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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글글글글    

석사 과정 2년이라는 시간을 보람 차게 보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언제나 자상하게 연구 지도를 해주신 이상윤 교수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박사 

과정에서 좋은 연구 결과로 교수님 은혜에 보답 하겠습니다. 입학 초부터 관심 

가져 주시고 박사 과정 진학 후까지 생각해 주신 김재희 교수님, 항상 세심한 

배려로 졸업 논문까지 신경 써주신 손광훈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좋은 강의로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신 변혜란 교수님, 앞으로 많은 가르침 주실 Professor Toh 

및 센터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삼성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연구실의 영원한 0기 병우, 나 좀 데려 가라 

^^; 잘생겨서 내 모든 논문에 모델로 등장하는 다재 다능한 상기, 잘 생긴 게 죄다 

그치? ㅎㅎ 내 말에 잘 따라 주어 고마운 효빈이, 앞으로도 잘 부탁 한다. 삼성의 

핵심 인재로써 파견 나오신 일도형, 형 덕분에 공부 외(?)에 많이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 고등 학교 선배의 강압에 못 이겨(?) 실원이 될 성완이, 

앞으로 잘 해 보자. 생체인식 협동과정 1기이자 동기인 핸섬가이 형철이형, 역시 

동기인 성실한 성주씨, 박사 과정에서도 잘 부탁 드립니다. 못 하는 게 없으신 

얼굴방장 욱일이형, 공부 욕심 많은 생체인식 2기 봉조, 그 외 동주, 민성씨 등도 

앞으로 다시 한번 잘 부탁합니다. 인사 하면 반갑게 받아 주시는 현희형, 큰 

형처럼 듬직한 인간미 넘치는 광혁이형, 저희 연구실도 잘 챙겨주시는 박식 하신 

경택이형, 차분하신 상훈이형, 외유내강 철한이형 등 김재희 교수님방 

박사형들께도 감사 드리고, 항상 친절한 형구씨, 알고 보니 친구에 친구였던 재규, 

같이 박사 올라 가는 희승씨, 김재희 교수님방 SES 리더 연주씨, 둘째 민이씨, 

잘생긴 장우씨 다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제게 참 행운입니다. 변혜란 교수님 

방에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시는 길천이형, 공대 얼짱 수영씨, 절 졸업시켜(?)준 

권택이형께 무지하게 큰 감사 드립니다. 형 박사 올라 가서도 같이 연구해요. ㅋㅋ 

지금은 졸업 하고 없지만 같이 근육맨을 꿈꿨던 지금은 경쟁 업체 연구원 들인 

용욱이형과 강록이형 보고 싶어요. ^^ 

고등학교 친구인 용규(용가리, 아줌마) ㅎㅎㅎ 공부 한다는 핑계로 자주 못 봐서 

미안하다. 회사에서 인정 받은 인재가 되라. 내 자취방에서 가사를 전담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석사 3학기가 되는 LG 장학생 재안이(배추도사)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라. ^^ 전투 경찰 2192기 동기 진호도 고맙다 ㅎㅎ 

학부시절 고마웠던 종욱이형, 정범이형, 진욱이형, 영근이형, 시혁이형, 고대 

고시원에서 배고픈 시절(?)을 같이 해준 우리 맡형 95 지훈이형, 원준이형, 종구형, 



우석이형, 영진이형, 병호형, 병성이형 등 우리 96 형님들 지금은 다들 자신의 

위치에서 돈 잘 벌고 있으시니 밥 좀 사주세요. ㅎㅎ 98년도부터 같이 해준 한뫼, 

혁준이 내가 봤을 때 둘은 성공할 스타일이야! 앞으로도 지금 처럼 해나가시길… 

^^ 이제 세계적으로 구라 치고 다니는 구라티씨 성광이, 귀여븐 쩡미, 막내 쭈리 

기다려라 다들 내가 취직하면 한방 쏜다. ㅎㅎㅎ 친애 하는 나의 단짝 

김중락군(주라기) 너랑 알게 된 건 내 인생의 최대 행운이다. 앞으로도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월급날 연락하마. ㅋㅋ 고대경영대에서 CEO 수업을 받고 계시는 

승준이(홍회장), 역시 대학원에서 우수 공학자로 거듭나고 있는 정민이(사오정), 

따랑해요 LG에서 뺑이 치고 있는 원용이(꿍스), 내 학부 시절 꿈을 키워 주었던 

3D 정보처리 연구실에 큰형 정환이형, 멋쟁이 하송이형, 삼성맨 원석이형, 우리 

박사님 용현이형, 역시 삼성맨 호건이형, 의공학자 승한이형, 긴 코트가 잘 

어울렸던 영수형, 이제 박사의 길 걷게 될 장석이 및 멋진 우리 동기들 준호, 

자민이, 또 학번은 틀리지만 친구 먹은 정안이 ㅎㅎ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제게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 주신 

김민기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 드립니다.  

 석사 마지막 학기에 만난 강철 체력으로 우리 모임을 이끌어 주신 David,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 음유시인 Vincent,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 있는 

살인미소의 소유자 Ben, 우리 모임의 리더이자 행동대장 실천하는 지성 Joey, 

모임 큰언니인 고운 마음씨를 가진 Julia,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Rosemary, 예술가의 혼을 가진 맑은 영혼의 소유자 상미, 언제나 생기 발랄한 

에너지를 가진 Olivie, 냉정과 열정 사이 Sophie, 큰 키 만큼 활동적인 Elly 등, 

SDA에서 만난 소중한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내게 큰 힘이 되어준 우리 가족들, 모자란 아들놈 하나 때문에 계속 고생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으로 또 몇 년 고생 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몇 년 

후에는 제대로 효도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 보다 소중한 우리 어머니, 언제나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나 대신 아들 노릇 

해주시는 우리 매형, 너무 감사 드려요. 항상 내 걱정 해주는 우리 누나, 용돈 줄 

때가 젤 좋더라 ㅎㅎ 집에 가면 나를 제일 반갑게 맞아 주는 우리 똘마니들 지원이, 

현우. 삼촌이 몇 년 지나면 맛난 거 많이 사줄게. ^^  

언제나 저를 아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5년 12월  

유선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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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고속고속고속 3D 3D 3D 3D    얼굴얼굴얼굴얼굴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정규화정규화정규화정규화    연구연구연구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전 및 구조적 조명을 기반으로 2D 및 3D 얼굴 

정보를 이용한 자동 3D 얼굴 정규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3D 얼굴인식 시스템 연구를 위하여 3D 얼굴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3D 

얼굴 데이터로부터 정규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2D 및 depth 정보를 이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여 정규화 기법을 검증 한다. 

3차원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3D 입력 장치를 제어하는 것은 3D 얼굴 인식에 

알맞게 3D 얼굴 데이터 자체를 조정할 수 있어 매우 큰 장점을 갖는다. 

논문에서는 3D 데이터 복원과 동시에 2D와 3D 정보를 이용하여 3D 얼굴 

정규화를 동시에 행하게 된다. 이는 기존 대부분의 3D 얼굴 인식 연구가 공개된 

3D 얼굴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상업 장비 등을 이용하여 모델링 한 후 정규화를 

해결한 것에 비해 실제 3D 얼굴 인식 시스템에 적합하다.  

3차원 얼굴 데이터를 취득과 동시에 인식에 적합하도록 정규화를 하는데 2D 

정보와 복원된 3D 정보를 동시에 이용하였다. 2D 정보로부터 배경 제거 및 얼굴 

영역 및 눈 코 검출 등을 하였고, 복원된 3차원 정보를 통하여 정규화에 필요한 세 

점을 찾고 이것을 통하여 정규화를 완성 하였다. 3D 데이터를 2D로 투영하여 

인식하는 2.5D 얼굴 인식 과 depth map을 이용한 실험은 제안된 정규화 기법이 

포즈 변화에 강인한 결과를 보였다. 

