 취할 수도 있다. 생성된 모델들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이 도 62에 도시되어 있다.

3. 텍스쳐 생성

얼굴모델을 위한 고품질 텍스쳐를 생성하는 것은 모델 합치보다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텍스쳐가 형상 자체보다 모델의

시각적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면과 측면얼굴 텍스쳐는 모델에 매핑되는데, 다중 해상도를 가지는 스플

라인 텍스쳐 조합 기법이 사용되어 상이한 사진들을 결합한다. 또한, 턱 또는 턱뼈에 의하여 가려진 목부분 및 귀의 뒷부분

과 같이 사진에서 가려진 부분들을 위하여 합성 텍스쳐를 생성한다.

도 63은 도 5의 텍스쳐 생성부(520)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입력 영상 보상부(6300), 정면/측면 텍스쳐 생성

부(6320) 및 텍스쳐 완성부(63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64는 텍스쳐 생성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63과 도

64을 참조하여 텍스쳐 생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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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력 영상 보상부(6300)을 통해, 입력 영상 상에 색 보정을 수행하여 상이한 조명 조건 또는 카메라 색 밸런스 변이

를 보상한다.(6400단계) 다음으로 정면/측면 텍스쳐 생성부(6320)에서 사진 상의 3차원 모델 극점들 및 사상된 2차원 점

들 간의 정합에 기반하여 공통 UV 평면(public UV plane) 상에 정면 및 측면 영상을 사상하여, 정면 및 측면 텍스쳐를 생

성한다.(6420단계) 그리고 나서 텍스쳐 완성부(6040)을 통해, 다중-해상도의 스플라인 알고리즘(multi-resolution

spline algorithm)을 이용하여 정면, 측면 및 인공 텍스쳐들을 혼합하여 텍스쳐를 완성한다.(6440단계)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 텍스쳐 좌표 매핑 및 텍스쳐 생성

상이한 각도로부터 생성된 텍스쳐를 결합하기 위하여, 모델 정점들의 텍스쳐 좌표들을 포함하는 공통 UV 평면(public UV

plane)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 평면은 각 점들이 3차원 모델 위치들과 대응되는 2차원 평면이다. 평면은

을 가지는 정규화된 좌표 공간이다.

텍스쳐 좌표 공간 상에 모델 정점들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UV 평면은 구형매핑을 이용하여 생성되는데, 그 이

유는 인간의 얼굴이 구형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직접 생성된 공간은 추후에 수작업에 의하여 보완되어 UV 평

면 상의 중첩 문제(overlap problem)를 해결한다(귀 영역 등에서 발생될 수 있다). UV 평면은 개별적인 모델에 대해 불변

이므로 초기 대응 관계가 설정되면 더 이상 사용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텍스쳐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얼굴 영상을 UV 평면 상에 매핑할 필요가 있다. 모델은 영상 특징들에 합치되기 때문

에, 모델 정점들 및 영상 위치들 간의 일치도(correspondence)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상 좌표들을 UV 평면 내의 텍

스쳐 좌표들에 쉽게 매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델 변형 과정에서 이 두 관계가 이미 정합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UV 평면 상에서 얻어지는 텍스쳐는 각각 정면 및 측면 영상으로서 도 65 및 도 66에 도시된다. 텍스쳐 좌표들

도 그림 상에 중첩되어 도시된다.

3.3 텍스쳐 혼합(Texture blending)

이 단계에서, UV 평면 내의 정면 및 측면 텍스쳐 영상들은 귀를 위한 인공피부 텍스쳐와 함께 혼합되어 단일 영상을 생성

한다. 상기 영상은 3차원 모델 표면으로 렌더링될 것이다. UV 평면 내의 각 점 에서, 수학식 10과 같이

혼합된 영상 내에서의 그 점의 색을 계산할 수 있다.

수학식 10

여기서, 는 정면, 측면 및 인공 피부 텍스쳐 각각을 위한 점 p의 색이다.

은 상이한 텍스쳐들을 위한 가중치들이며 모든 p에 대하여 이 만족되도록 정

규화된다.

텍스쳐 혼합의 가중치들은 다중-해상도 스플라인 알고리즘[33]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가우시안 피라미드 분해(Gaussian

pyramid decomposition)에 기반하여, 공지된 영상 혼합 알고리즘은 번짐 또는 영상의 열화 없이 영상 간의 부드러운 변화

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모든 형상의 혼합 경계(blending boundary)를 이용할 수도 있다.

3.4 인공 피부 텍스쳐

등록특허 10-0682889

- 34 -



측면 영상 내의 인접 영역의 색 통계에 기반하여 턱 및 목 영역을 채워넣기 위하여 인공 텍스쳐를 생성한다. 자주 등장하지

않는 색들은 버려지고, 이러한 영역 내의 각 화소에 대하여 클리핑된 색 통계를 고려하여 그 색이 선택된다. 이러한 과정이

수행된 이후에, 가우시안 평탄화 기법이 적용되어 불규칙한 얼룩을 제거한다.

