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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비비비 강강강압압압적적적 333차차차원원원 얼얼얼굴굴굴 데데데이이이터터터 획획획득득득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연연연구구구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전과 눈에 거부감이 없는 850nm 파장의 근적외선
라인 레이저(linelaser)를 이용하여 취득자에게 거부감 없이 3D 얼굴 데이터를 획
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차원 얼굴인식은 조명의 밝기,포즈 변화에 따라 인식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는 단점이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3차원 얼굴인식에 대한 연구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3차원 얼굴인식 기술은 3차원 얼굴 정보를 이용하는데 3
차원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3차원 얼굴 데이터를 취득하는 시스템 또한
발전하였다.기존의 3차원 얼굴 획득 방법은 대응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패턴을 얼굴에 투사하여 3차원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얼굴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눈에 거슬리는 가시광선을 투사
함으로써 취득되는 대상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눈에 거부감이 없는 근적외선을 이용한 직선의 패턴을 얼굴에 투사함으
로 취득 대상자에게 거부감 없이 3차원 얼굴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원한 3차원 얼굴 정보는 sparsemap으로 복원되

지만 복원된 이웃하는 선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2차원 영상에서의 보간법
을 사용하여 densemap을 만들었다.복원된 결과는 약 20000포인트 이상의 3차
원 데이터로 구성되어있다.

☔ 핵심이 되는 말 :3D얼굴 모델링,3D얼굴 인식,비 강압식 3D얼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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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서서서론론론
생체인식이란 사람의 생태적,행동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

하거나 검증하는 학문 또는 기술이다.기존의 개인 인증 방법인 열쇠나
ID,패스워드 등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며 분실되었을 경우 커다란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생체인식 기술은 분실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없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은 지문인식,얼굴인식,장
문인식,손등 정맥인식,홍채인식,음성인식 등이 있다.그 중 사용자 측
면에서 가장 탁월한 시스템인 얼굴인식은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다른 인
식 방법과는 달리 이용자들에게 거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생체
정보 입력장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대상자가 자신이 검사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굴정보를 획득할 수 있
어 감시 시스템과 같은 타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적
용이 가능하다.[1-3]
초기 얼굴인식 기술은 2차원 얼굴인식 기술로,사진을 찍어 눈,코,입

과 같은 얼굴의 특징적인 위치나 크기 또는 이들 간의 거리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출발하였다.또한 90년대에는 PCA[4]를 기반으로 2차원 영상을
이용한 얼굴인식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다.2차원 얼굴인식 기술은 빠르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명의 밝기,촬영 각도에 따른 얼굴
포즈변화에 따라 인식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어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다.이러한 2차원 얼굴인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3차원 얼굴인식에 대한 연구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3차원 얼굴인식은
2차원 영상이 가지고 있는 X,Y좌표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Z라는 깊이
(depth)정보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2차원 얼굴인식의 단점인 임의의
조명과 포즈 변화에 상관없이 높은 인식률을 보장한다.[5-6]
3차원 얼굴인식 기술은 3차원 얼굴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를 위한 다양

한 3차원 얼굴 데이터 취득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3차원 얼굴의 획득 방
법에는 레이저 광 삼각법기반의 레이저 스캐너(LaserScanner)[7],두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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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이용한 스테레오 비전 방식(stereovisionsystem)[8-10],대상자
에 구조적인 패턴을 투사하여 3차원 정보를 복원하는 구조적 조명 방식
(structuredlightsystem)[11-15]등이 있다.
레이저 광 삼각법을 기반으로 하는 3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얼굴 전체

에 대하여 3차원 얼굴 데이터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지만 장비가 고가
이며,취득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스테레오 비전 방식은 2대
의 카메라를 통해 얻은 좌·우 영상의 대응점 매칭을 통한 3차원 정보 획
득 방법으로,카메라 두 대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얼
굴의 특성상 눈,코,입을 제외한 부분,예를 들어 볼이나 이마 같은 경우
는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좌·우 영상간의 정확한 대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구조적 조명 방식은 스테레오 비전 방식의 두
개의 카메라중 하나를 프로젝터로 대체한 방법이다.프로젝터에서 구조적
패턴을 얼굴에 투사하여 프로젝터 영상과 카메라 영상에서 대응점을 찾
아 3차원 데이터를 복원한다.이 방식은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구조적 패
턴을 통하여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문제점인 대응점 정합의 어려움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내부정보(intrinsic
parameter)를 알기 어렵고,취득하는 동안 얼굴에 눈에 보이는 구조적 패
턴을 투사해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스테레오 비전 방식과 눈에

거부감이 없는 850nm의 파장을 투사하는 회전이 가능한 라인 레이저(line
laser)를 결합한 3차원 얼굴 데이터 취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사람의 눈
과 일반 카메라로는 인지하기 어렵지만 특수 카메라로 취득이 가능한 라
인 레이저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대응점 문제와 얼굴에 직
접 눈부심이 큰 구조적 패턴을 투사해야한다는 기존 구조적 조명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였다.이렇게 설치된 시스템에서 얻은 좌·우 영상에 맺힌
라인을 3차원 복원함으로써 정확한 3차원 얼굴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
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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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비전 시스템(Stereovisionsystem)에 대해 기술한다.3장에서는
3차원 얼굴 획득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4장에서는 제안한 3차원 얼
굴 취득 시스템과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5장에서는 제안된 시스
템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 대해,6장에서는 결론 및 토의를 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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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비비비전전전 시시시스스스템템템(((SSSttteeerrreeeoooVVViiisssiiiooonnnSSSyyysssttteeemmm)))
본 장에서는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관련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스테레오 비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카메라 모델에 대해 알아
보고,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등극선 기하(Epipolar
geometry),기초행렬(FundamentalMatrix),삼각 측량기법(Triangulation)
을 이용한 3차원 데이터 복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또한 스테레오 비
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응점(Correspondproblem)에 대해서 간
략하게 설명한다.