핵심 되는 말 : 3D 얼굴 모델링, 3D 얼굴 인식, 3D 비전, 3D 얼굴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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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１１１１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생체 인식 시장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급성장 하고 있다. 미국의 IT 

전문조사기관인 가트너 그룹은 지난 2002년 ‘21세기 세계 10대 기술’을 

발표하면서 생체인식기술을 미래의 고부가, 고성장 유망산업으로 선정했으며, 

국내에서는 2005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선정한 '미래 국가 유망 기술 21' 

중 지식과 정보 보안기술 파트로 생체 인식 기술을 선정하는 등 정부도 생체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다.  

이러한 생체 인식 기술 중 사용자가 가장 비강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얼굴 인식 기술이다. 지금까지 2D 얼굴인식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토픽 이었다. 2D 얼굴인식은 획득된 2D 얼굴 영상을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와 비교 하여 인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2D 얼굴인식은 

조명, 포즈 변화 등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1, 2]. 2D 얼굴인식 기법에 대한 

단점 보완을 위하여 근래 연구 되고 있는 것이 3D 얼굴 인식 기법이다. 3D 

얼굴인식은 기존 2D 정보에 depth 정보를 추가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  

3D 얼굴 인식을 위하여 3차원 얼굴 획득 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3차원 데이터 

획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3-8]. 시스템에 구성에 따라 카메라 두 대를 

이용하는 스테레오 비전 기법[5-7], 카메라 한 대와 프로젝터 한 대를 사용하는 

구조적 조명 기법[3][4][8], 레이저 스캐너 기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얼굴의 경우 

비교적 평편한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색 또한 거의 비슷하여 특징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스테레오 비전 기법 보다는 구조적 조명 기법 혹은 

레이저 스캐너 기법 등과 같이 얼굴에 특징이 제공하는 기법이 적당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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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의 시스템은 스테레오 비전 기법과 구조적 조명 기법의 장점만을 이용하여 

두 대의 카메라와 한 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3D 얼굴 획득 장치를 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 3D 정보 획득에 기본이 되는 

카메라 기하 및 배경 지식에 대하여 살펴 보고 3장에서는 논문에서 사용된 3D 

얼굴 획득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4장에서는 3D 얼굴 인식 기법에 대하여 

5장에서는 자동 3D 얼굴 데이터 정규화 과정을 제안하고 6장에서는 실험결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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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２２２２장장장장    카메라카메라카메라카메라    기하기하기하기하    

본 장 에서는 3D vision 의 핵심이 되는 카메라 기하에 대하여 알아 본다. 우선, 

기본이 되는 핀홀 카메라 모델에 대하여 살펴 보고, 카메라 보정, 에피폴라 기하와 

기초 행렬 및 삼각 측량법에 대하여 알아 본다.  

 

２２２２....１１１１    핀홀핀홀핀홀핀홀    카메라카메라카메라카메라    모델모델모델모델 (pin (pin (pin (pinhole camera model)hole camera model)hole camera model)hole camera model)    

２２２２....１１１１....１１１１    기본기본기본기본    핀홀핀홀핀홀핀홀    모델모델모델모델 (basic camera model) (basic camera model) (basic camera model) (basic camera model)    

물체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핀홀, 즉 점 C를 통해서 영상 평면(image plane)에 

상을 맺는다. 점 C로부터 영상 평면까지의 거리를 f라 하고 물체의 점과 핀홀, 

영상평면 위의 상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그림 2-1은 핀홀 카메라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점 C를 카메라 중심(camera center) 또는 광학 중심(optical 

center)이라 하고 카메라 중심으로부터 영상 평면까지의 거리를 f를 초점 

거리(focal length)라고 한다. 3D 공간 상의 점 ( , , )X Y ZX 는 영상 평면 위에 2D 

점 x 로 투영되면 식(2.1)으로 표현 가능하다.  

( , , ) ( / , / )T TX Y Z fX Z fY Za
 

(2.1) 

이들 관계는 식(2.2)와 같이 정리 가능 하다. 

 

그림 ２-1 핀홀 카메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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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fY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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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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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0
1

X
f

Y
f

Z

 
     
     =      
          

 

 (2.2) 

x PX= , [ ]P diag( , ,1) I | 0f f= ,  (2.3) 

여기서 P는 투영 행렬(projection matrix). 

일반적인 핀홀 카메라 에서는 투영 행렬 P 는 [ ]P K R | t= 로 표현되고 자유도 

9를 갖는데, 이는 ( , , )x yf p pK 가 3의 자유도, 회전 성분 R 이 3의 자유도, 이동 

성분 t 가 3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K 는 내부 카메라 파라메타 

(internal camera parameter)라 하고 R , t 는 외부 카메라 파라메타 (external 

camera parameter)라 한다[9]. 

 

２２２２....１１１１....２２２２    내부내부내부내부    카메라카메라카메라카메라    변수변수변수변수 (internal camera parameters) (internal camera parameters) (internal camera parameters) (internal camera parameters)    

그림 2-2는 영상 좌표 시스템과 카메라 좌표 시스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 (2.2)는 좌표 중심이 영상중점(principal point)에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영상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의 차이로 실제 영상에서는  

 

그림 ２-2 영상(x,y)와 카메라(xcam, ycam) 좌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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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식(2.4) 같이 매핑 된다. 

( , , ) ( / , / )T T
x yX Y Z fX Z p fY Z p+ +a , ( , )T

x yp p 는 영상중점 (2.4) 

식 (2.4)는 homogeneous 좌표로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다. 

0

0

1 0
1 1

x x

x y

X X
fX Zp f p

Y Y
fY Zp f p

Z Z
Z

   
+      

      + =                  
   

a  (2.5) 

1

x

y

f p

K f p

 
 =  
  

 (2.6) 

여기서 f 는 focal length, xp , yp  는 principal offset이고, 식(2.5)는 식(2.7) 

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 camx K I | 0 X=  (2.7) 

여기서 K 는 카메라 보정 행렬(camera calibration matrix)라 부른다.  

 

２２２２....１１１１....３３３３    외부외부외부외부    카메라카메라카메라카메라    변수변수변수변수((((external external external external camera camera camera camera parametersparametersparametersparameters))))    

 

 

그림 ２-3 카메라(camera)와 세계(world) 좌표 프레임 사이의 Euclidean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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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실제 세계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 간의 변환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세계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 간에는 회전 3, 이동 3의 자유도 6을 갖는 관계를 

갖는다. 세계 좌표계는 임의의 기준점에 대한 좌표계이고, 카메라 좌표계는 

camera center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이다. X% 는 임의 기준점을 갖는 세계 좌표 

공간상의 inhomogeneous 3 vector라고 할 때 카메라 센터를 기준점으로 갖는 

카메라 좌표 공간상의 camX% 는 ( )camX =R X-C%% % 와 같이 표현 가능하고 식(2.8)과 

같이 homogeneous 좌표계로 쓸 수 있다. 여기서 R 은 회전행렬이고 C 는 카메라 

센터이다.  

cam

X

Y R -RCR -RC
X = = X

Z 0 10 1

1

 
     

       
  
 

%
 (2.8) 

이것을 3D 포인트와 영상 평면에 투영된 2D 포인트의 관계로 표현하면 

식(2.9)와 같다. 

x=KR I|-C X 
 

%  (2.9) 

x=PX  (2.10) 

여기서 [ ]P=K R|t , t=-RC% . 

 

２２２２....２２２２    카메라카메라카메라카메라    보정보정보정보정 (camera calibration) (camera calibration) (camera calibration) (camera calibration)    

카메라 보정이란 카메라의 카메라 내부 파라메타와 카메라 외부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카메라 보정은 알고 있는 좌표계에서의 3D 점과 

투영식(projection equation)의 연결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3D 물체의 기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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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4 전형적인 보정 물체 

알고 공간상의 위치와 생성된 영상의 특징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형적인 보정 

물체는 검은 사각 면으로 구성 되어 특징점 추출이 용이하게 하고 각 특징점의 3D 

좌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그림 2-4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전형적인 보정 

물체를 보이고 있다. 

보정의 정확도는 보정 패턴의 정확한 측정에 의존한다[10]. 그러므로 정밀한 

보정을 원한다면 원하는 오차허용의 10배만큼 정밀한 측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0.1mm 보정 정밀도를 원한다면 0.01mm보다 작은 오차로 패턴을 만들고 측정해야 

한다.  