최종 텍스쳐가 도 67에 도시된다. 또한 수 개의 텍스쳐된 모델들이 도 55에 도시된다. 귀의 후면이 중첩된 텍스쳐에 매핑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도 68의 최후 2개의 그림들은 각각 인공 귀 텍스쳐를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귀 부분

을 도시한다).

4. 스테레오 영상 쌍을 이용한 3차원 복원

거의 모든 경우에, 정면 영상 또는 추가적인 측면 영상 만을 이용하여 3차원 복원을 수행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입력 모델이 초기 얼굴 모델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얼굴 형상인 경우, 이러한 알고리즘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얼굴모델을 정밀하게 보정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분석에 기반한 모듈이 시스템에 통합된다. 다소 상

이한 각도에서 획득된 2개 또는 그 이상의 얼굴 영상들이 특수한 스테레오 복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되어 얼굴의 가

시부분에 정밀한 3차원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획득된 스테레오 쌍의 예시는 도 69에 도시되어 있다.

도 70은 도 5의 깊이 정보생성부(540)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특징점검출부(7000), 지도획득부(7020) 및

깊이 정보 변환부(70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71은 정면 및 정면인접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70 및 도 71을 참조하여 깊이 정보 생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특징점 검출부(7000)을 통해, 정면 영상 내의 영상 특징점들을 결정하고(7100단계), 상기 특징점들에 대하여 모델

에 기반한 Lucas-Kanade 추적(Lucas-Kanade tracking)을 수행하여 상기 정면인접 영상 내의 상응하는 점들을 찾아낸

다.(7110단계)

그리고 나서 디스패리티 획득부(7020)을 통해, 정합된 일치점(matched correspondence)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간을 수

행하여 밀집한 디스패리티(디스패리티) 지도(dense 디스패리티 map)를 획득한다.(7120단계) 마지막으로 깊이 정보변환

부(7040)을 통해, 상기 디스패리티(디스패리티) 지도를 깊이 정보로 변환한다.(7130단계)

상기 디스패리티 지도를 깊이 정보로의 변환은, 최대 디스패리티 값으로부터 최소 디스패리티 값을 제한 차이값

(difference value)으로 획득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차이값을 얼굴 너비(head width)로 나누고 소정 상수치를 승산함으

로써 계수를 결정한다. 그 후, 상기 계수 및 측정된 디스패리티 값에서 최소 디스패리티 값을 뺀 값을 승산함으로써 주어진

화소의 심도값을 획득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1 스테레오 영상 쌍으로부터의 디스패리티 예측

특징 추적을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을 설명하기로 한다. 3차원 객체 복원의 주요 개념은 "스테레오 정합(stereo matching)

"이다. 즉, 스테레오 영상에 존재하는 "동일한(same)" 점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수행된 이후에 3차원 위치

들이 복원될 수 있다[34].

기본 아이디어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정합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서로 많이 상이한 영상들에 대

하여 스테레오 매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된다. 게다가, 스테레오 정합은 계산량에 있어서도 매우 복

잡한 과정인데, 그 이유는 완전한 정합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스테레오 영상들을 통하여 모든 가능한 일치점들을 탐색해 나

가는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굴 모델링의 특정 응용 예에서, 다음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정합 결과들을 획득할 수 있다. 스테레오 쌍들(정면

및 근접 정면)의 시야각이 그다지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레오 정합 과정을 그들 간의 객체 추적 작업인 것처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징 추적 알고리즘(feature-tracking algorithm)이 이용될 수 있다.

거의 모든 특징 추적 알고리즘은 제1영상 상에서 선택된 개별 점들의 집합에 대하여 동작한다. 그들의 목적은 연속적인 영

상에서 이러한 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추적 및 정합 과정은 동일한 과정이다. 완전한 점대점의 에피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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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epipolar) 정합과 비교할 때, 특징 추적 알고리즘에 부정합(mismatch)이 발생될 수 있으나 직교화 과정(rectification

stage)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모든 에피폴라 구성에 적용될 수 있다(그러므로

보정되지 않은 카메라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시예에서 특징추적을 이용해 스테레오 정합 과정을 수행한다. 사용되는 추적 알고리즘은 다음에 설

명된다.

A(x, y) 및 B(x, y)를 2개의 2차원 계조 영상(grayscale images)이라고 한다. 제 1영상의 한 점 A(px, py)를 고려한다. 특

징 추적의 목적은 A(px, py) 및 B(px+vx, py+vy)가 "유사하도록" 하는 제2 영상의 점 B(px+vx, py+vy)를 찾아내는 것

이다. 벡터 v=[vx vy] 는 영상 속도이며, 점 [px, py]에서의 광류(optical flow)라고도 불린다. 영상 속도 v를 점 [px, py]

근방

의 잔류 함수(residual function)를 최소화하는 벡터로서 정의한다.

수학식 11

상기와 같은 잔류 함수를 최소화하는 속도(vopt라고 저장)가 다음과 같은 표준 Lucas-Kanade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해질

수 있다.

수학식 12

여기서, 다음 수학식들이 만족된다.