 

２２２２....２２２２....１１１１    기본식기본식기본식기본식(basic equation)(basic equation)(basic equation)(basic equation)    

 

n개의 3D 포인트를 알고 있을 때 { }T

i i i i iX = x ,y ,z ,w |i=1,2, ,n   L  는 3D 

공간상의 점들 이고 { }T

i i i ix = x ,y ,w |i=1,2, ,n   L  가 투영된 2D 포인트들 일 

때이들 3D 좌표와 2D 좌표와의 관계를 i ix = PX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때 

P는 3 4× 의 크기를 갖는 투영 행렬이고 식(2.11)의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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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Τ
11 12 13 14

2T
21 22 23 24

3T
31 32 33 34

p p p p p

P= p p p p = p

p p p p p

  
  
  
     

 (2.11) 

 

이 때 i ix = PX 는 식(2.12)와 같이 AP=0  형식의 선형식으로 표현 가능 하고 

rank 2 이므로 식(2.13) 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T T T 1
i i i i

T T T 2
i i i i

T T T 3
i i i i

0 -w X y X p

w X 0 -x X p =0

-y X x X 0 p

   
  
  
  

   

 (2.12) 

  

1

T T T
2i i i i

T T T
3i i i i

p
0 -w X y X

p =0
w X 0 -x X

p

 
   
   
   

 

 (2.13) 

 

２２２２....２２２２....２２２２    Direct Linear TransformDirect Linear TransformDirect Linear TransformDirect Linear Transform    

 

P는 총 11 자유도(스케일 팩터 제외)를 갖는 식이다 그러므로 총 5½의 포인트가 

필요하고 최소 6개의 점만 알고 있다면 P 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영상의 

오차 및 측정 오차 등을 고려하여 6개 이상의 점들을 이용한다. 아래 와 같이 

Direct Linear Transformation[9]을 이용하면 쉽게 P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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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Given n≥6 2D to 3D point correspondences i i{x X }↔ , determine the 

Perspective Projection matrix P  such that i ix =PX  

 

Algorithm 

(i)  For each correspondence i ix X↔  compute iA . Usually only two first 

rows needed.  

(ii) Assemble 2nx12 matrices iA  into a single 2nx12 matrix A  

(iii) Obtain SVD of A . Solution for p  is last column of V  

(iv) Determine P  from p  

알고리즘 ２-1 Direct Linear Transformation 

이렇게 얻은 P는 식(2.14), 식(2.15)와 같이 구성 되어 있으며 

11 12 13 14
-1

21 22 23 24 4

31 32 33 34

p p p p

P= p p p p =KR[I|-C]=M[I|M p ]

p p p p

 
 
 
  

%  (2.14) 

여기서 
1

4C M p−= −% , [ ]4P M | p= , M=KR . 

P=KR[I|-C]=M[I|-C]% %  (2.15) 

여기서, 
+M=P [I|-C]× % . 

이것 RQ decomposition[9]에 의해 쉽게 K 와 R 을 얻을 수 있다. 

[ ] ( )K,R MRQ=  (2.16) 

RQ decomposition은 정방 행렬을 upper triangulation matrix와 orthogonal 

matrix로 분해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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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Carry out the RQ decomposition of a 3 3× matrix A  using Givens 

rotations 

 

Givens rotation 

1 0 0

0

0
xQ c s

s c

 
 = − 
  

, 

0

0 1 0

0
y

c s

Q

s c

 
 =  
 − 

, 

0

0

0 0 1
z

c s

Q s c

− 
 =  
  

 

where cos( )c θ=  and  sin( )s θ=  for some angle θ  

Algorithm 

(i) Multiply by xQ  so as to set 32A  to zero. 

(ii) Multiply by yQ  so as to set 31A  to zero. This multiplication does not 

change the second column of A , hence 32A  remains zero. 

(iii) Multiply by zQ  so as to set 21A  to zero. The first two columns are 

replaced by linear combinations of themselves. Thus, 31A  and 32A  

remain zero. 

알고리즘 ２-2 RQ decomposition of a 3 3× matrix 

 

２２２２....３３３３    등극선등극선등극선등극선    기하기하기하기하 (epipolar geometry) (epipolar geometry) (epipolar geometry) (epipolar geometry)    

 등극선 기하는 스테레오 비전에서의 대응점을 찾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2대의 카메라에서 3차원 좌표 상의 같은 점을 보았을 때, 각 카메라의 optical 

center와 3차원 좌표상의 점은 하나의 평면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등극선 

평면(epipolar plane)이라 한다. 이 등극선 평면과 두 개의 영상 평면과의 교선이 

등극선(eiploar line)이고 각 영상에서 등극선이 만나는 점을 등극점(epipole)이라  



 １１ 

   

그림 ２-5 에피폴라 기하(epipolar geometry) 

한다[9].  2대의 카메라의 기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면 한쪽 영상에서의 한 점은 

다른쪽 영상에서의 등극선 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대응점을 찾는 것이 영상 

전체에 대한 2차원 검색이 아닌 1차원 검색으로 가능하게 된다[9]. 그림 2-5은 

epipolar geometry의 개념도 이다. 

 

２２２２....４４４４    기초행렬기초행렬기초행렬기초행렬    (fundamental matrix)(fundamental matrix)(fundamental matrix)(fundamental matrix)    

영상평면(image plane) 위의 등극선(epipolar line)은 0ax by c+ + =  와 같이 

라인식(line equation)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것을 벡터 형식으로 표현 하면  

[ , , ]Tl a b c= 와 같이 쓸 수 있다. 등극선은 기초행렬(fundamental matrix) F를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l Fx= % , 'Tl F x= %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기초행렬은 

각각의 대응점 쌍(x↔x’)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된다[9]. 

( )Tx' l' 0=  (2.17) 

Tx' Fx 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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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２....４４４４....１１１１    기본식기본식기본식기본식    (basic equation)(basic equation)(basic equation)(basic equation)    

 

Tx' Fx 0= 는  

11 12 13 21 22 23 31 32 33' ' ' ' ' ' 0x xf x yf x f y xf y yf y f xf yf f+ + + + + + + + =  (2.19) 

[ ][ ]T

11 12 13 21 22 23 31 32 33' , ' , ', ' , ' , ', , ,1 , , , , , , , , 0x x x y x y x y y y x y f f f f f f f f f =  (2.20)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1

f 0

' ' ' ' ' ' 1n n n n n n n n n n n n

x x x y x y x y y y x y

x x x y x y x y y y x y

 
  = 
  

M M M M M M M M M  (2.21) 

이것은 Af 0= 의 선형 식의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f 는 Af 0= 의 null 

space와 같다. 이것은 Least-square solution[9]으로 얻을 수 있다. 

 

Objective 

 Given a matrix A  with at least as many rows columns, find x  that 

minimizes Ax  subject to 1=x . 

 

Algorithm 

(i) x  is the last column of V , where 
TA UDV=  is the SVD  of A . 

알고리즘 ２-3 Least-squares solution  

 

２２２２....４４４４....２２２２    NNNNormalized 8ormalized 8ormalized 8ormalized 8----point algorithmpoint algorithmpoint algorithmpoint algorithm    

본 논문에서는 기초 행렬 F를 얻기 위해 normalized 8-point 알고리즘[9]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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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Given 8n ≥  image point correspondences { ' }i ix x↔ , determine the 

fundamental matrix F such that 
' 0T
i ix Fx = . 

 

Algorithm 

(i) Normalization : Transform the image coordinates according to ˆi ix Tx=  

and 
' ' 'ˆi ix T x= , where T  and 'T  are normalizing transformations 

consisting of a translation and scaling. 

(ii) Find the fundamental matrix ˆ 'F  corresponding to the matches 

ˆix ↔ 'ˆix by                                                         

(a) Linear solution : Determine F̂  corresponding to the smallest 

singular value of Â , where Â  is composed from the matches             

(b) Constraint enforcement : Replace F̂  by 
'F̂  such that 

'ˆdet 0F =  

using the SVD 

(iii) Denormalization : Set 
' 'ˆTF T F T= . Matrix F is the fundamental matrix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data ˆix ↔ 'ˆix . 

알고리즘 ２-4 normalized 8-point algorithm 

 

２２２２....５５５５    삼각삼각삼각삼각    측량법측량법측량법측량법    (triangulation)(triangulation)(triangulation)(triangulation)    

투영 행렬 P , 'P 의 pair 에서 i ix =PX%% , i ix' =PX'%% , camP=KP , camP'=K'P' 이고 

여기서 K , K' 는 보정 행렬 일 때, i ix =PX%% 는 i cam ix =KP X%% , 
-1

i cam iK x P X= %% , 

i,cam cam ix P X= %% 로 정리 할 수 있고, 비슷하게, i ix' =PX'%% 는 i,cam cam ix' =P' X'%% 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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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6 삼각측량법    

 

할 수 있다. camx% , camx'% , camP , camP' 을 알면 back-projection을 통해 iX% 를 

찾을 수 있는데[9], 그림 2–6은 triangulation에 개념도 이다. 

 

i,cam cam ix P X≅ %% 는 

i 1

i 2 i

3

x p

y p X

1 p

w

   
   =   
      

%  (2.22) 

와 같이 표현 가능 하고 이때 ip 는 camp 의 i번째 row 이다. 이것은 다시  

i 1 ii 1
3 i i 1 i

i 2 i i 2 i

3 i i 2 i
3 i 3 i

wx =P Xx P
P X x =P X

w y = P X wy =P X
P X y =P X

1 P wz =P X

   
     ⇒ ⇒    
        

%
% %

% %
% %

%

 (2.23) 

3 i i 1 i 3 i 1
i

3 i 23 i i 2 i

P X x P X =0 P x P
X 0

P y PP X y P X =0

 − − 
⇒ ⇒ =  −−  

% %
%

%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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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정리 되고 

i,cam cam ix' P' X'≅ %%
3 i 1

i
3 i 2

P' x' P'
X 0

P' y' P'

− 
⇒ = − 

%  (2.25) 

식(2.25) 와 같이 정리 된다. 

식(2.25)를 좌우 영상에 대해서 합치면  

3 i 1

3 i 2
i

3 i 1

3 i 2

P x P

P y P
X 0

P' x' P'

P' y' P'

− 
 −  =
 −
 

−  

%  (2.26) 

식(2.26)와 같이 정리 할 수 있고 이것은 Ax=0 의 폼으로 Ax=0 의 null 

space를 찾는 것과 같은 문제로 SVD에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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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３３３３장장장장        3333DDDD    얼굴얼굴얼굴얼굴    획득획득획득획득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3장에서는 3D stereo vision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 보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공간 부호 패턴 및 3D 얼굴 획득 절차 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３３３３....１１１１    3D 3D 3D 3D 가시화와가시화와가시화와가시화와 3D  3D  3D  3D 측정측정측정측정    

3D 가시화(3D visualization)과 3D 측정(3D measurement)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다른 분야이다. 3D 가시화의 경우 인간이 입체감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에 나온 홀로 그램,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 3D displayer 등이 좋은 

예가 된다. 그러나 3D 측정의 경우 3차원 공간 상의 어떤 실제 물체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과 같은 3D 얼굴인식 위한 모델링, 위치 혹은 사람을 

인식해야 하는 휴먼로봇비전,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 공정 검사를 위한 

산업로봇비전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3D 측정으로부터 측정된 3D 정보 및 컴퓨터 

그래픽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생성된 3D 정보를 3D 가시화에서 입체감 있게 

보여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3-1은 3D 가시화에 대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３-1 3D 가시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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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2 3D 시스템 융합    

 

３３３３....２２２２    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    비전비전비전비전    

전통적인 스테레오 비전 방법은 크게 passive 방식과 active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3]. 그림 3-2는 각 passive 방식과 active 방식간의 장단점과 두 시스템의 

장점을 system fusion 방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두 대로 이루어진 passive 방식은 두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대응점을 찾고 3D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간단하지만, 얼굴과 같이 

특징을 찾기 힘든 물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Active 방식은 물체에 레이저나 

빛과 같은 패턴을 투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3D를 복원 하는 방식으로 얼굴과 

같이 특징을 찾기 힘든 곳에 적당하다. Active 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은 한 대의 

카메라와 한 대의 프로젝터로 이루어진 structured light 방식이다. 이것은 

프로젝터가 패턴을 투사하고 투사된 패턴이 맺힌 물체를 카메라로 획득 기존에 

카메라와 프로젝터 간 보정을 통하여 관계를 고려하여 3D를 복원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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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3 카메라 프로젝터 동기화    

프로젝터가 투사한 패턴과 물체에 맺힌 패턴의 반사도로 인해 때때로 복원의 

어려움이 있다.  

구조적 조명 방식은 크게 one shot 방식과 sequential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One-shot이 빠른 복원 속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sequential은 많은 데이터 

복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 3D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도 중요 

하지만 많은 데이터 복원도 필요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그림 3–3 와 

같이 카메라와 프로젝터 간의 동기화를 통하여 수행 시간 문제를 해결 하였다. 

50ms 간격으로 패턴을 투사하고 영상을 취득하였다 

    

３３３３....２２２２....１１１１    표준표준표준표준    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    비전비전비전비전    ((((평행평행평행평행    기하기하기하기하))))    

과거 스테레오 비전의 경우 두 개 카메라가 평행 하다는 가정을 두고 3D 복원을 

하였다. 이때 대응점 문제는 두 카메라가 평행 하다는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2D 

검색이 아닌 1D 검색이 되게 된다. 그러나 두 카메라가 평행 하다는 가정은 실제 

환경에서는 큰 제약이 되게 됨으로 등극선 기하를 이용한 스테레오 비전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3-4는 표준 스테레오 비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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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4 표준 스테레오 비전의 예    

 

３３３３....２２２２....２２２２    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    비전비전비전비전    ((((등극선등극선등극선등극선    기하기하기하기하))))    

표준 스테레오 비전은 두 카메라가 평행 해야 한다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 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 하기 위해 rectification 등과 같은 접근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영상에 의존 하게 된다. 그러나 등극선 기하를 이용한 스테레오 

비전의 경우 카메라의 위치에 상관 없이 3D 복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대응점 

찾기는 다른 편의 대응점은 등극선 위에 존재 하기 때문에 2D 검색이 아닌 1D 

검색이 된다. 그림 3-5는 verged 방식의 스테레오 비전의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３-5 일반 스테레오 비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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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스템은 두 대의 카메라와 하나의 프로젝터로 구성된 

스테레오 비전과 구조적 조명의 혼합 방식이다. 통적인 표준 스테레오 비전의 경우 

두 카메라가 정확히 평행 해야 유클리디안 복원이 된다는 가정이 필요로 하여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경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등극선 

기하를 이용한 3D 복원의 경우 카메라의 위치에 상관 없이 3D 정보를 복원 할 수 

있다. 그림 3–6은 다양한 카메라 환경에서의 상자 복원 결과를 보이고 있다.  

(a) 평행 환경 

 

  

  

 (b) 대각 환경 

 

  

  

(c) 상하 환경 

 

  

  

그림 ３-6 다양한 카메라 셋에서 복원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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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의 복원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등극선 기하를 이용한 방식의 경우 

카메라의 위치에 상관 없이 3D 정보를 복원해 낼 수 있다. 실제 인식 

시스템에서는 그림 3–6 (a)의 경우와 같이 verged 방식의 스테레오 비전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카메라의 위치는 어느 곳이라도 상관 없다. 

 

３３３３....３３３３    공간공간공간공간    부호부호부호부호    패턴패턴패턴패턴    

 구조적 패턴을 이용한 복원은 크게 one shot 패턴과 sequential 패턴을 이용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One shot 패턴의 경우 한 장의 패턴을 사용하여 얼굴에 

feature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간 효율을 좋으나 복원 데이터가 적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Sequential 패턴의 경우 여러 장의 패턴을 사용하여 feature를 공간 

부호화 하여 제공하여 복원 데이터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시간은 더 걸린다.  