수학식 13

수학식 14

수학식 15

수학식 16

3차원 복원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우리는 전술된 바와 같은 모델 정합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초기 모델을 변형시킨다.

본 발명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정보 처리 기능을 갖는 장치를 모두 포함한다)가 읽을 수 있는 코드

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

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장치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프로브 저장장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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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 및 장치에 의하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상대적으로

고가가 아닌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능한 한 자동화를 구현하여, 완전하지 않은 입력 데이터로부터 바람직

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견실한 방법을 제공한다. 즉 얼굴 특징(facial feature)을 자동으로 추출해내고, "실제 인간과 같

은(human-quality)" 얼굴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모델생성 작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초기 얼굴 모델의 정면도 및 측면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전형적인 입력 영상들을 나타내는 정면 영상, 정면인접영상 및 측면 영상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에 기반한 사실감 있는 3차원 얼굴 모델링 장치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얼굴 특징 검출부의 세부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정면얼굴 특징 검출부의 세부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8 및 도 9는 정면얼굴 특징 검출을 보다 상세히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0은 피부영역 영상 및 얼굴 영역 검출의 예시이다(더 작은 타원이 초기 영역이며, 더 큰 타원이 검출된 결과이다).

도 11은 피부영역 영상 및 얼굴 영역 검출의 다른 예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는 얼굴 영역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3은 얼굴 영역 검출법의 타원 모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눈 경계 박스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5는 눈 변이 영상(eye variation image)의 예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은 눈 변이 영상의 다른 예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은 눈 사각형 검출(eye rectangle detection)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8은 눈동자의 중심 및 반경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9는 검출된 눈동자의 예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0은 눈 외곽선 검출에서 근사화를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21은 눈 영역(eye area)의 수평 방향으로의 적색 채널 강도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눈 외곽선 검출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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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눈 외곽선 검출을 위해 검출된 점들 및 근사된 눈 외곽선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3은 수직 눈썹 위치(vertical eyebrows position)의 검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4는 눈썹 경계 박스들(eyebrow bounding boxes)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5는 검출된 눈썹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6은 상부 및 하부 입술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27은 입술 사각형을 반복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iterative refinement)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8은 초기화된 입술 점을 입술 함수 영상(lip function image) 상에서 표시한 도면이다.

도 29는 입술 외곽선 점(lip contour point)에 적용되는 힘(forces)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0은 입술 외곽선 변형(deformation)의 일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1은 코 외곽선 검출 단계에서의 코 측면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32는 코 측면 템플릿(nose wing template)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3은 영상에서 검출된 코 측면 후보(candidate)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4는 코 곡선의 주요 특징점들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5는 검출된 코 곡선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6은 턱 및 볼 외곽선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37은 턱/볼 변형 모델(chin/cheeks deformable model)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8은 턱 모델 근사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9는 정면 영상에서의 모든 검출된 특징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0은 측면얼굴 특징 검출부의 보다 상세한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41은 측면얼굴 특징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42는 측면얼굴 영역 검출이 실패된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피부 및 코의 분리).

도 43은 측면얼굴 영역 검출이 실패된 경우를 나타내는 또다른 도면이다(코 영역이 불완전함).

도 44는 측면얼굴 영역 검출이 실패된 경우를 나타내는 또다른 도면이다(피부 영역이 불완전함).

도 45는 전형적인 측면 함수(profile function)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6은 코 브리지 상단(nose bridge top) 및 "코 하부(under nose)"의 검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7은 턱 및 목 기준점(fiducial points)을 검출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8은 입술 기준점들을 예측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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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는 자동적으로 검출된 측면 특징들의 결과(귀를 포함하지 않음)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0은 귀 외곽선 검출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51은 귀 초기화를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52는 측면 귀 검출을 위한 곡선 템플릿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3은 귀 검출의 초기화(정규화된 영상, 교정 점(calibration points) 및 검색 영역)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4는 귀 영역 근처의 얼굴 영역에서 피부와 머리카락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5는 색 정보를 이용한 귀 초기화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적색 세그먼트들이 귀 템플릿과 정합된다).

도 56은 색 정보만을 이용하여 측면 귀 검출에 실패한 경우 귀의 에지 정보를 이용한 귀 초기화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7은 측면 귀 검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8은 모델 변형을 위한 입력 얼굴 특징 곡선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9는 도 5의 얼굴모델 변형부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60은 얼굴모델 변형부에서의 초기 모델 변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61은 정면 얼굴 특징 곡선들에서 추출된 주요(key) 점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2는 초기 (상부 행) 및 변형된(하부 행) 얼굴 모델들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3은 도 5의 텍스쳐 생성부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64는 텍스쳐 생성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65는 UV 평면 상의 정면 텍스쳐 영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6은 UV 평면 상의 측면 텍스쳐 영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7은 입력 영상과 합성 텍스쳐로부터 얻어진 최종 텍스쳐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8은 텍스쳐된 모델(textured model)과 합성 귀 텍스쳐를 이용하여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9는 얼굴 영상의 스테레오 쌍의 예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0은 도 5의 깊이 정보생성부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71은 정면 및 정면인접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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