 

３３３３....３３３３....１１１１     이진이진이진이진    공간공간공간공간    부호화부호화부호화부호화    

이진 공간 부화의 경우 얼굴의 패턴이 맺히는 곳과 맺히지 않는 곳에 각각 1, 0의 

코드를 누적하여 최종적으로 누적된 이진 코드를 제공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7은 사용된 이진 패턴과 생성된 코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３-7 사용된 이진 패턴 및 생성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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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은 이진 패턴을 실제 얼굴에 투사한 예로써 투사된 패턴과 입력 받은 

좌우 영상이다.  

    

３３３３....３３３３....２２２２    칼라칼라칼라칼라    공간공간공간공간    부호화부호화부호화부호화    

그림 3-9는 생성된 칼라 스타형 패턴의 예를 보이고 있다. MHD(Maximum Hue 

Distance)의 값을 갖도록 hue의 degree가 144도 차이가 나도록 패턴을 설계 

하였다. HMD가 되도록 0, 144, 288, 72, 216도 순으로 스타형 기본 패턴을 만들고 

추후 이를 5단계로 다시 세분화 하는 3-스타형으로 그림 3–10과 같이 패턴을  

 
 

(a) 패턴 생성법    (b) 기본 패턴    

그림 ３-9 생성된 스타형 패턴 

No. 1 2 3 4 5 6 7 

(a) 

       

(b) 

       

(c) 

       

그림 ３-8 사용된 패턴 및 예제 (a) 사용패턴 (b) 왼쪽 영상 (c) 오른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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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2 3 

(a) 

   

(b) 

   

(c) 

   

그림 ３-10 칼라 공간 부호 패턴 (a) 칼라 패턴 (b) 왼쪽 영상 (c) 오른쪽 영상    

생성 하였다.   

    

３３３３....４４４４    구축된구축된구축된구축된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본 논문은 3차원 얼굴인식 시스템 구축에 목적 있으므로 인식에 적당한 

sequential 패턴을 사용하였으면 실제 모델링 시간은 수 초로 실제 인식기에 

적용하기에 합당 하였다. 또한 스테레오 비전과 구조적 조명 시스템의 장점을 

더하고 단점을 상쇄 하기 위해 두 시스템의 fusion을 통해 목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프로젝터는 단순히 특징 제공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기존 

구조적 조명 방법이 카메라와 프로젝터간의 보정이 필요한 반면 본 시스템의 경우 

추 후 프로젝터 외에 레이저나 적외선 패턴 등과 같은 새로운 특징 제공 장치를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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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1 3D 모델링 진행 절차 

프로젝터는 패턴을 투사하여 feature를 제공하고, 스테레오 비전 방식에 의해 3D 

복원을 하였다. 전체 진행 절차는 그림 3–11 와 같다. Off-line 단계로 camera 

calibration과 fundamental matrix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 인식기에서 

중요한 단계인 on-line 단계의 경우 패턴 투사를 통한 feature 제공, feature를 

통한 대응점 찾기, 끝으로 off-line 정보와 on-line를 이용하여 최종 3D 복원 

단계가 있다. 그림 3-1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스템 개략도와 구성도 이다. 

  

(a) 시스템 개략도 (b) 시스템 구성 

그림 ３-12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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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단계에서 실체 패턴 투사 후 얼굴 모델링 과정을 살펴 보면 패턴 투사 

후 패턴이 투사된 얼굴 영상들을 획득 한다. 그 후 snak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ackground를 제거하고 얼굴 영역을 검출 해 낸다. 다음 전처리 단으로 검출된 

얼굴 영역을 dilation와 erode 과정을 통해 얼굴 영역을 확실하게 해주고 전처리 

된 영상으로부터 code를 생성한다. 생성된 코드를 10진수화 하고 이를 다시 

세선화 작업한다. 그 후 코드 보간 단계를 거치고 대응점 매칭을 하여 삼각 

측량법을 통해 최종 3차원 복원을 하게 된다.  

 

３３３３....４４４４....１１１１    패턴패턴패턴패턴    투사투사투사투사    및및및및    영상영상영상영상    취득취득취득취득    

 

그림 3-13은 이진과 칼라 패턴 예를 보이고 있다. 투사 패턴의 경우 수직형, 

수평형, 대각형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얼굴 에 있어서 수직형과 수평형은 

그림 3–14 와 같이 모호성을 갖게 된다. 수직 패턴의 경우 패턴이 코 영역과 같은 

돌출부에 맺히게 되면 패턴이 영상에서 좌우로 넓게 맺히기 때문에 정확한 패턴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수평 패턴의 경우 복원 후 curvature의 모호성이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a) 이진 패턴 (b) 칼라 패턴 

그림 ３-13 방향에 따른 다양한 패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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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호 영역 (b) 모호 특징 

그림 ３-14 패턴에 따른 모호성 

 

   

(a) 수평형 복원 (b) 수직형 복원 (c) 대각형 복원 

그림 ３-15 패턴에 따른 석고상 복원 결과 

 

본 논문에서는 두 패턴의 중간 단계인 대각형 패턴을 이용하였다. 그림 3-15는 

수직, 수평, 대각형 패턴에 대하여 각각 석고상을 복원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３３３３....４４４４....２２２２    배경배경배경배경    제거제거제거제거    및및및및    얼굴얼굴얼굴얼굴    영역영역영역영역    검출검출검출검출    

본 논문의 3D 인식 시스템의 장점은 입력 장치를 제어 할 수 있으므로 인식에 

적당한 데이터를 바로 획득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개된 3D 얼굴 데이터나 상업용 

3D 얼굴 취득 장비의 경우 배경까지 모델링이 되거나 얼굴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모두 복원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본 시스템에서는 전처리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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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nake 적용 후 

(b) 얼굴 영역 

masking 

(c) dilation과 

erode 적용 후 

그림 ３-16 snake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 검출 

2D 영상을 기반으로 배경을 제거 하고 얼굴 영역을 검출 하는 단계를 추가 

하였다.  

배경 제거 및 얼굴 영역 검출 단에는 snake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 본 

시스템은 3D 얼굴 인식 시스템 개발 이므로 배경은 제한적이라는 가정을 두었다. 

일정한 배경에서 snake 알고리즘은 gradient를 기반으로 에너지 변화가 심한 곳을 

찾아 주므로 제한된 배경에서 snake 알고리즘은 얼굴 영역을 잘 찾아 주게 된다. 

그러나 gradient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 적으로 잘못된 검출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dilation과 erode 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검출부를 개선 하였다. 그림 3-16은 snake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 영역 검출법을 

보이고 있다. 

 

３３３３....４４４４....３３３３    AAMAAMAAMAAM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얼굴얼굴얼굴얼굴    정보정보정보정보    획득획득획득획득    

2D 얼굴에서 눈, 코, 입의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해 AAM(Active Appearance 

Model)을 이용하였다. AAM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얼굴 

모델링 방법을 제공한다. 얼굴 모습의 통계적 모델링은 Turk 와 Pentland에 의해 

주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통해 얼굴을 평균 얼굴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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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얼굴 shape 모델링 

   

(b) 얼굴 texture 모델링 

그림 ３-17 AAM을 이용한 2D 얼굴 모델링 

축에 대한 가중치로써 얼굴을 표현하여 얼굴 식별을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AAM에서 얼굴의 모습은 shape과 texture에 의해 정의된다[11]. 

AAM에서 얼굴의 모양은 영상 내에 있는 n개의 2D 특징점의 집합이다.  

1 1[ , , , , ]Tn nx x y x y= L  (3.1) 

얼굴의 texture는 영상에서 얼굴 모양 안에 있는 m 개의 화소 값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 , , ]T
mg g g= L  (3.2) 

이들 x, g 벡터를 모아 정규화를 수행하고, PCA를 적용시키면 임의의 shape과 

texture에 대해 식(3.3), 식(3.4)와 같이 표현된다.  

s sx x Pb= +  (3.3) 

g gg g P b= +  (3.4) 

여기서 sP 는 x 에 대해 PCA를 통해 얻어진 축이고, gP 는 g 에 대해 PC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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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어진 축이다. sb 와 gb 는 각각 shape과 texture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sb 와 gb 는 주어진 얼굴의 shape과 texture를 규정하는 특징 

정보가 된다. gb 와 gb 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해 이를 합쳐서 하나의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이들 b 벡터들을 모아 행렬로 만들어 PCA를 적용하면 

shape과 texture가 조합된 모델(Combined Model)을 얻을 수 있다.  

( )

( )

T
s s s

T
g s

W b W x x
b

b PW g g

   −
= =    −   

 (3.5) 

b Qc=  (3.6) 

 

결국 임의의 얼굴은 c 파라미터 하나에 의해 shape과 texture가 결정되고 이는 

각각의 얼굴을 대표하는 특징 정보가 된다. AAM에는 이렇게 c 파라미터로 2D 

얼굴 shape을 모델링 한다. 여기서 는 shape과 texture 축에 대한 분산을 고려한 

가중치 행렬이다[11].  

그림 3–18 은 modeling을 위한 train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 initial 

shape을 얼굴에 적당히 fitting 시키고 train 시키는 과정을 반복 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shape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 입력 에 빠르게 얼굴에 fitting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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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hape (b) shape fitting 

그림 ３-18 얼굴 모델링은 위한 train 과정 

 

AAM을 이용한 fitting은 initial mean shape이 필요한데 이때 초기 mean 

shape의 초기 위치가 fitting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Mean shape의 초기 

위치는 P. Viola가 제안한 Haar-like 특징을 이용한 빠른 객체 검출 방법[12]을 

이용하였다. P. Viola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매우 빠르게 얼굴을 

검출한다. 첫 번째는 계단식(cascade) 검출을 통해 확실하게 얼굴이 아닌 부분을 

매우 빠르게 제거하고 확실하게 얼굴 영역으로 추정된 영역에 대해서만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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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계단식 검출 (b) Haar-like 특징 

그림 ３-19 얼굴 검출 

 

특징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 화소 값 대신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얼굴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검출기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정교한 검출을 위한 

특징 패턴의 수도 증가한다. 그림 3-19는 얼굴 검출 개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순화된 Haar-like 특징을 사용시 큰 문제는 수십 만개에 특징 중에서 

어떤 특징이 얼굴 검출에 유용한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스팅 방법을 사용한다[12]. 각 단계에서 최적의 특징 패턴을 선택하기 위해 

약한(weak) 분류기 여러 개를 만들고 각 분류기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강한(strong) 분류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찾은 얼굴의 대략적인 위치를 통해 initial mean shape을 놓고 fitting을 

통하여 shape fitting을 하게 된다. 그림 3-20은 얼굴 검출과 정보 획득에 대한 

예를 보이고 있다. (a)는 처음 입력 받은 영상이고 (b)는 P. Viola가 제안한 

Haar-like 이용한 얼굴 검출로 얼굴의 위치를 파악을 나타낸다. (c)는 얼굴 

위치에 initial shape주고, (d) fitting된 shape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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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영상 (b) 얼굴 검출 

  

 

(c) initial shape (d) shape fitting 

그림 ３-20 AAM을 이용한 얼굴 정보 획득    

 

３３３３....４４４４....４４４４    코드코드코드코드    생성생성생성생성    

얼굴 영역 검출 후 영역 내에서만 code 를 생성하였다. 이진 패턴의 경우 2 진화 

하였고 칼라 패턴의 경우 5 진화 하여 code 를 생성 하였다. 이 후 생성된 

2 진수(이진) 및 5 진수(칼라)를 10 진수화 하여 feature 를 생성하였다. 그림 3–21 

는 코드 테이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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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진 공간 부호 (b) 칼라 공간 부호    

그림 ３-21 패턴 별 코드북 예 

 

   

(a) 왼쪽 영상 (b) 오른쪽 영상 

 그림 ３-22 10진수화 후 영상화 (a) 왼쪽 영상 (b) 오른쪽 영상 

그림 3–22 는 10 진수화 후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코드는 왼쪽 0 부터 오른쪽 

127(이진) 혹은 125(칼라) 까지 코드화 됨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영상이 

밝아진다. 

 

３３３３....４４４４....５５５５    세선화세선화세선화세선화    

등극선 기하를 통한 대응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세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선화 과정이 없다면 한 줄의 패턴은 영상에서 여러 픽셀에 맺히게 되기 때문에 

모호성이 발생 하기 된다. 세선화 과정은 노이즈의 영향 제거를 위해 영상에 맺힌 

패턴 픽셀이 임계치 이상이 되는 것만을 세선화 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세선화 

결과는 그림 3–2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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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왼쪽 영상 (b) 오른쪽 영상    

그림 ３-23 세선화 결과 

 

３３３３....４４４４....６６６６    코드코드코드코드    보간보간보간보간    

 

지금까지 결과만을 이용하여 3D 복원을 한다면 그림 3–24 와 같은 sparse 

map 이 생성된다. 그러나 인식을 위해서는 dense map 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3D 보간으로 해결 할 수 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코드 보간법을 통한 dense map 

생성을 제안 한다. 사람의 얼굴은 연결되어 있으며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3 차원 공간 상에서 이웃 픽셀간의 차는 크지 않다는 정보를 이용하였다. 

그림 3-25 는 간단한 코드 보간의 예를 보이고 있다. 

 

 
 

(a) 입력 영상 (b) 복원 결과 

그림 ３-24 복원된 sparse map의 다양한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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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25 코드 보간 예 

 

 

(a) 매칭 수 부족 

 

(b) 반복 및 잘못된 매칭 

그림 ３-26 잘못된 보간의 예 

 

단순 코드 보간 법을 이용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 한다. 기존 방법과 같이 보간 

값 자체를 절대 코드로 생각하게 되면 그림 3–26 (a)와 같이 실제 보간 되는 부분 

많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만약 소수점 둘째 자리를 무시 하게 된다면 

그림 3–26 (b) 와 같이 반복 혹은 잘못된 매칭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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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등극선 위에 임계치 보다 작은 값 중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것으로 해결 

하였다.  

    

３３３３....４４４４....７７７７    보정된보정된보정된보정된 3D  3D  3D  3D 복원복원복원복원    

 

앞서 제안된 코드 보간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림 3–24 와 같이 sparse map 

으로 복원 된다. 이러한 sparse map 데이터는 인식에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안된 코드 보간법을 사용하여 dense map 복원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림 3-

27 은 dense map 에 대한 다양한 뷰를 보이고 있다. 

 

 

 
 

(a) 입력 영상 (b) 복원 결과 

그림 ３-27 코드 보간법을 통해 복원된 dense map의 다양한 뷰 



 ３７ 

 

제제제제４４４４장장장장    3D 3D 3D 3D 얼굴인식얼굴인식얼굴인식얼굴인식    

본 장에서는 왜 2D 얼굴 인식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 보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3D 얼굴 인식 기법 및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 

본다.  

 

４４４４....１１１１    2D 2D 2D 2D 얼굴얼굴얼굴얼굴    인식의인식의인식의인식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a) 조명변화 

 

(b) 포즈변화 

그림 ４-1 2D 얼굴 영상의 취약점 

 

2D 얼굴 영상의 경우 조명 및 포즈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그럼 4–1 은 2D 얼굴 

영상의 취약점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3D 얼굴 인식이 

최근 많이 연구 되고 있다[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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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４４４....２２２２    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 3D  3D  3D  3D 얼굴얼굴얼굴얼굴    인식인식인식인식    연구연구연구연구    

 

3D 얼굴인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 Cartoux et al.[13] 는 range 

영상으로 부터 segmenting 된 얼굴의 bilateral symmetry plane 과 principal 

curvature 기반의 에 의해 인식하였고, Lee and Milios[14]는 range image 에서 

mean 의 sign 과 gaussian curvature 를 기반으로 convex region 를 segment 하고 

Extended Gaussian Imgae(EGI)를 각 convex region 에 대하여 create 한다. 

하지만, EGI 는 물체의 크기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 그래서 두 개의 비슷한 

shape 을 갖지만 다른 크기의 얼굴은 EGI 표현에 의해 구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Gordon[15] 또한 mean 과 Gaussian curvature 를 기반으로 

segmentation 을 했다. Segmentation 으로부터 코 지역과 ridge 와 valley line 이 

표준 포즈에 대해 register 에 사용 되었다. Matching 은 Resister 된 probe 와 

gallery surface 사이의 volume 차에 의해 계산 하여 실행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른 크기를 갖지만 비슷한 shape 을 갖는 얼굴에 대해 처리 할 수 있다. 

Nagamine et al. [16]는 five feature point 를 찾고 이러한 feature points 를  face 

pose 에 대해 표준화 하는데 사용하여 얼굴 data 를 통해 다양한 curve 를 

matching 하여 3D 얼굴인식을 했다. Best recognition rate 는 얼굴의 중앙 부분을 

통과 하는 vertical profile curve 에서 나타났다. Achermann et al.[17] 는 2D 

recognition 에서 접근 방법과 같이 range 영상들을 eigenface 와 hidden Markov 

model 로 확장 하여 사용 하였다. Tanaka et al.[18] 는 curvature 기반으로 

segmentation 하고 Extended Gaussian Image(EGI)를 이용하여 얼굴을 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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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Lao et al.[19] 는 stereo image 로부터의 sparse depth map 을 사용하여 3D 

얼굴 인식을 실행 하였다. Iso-luminance contours 는 stereo matching 하는데 

사용 되었다. 2D edge 와 iso-luminance contours irises 를 찾는데 사용 되었다. 

Moreno and co-workers[20]는 우선 Gaussian curvature 를 기반으로 

segmentation 하고 segmented region 을 기반으로 feature vector 를 만들어 내어 

인식 하였다. Lee and co-workers[21]는 nose tip 를 찾고 depth 영상의 

sequence 에서 얼굴의 contours 를 기반으로 feature vector 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contour-oriented method 는 다른 method 들에 비해 강력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ng et al.[22] 2D 와 3D image 를 사용하였다. 3D image 는 개인에 

대해 gallery image 처럼 사용 하였고 3D image 의 three normal components 의 

weighted sum 은 다른 조명 효과를 갖는 2D image 를 produce (synthetic) 하는데 

사용 하였다. Medioni et al.[23] 는 gallery face surface 에 대하여 probe face 

surface 를 iterative closest point(ICP)를 사용 하여 3D 얼굴 인식을 하였다. 

Hesher et al.[24] 는 다른 크기의 영상 사이즈와 다양한 수의 eigenvector 를 

사용하여 인식 하였다. Bronstein et al.[25]는 표정 변화에 의해  face shape 이 

variation 을 갖게 될 때 대응 법으로 isometric transformation 접근을 사용하여 

3D face analysis 했다. 그들이 제안한 효과적인 multi-modal 2D+3D recognition 

은 flattened textures 와 canonical image 의 eigendecomposi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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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５５５５장장장장    자동자동자동자동    3D 3D 3D 3D 얼굴얼굴얼굴얼굴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정규화정규화정규화정규화    

기존의 대부분의 3D 얼굴 인식의 경우 정규화는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 

되었으나 본 장에서는 자동 3D 얼굴 정규화를 위해 2D 정보와 3D 정보의 융합 

형태의 정규화 기법을 제안 한다. 

 

５５５５....１１１１    3D 3D 3D 3D 얼굴얼굴얼굴얼굴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얼굴 인식에 있어서 정규화 단계는 인식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다. 

2D 얼굴 인식의 경우 회전에서 자유도 2, 이동에서 2 자유도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2D 얼굴 인식에서는 눈, 코 입 등의 위치를 통해 정규화 한다. 그림 5–1 

과 같이 3D 의 경우 회전에서 자유도 3, 이동에서 자유도 3 을 갖게 됨으로 3D 

얼굴인식의 경우 정규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림 ５-1 다양한 뷰에서의 depth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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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５５５....２２２２    3D 3D 3D 3D 얼굴얼굴얼굴얼굴    정규화정규화정규화정규화        

기존의 대부분의 3D 얼굴 인식의 경우 정규화 작업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3D 얼굴 정규화를 위해 2D 정보와 3D 정보의 융합 

형태의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2D 정보 3D 정보의 융합을 통해 2D 의 장점과 3D 의 장점을 

이용하여 2D 와 3D 각각의 단점을 보완 하며 빠르게 정규화 해주는 것이다. 2D 

영상으로부터 눈 중앙점과 코(혹은 입)의 경계 위치를 찾고 양 눈의 중앙점과 

코(혹은 입)의 nose tip 세 점을 찾고 이 세 점을 이용하여 삼각형 mesh 를 만들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찾는다. 이렇게 찾은 법선 벡터를 통하여 기준 점으로 

자유도 3 을 갖는 회전과 자유도 3 을 갖는 이동을 해주어 모든 데이터를 일정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3D 얼굴 입력을 받아 모델링 과 동시에 빠르게 정규화까지 

해주게 되는 것이다. 그림 5-2 는 제안된 정규화 기법에 대한 개념도 이다. 

 

 

그림 ５-2 자동 3D 얼굴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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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６６６６장장장장        얼굴얼굴얼굴얼굴    인식인식인식인식    결과결과결과결과    

 

６６６６....１１１１    3D 3D 3D 3D 얼굴얼굴얼굴얼굴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총 15 명에 대하여 정면•상•하•좌•우 의 총 5 가지 pose 조건으로 얼굴 데이터를 

취득 하였다. 또한 각각 color sequential 방법과 binary sequential 방법으로 취득 

하여 color sequential 로 취득한 데이터는 train 으로 binary sequential 취득한 

데이터는 test 로 사용 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얼굴 데이터는 texture map 과 point 

cloud 그리고 양 눈, 입(코)의 3D 정보와 이 세 점이 이루는 평명의 법선 벡터의 

정보를 갖게 된다.  

 

 

 

(a) 정면          (b) 상          (c) 하          (d) 좌          (e) 우 

그림 ６-1 복원된 3D 얼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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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과 같이 정규화 과정이 없으면 DB 는 같은 3D 정보를 포함 하고 있으나 

view 에 따라서 다른 3D 정보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본 시스템은 3D 얼굴 데이터 

취득과 동시에 AAM(Active Appearance Model)을 이용하여 3D 얼굴 데이터 

정규화를 한다. 그림 6–2 는 정규화 과정을 통해 추출된 양 눈, 코(입) 정보를 통한 

법선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법선 벡터는 nose top 을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다. 

법선 벡터를 3 차원 공간상의 원점으로부터 혹은 임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규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６-2 3D 얼굴 데이터와 법선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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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          (b) 상          (c) 하          (d) 좌          (e) 우 

그림 ６-3    정면으로 정규화된 3D 얼굴 DB 

 

그림 6–3 는 정면으로 정규화된 5 가지 조건의 3D 얼굴 DB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6–3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pose 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4 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당 1 개씩 depth 예를 보이고 있다. 15 명에 대하여 

1 개의 depth map 을 보이고 있는데 각 3D 얼굴을 정보를 기준으로 가작 작은 

depth 값을 0 nose top 을 255 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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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4 3D 얼굴 데이터베이스 depth map    

 

６６６６....２２２２    인식인식인식인식    실험실험실험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실험은 3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3D 획득된 texture 정보를 2D 로 

투영하여 실험한 방법과 두 번째 texture 정보를 정규화 과정을 통하여 2D 로 

투영한 실험 끝으로 정규화된 3D 정보의 depth 정보를 intensity 화하여 depth 

map 을 생성한 인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Train data 는 color sequential 로 입력 

받을 때 첫 번째 2D 입력 영상을 사용하였고, test data 는 binary sequential 로 

생성된 3D 얼굴 정보를 이용하였다. Table 6-1 은 이진과 칼라 셋과 같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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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과 DB 혹은 test 와 같이 사용 형태, 그리고 전체 사용된 데이터 수에 대한 

정보를 보이고 있다. 

Table ６-1 사용된 SET 과 TYPE 

USING SET TYPE NUMBER OF DATA 

Color sequential Gallery 5 15=75×  

Binary sequential Probe 5 15=75×  

 

Table ６-2    세 가지 인식 결과 

DB TYPE NORMALIZATION RECOGNITION RATE 

Projected 2D texture OFF 60 % (45/75) 

Projected 2D texture ON 94.67 % (71/75) 

Depth map ON 64 % (48/75) 

 

Table 6-2 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이고 있다. 테이블 6–2 의 

실험 결과는 정규화된 3D 정보의 인식률이 정규화 되지 않은 3D 정보에 비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depth 정보를 이용한 인식률이 정규화 

되지 않은 2D texture 정보를 이용한 인식률에 비해 성능 향상이 크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depth map 의 경우 nose tip 의 경우 intensity 값이 크게 그 

밑으로는 intensity 값이 작게 나타나는 depth map 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DB 취득 당시 최소 depth 에 따라서 같은 사람의 depth map 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추후 인식률 향상을 위하여 일정 깊이 값만을 이용한 depth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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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이 요구 된다. 현재 시스템은 pose normalization 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환경 요인에 대한 보정이 없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보정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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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７７７７장장장장    결론결론결론결론    및및및및    토의토의토의토의    

본 논문의 목적은 입력 단부터 인식 단까지 3D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3D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3D 입력 장치의 제어는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우선 다양한 3D 얼굴 인식 기법에 적당하게 3D 얼굴 데이터를 장치로부터 바로 

취득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많은 논문들이 3D 얼굴 데이터를 공개 된 데이터 

혹은 기존 장치들을 이용하여 혹은 manual 하게 정규화 문제를 해결한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통하면 입력 장치로부터 바로 정규화된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으므로 실제 3D 얼굴 인식 시스템에 적당하다. 3D 입력 장치 제어의 다른 

장점은 2D 정보와 3D 정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항상 3D 데이터가 

2D 데이터 보다 좋은 것은 아니고, 2D 정보의 경우 기존에 많이 연구된 2D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와 같이 배경 제거 및 얼굴 영역 검출 

및 눈, 코 영역 검출 시 2D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입력 받은 2D 정보와 

3D 정보를 이용하여 인식에 사용하므로 2D 장점과 3D 정보의 장점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사용 가능한 3D 얼굴인식 시스템을 prototype 을 

구축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 취득 시 법선 벡터를 이용한 정규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인식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규화 문제를 데이터 

취득 시부터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것이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정규화 문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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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이다. 추 후 정규화 방법에 대한 보강을 통해 인식률 향상을 예상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2 카메라, 1 프로젝터 방식은 일반적인 스테레오 비전 방식과 

구조적 조명의 장점을 이용한 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카메라의 위치에 

상관 없이 유클리디안 복원이 가능하며 프로젝터는 단순히 feature 제공만을 

하므로 향후 레이저나 적외선 패턴 등을 사용이 매우 용이한 확장성을 갖는 것이다. 

또한 본 시스템은 일반적인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에 비하여 multiple view 

geometry 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3D 복원이 가능 하므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환경에 적당하다. 본 논문은 “MULTIPLE VIEW 

GEOMETRY[9]”을 기반으로 구현 되었다. 

 

3D 인식 결과는 단순하게 depth 를 단순하게 intensity 화 하여 PCA 를 이용하여 

인식하였기 때문에 기대 보다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좀 더 정밀한 모델링 및 

정규화 기법이 필요하며, depth map 이외의 다른 인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rojected 2D texture 인식 결과는 pose 에 강인하게 정규화 됨으로 

정규화를 통하여 큰 인식률 향상을 볼 수 있었다. 향수 다양한 3D 인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추 후 연구 과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 하려 한다. 첫째로 사람에게 

거부감이 적은 특징 제공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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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람에게 직접 패턴을 투사 함으로 경우에 따라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시스템의 장점인 확장성을 바탕으로 레이저 혹은 적외선 패턴 

등과 같은 새로운 특징 제공 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 째 

camera calibration 관점에서 연구 과제 이다. 본 시스템은 off-line 단계에서 

camera calibration 을 해주었다. 이것은 카메라의 셋팅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제한된 환경에서의 3D 얼굴 인식 시스템 

목적에는 크게 반하지는 않으나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 3D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자동 초점 조정과 같은 카메라 내 외부 정보의 변화가 요구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향후 self(auto) calibration 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 되며 향 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 째 3D 얼굴 취득 장치 

관점에서 향 후 과제 이다. 현 시스템은 두 카메라의 관계가 off-line 단계에서 

찾은 F 를 통해 고정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3D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 후 휴대용 

3D 얼굴 인식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3D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multiple view 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비디오 카메라로 얼굴 영역을 돌려 찍은 후 비디오 시퀀스간의 geometry 를 

이용하여 3D 얼굴을 취득 하는 방법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네 번째 mesh 

모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 시스템은 3D point cloud 를 제공한다. 

이것은 정밀한 정보이지만 데이터 용량이 너무 크다. Mesh 모델의 경우 3D point 

cloud 보다는 정밀한 정보는 아니지만 인식에 적당할 만큼의 정밀도는 제공하면서 

용량은 현저히 줄이고, mesh 모델을 이용한 3D face anim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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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의 사용이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다섯 번째 정규화에 대한 연구이다.  

정규화 자체가 인식률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제안된 법선 벡터를 이용한 정규화는 간단하고 빠르게 회전 및 이동 의 

자유도 6 에 대한 정규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이는 실험을 통해 증명 

되었다. 그러나 depth map 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식률 저하를 볼 수 있는데 향 후 

정규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여섯 번째 휴대용 3D 얼굴 인식 

장치에 대한 연구이다. 앞서 언급된 향 후 연구 과제들을 종합해 보면 휴대 가능한 

휴대용 3D 얼굴 인식 시스템도 가능할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는 휴대 장치는 영상 

데이터만을 취득하고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처리는 것이다. 3D 모델링 및 3D 

인식기는 서버에서 담당하고 휴대 장치는 단지 영상만을 제공한다. 3D 모델링에서 

발생되는 연산량 문제는 통신을 통해 서버에서 한다면 해결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은 데이터베이스를 휴대 장치에 저장하지 않아도 됨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데이터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갖게 되며 비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용량 면에서도 장점을 갖는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이 가장 유력시 되는 휴대용 얼굴 데이터 취득 장치이다.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은 영상만을 취득하고 데이터를 특정 서버로 혹은 이동전화 

서비스사로 전송하여 처리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이 

강점으로 갖는 이동전화 서비스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통신망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부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장치 개발 완료 시 군, 경찰, 및 국가 보안 기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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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흔히 이용되는 도어락 부분, ATM, 폰뱅킹 등 민수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논문은 향후 계획 진행 될 3D 얼굴 인식 연구에 기반이 되는 prototype 

개발에 주 목적을 두고 연구 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빠른 3D 얼굴 인식기를 구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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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n automatic 3D face normalization method using 2D and 

3D face information based on stereo vision and structured light technique. At 

first, we make a 3D face data acquisition system and then propose an automatic 

3D face data normalization method. Finally, we verify proposed method using 

3D face recognition rate. 

In 3D face recognition system, because we can make proper 3D face data, to 

modify 3D face acquisition system has more advantages. In this paper, we make 

3D face recognition system that can achieve 3D face data acquisition and 3D 

face normalization at once using 2D and 3D face information. It is more suitable 

than other 3D face recognition researches that used normalized 3D face 

database or manual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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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ormalize automatically, we used both 2D and 3D information. We used 2D 

information to background remove, face region, eyes region, and nose region 

detection. Next, we used reconstructed 3D information in order to find 3 points 

and then normalize. We verified proposed automatic 3D face normalization 

method using 2.5D and depth map recognition. The result shows that proposed 

method are robust for pose variation. 

 

 

 

 

 

 

 

 

 

 

 

 

 

Key word: 3D Face Modeling, 3D Face Recognition, 3D Face Normalizatio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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