222...111...카카카메메메라라라 모모모델델델(((CCCaaammmeeerrraaaMMMooodddeeelll)))
카메라는 3차원 공간을 2차원의 영상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즉,디지

털 영상은 3차원 공간의 물체가 카메라로 사영(projection)하여 얻어지게
된다.본 절에서 3차원 공간과 2차원 영상과의 관계를 설명할 카메라 모
델을 핀홀(pinhole)카메라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림 2-1핀홀 카메라 모델

그림 2-1은 핀홀 카메라 모델을 나타낸다.C는 카메라 중심(camera
centre)또는 광학적 중심(opticalcenter)라 하며,카메라 중심과 영상평면
(imageplane)을 수직으로 지나는 선을 광축(principalaxis)라고 한다.또
한 광축과 영상평면이 만나는 점 P를 주점(principalpoint),카메라 중심
C와 영상평면과의 거리를 초점거리(focallength)라 한다.그림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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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차원 공간상의 점     가 영상평면(imageplane)에 영상 좌
표   로 사영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영상좌표는 Z값이 없
는 2차원 좌표이므로 값인 를 무시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1)

이것을 동차좌표계(Homogeneouscoordinate)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2)

식 (2.2)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3)
   (2.4)

식 (2.3)에서 는 3차원 공간의 점을 동차좌표계로 표현한

  이고,는 동차좌표계로 표현한 2차원 영상 좌표이다.행렬
P는 3차원 공간의 점을 영상좌표로 사영시키기 위한 × 크기의 행렬로
서 카메라 사영 행렬(cameraprojectionmatrix)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점 가 영상 평면에 사영된 좌표 는 주점
(principalpoint)을 원점으로 한 카메라 좌표(cameracoordinate)이며 이
좌표는 영상 좌표 (imagecoordinate)로 변환이 필요하다.
그림 2-2는 영상 좌표계(Image coordinate system)와 카메라 좌표계

(Cameracoordinatesystem)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점 P는 영상 평
면의 주점으로 영상좌표에서  의 좌표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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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영상좌표  와 카메라 좌표  

3차원 공간상의 점 가 영상 좌표로 다음과 같이 사영이 된다.

↦ 
 (2.5)

식 (2.5)를 동차좌표계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다.













↦
















































(2.6)

식 (2.6)을 식 (2.7)의 캘리브레이션 행렬(calibrationmatrix)K를 이용
하여 정리해보면 식 (2.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7)

   (2.8)

식 (2.8)에서 은  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3차원 공간의 점을 카메라 좌표계로 표현하였지만,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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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차원 공간의 좌표는 사용자가 원점과 좌표축을 정하는 세계 좌표
계(worldcoordinatesystem)를 사용한다.따라서 세계 좌표계상의 한 점
의 3차원 좌표를 영상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세계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와의 관계를 알아야만 한다.

그림 2-3.세계 좌표계(Worldcoordinatesystem)와 카메라 좌표계
(Cameracoordinatesystem)의 유클리디안 변환

그림 2-3은 를 원점으로 하는 세계 좌표계와 를 원점으로 하는 카
메라 좌표계의 유클리디안 변환관계를 나타낸다.이 변환관계는 회전
(rotation)과 이동(translation) 로 표현할 수 있다.회전을 나타
내는 은 ×의 행렬이며,이동을 나타내는 는 ×의 벡터로 표현
된다.즉,과 를 통하여 카메라 좌표계(cameracoordinatesystem)와
세계 좌표계(world coordinate system)간의 강체변환(rigid body
transformation)이 표현된다.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9)





 ′

 ′

 ′





























 (2.10)

즉,카메라 모델은 그림 2-4와 같은 순서로 세계 좌표계의 한 점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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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좌표계의 좌표로 사영이 된다.

그림 2-4.영상 좌표계로 사영(projection)을 위한 순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세계 좌표계의 를 카메라 좌표계의  ′으로 변환





 ′

 ′

 ′
































 (2.11)

2.카메라 좌표계의  ′을 영상 평면에 사영












≅





























 ′

 ′

 ′






 (2.12)

3.영상 평면에 사영된 좌표를 영상 좌표계로 변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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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세계 좌표계의 3차원 좌표는 영상 좌표계의 좌표로 사영되는 과정
을 정리하면 식 (2.14)와 같다.












 







































































 (2.14)

식 (2.14)을 정리하면 식 (2.17)과 같이 ×의 행렬 P로 표현할 수 있
으며,이 행렬을 사영행렬(projectionmatrix)라고 한다.
































     













 (2.15)

⇔    (2.16)

⇔ (2.17)

사영 행렬은 카메라 모델의 내부정보를 표현하는 행렬 K와 세계 좌표
계와 카메라 좌표계의 관계를 타나내는 과 로 구성이 되며,행렬 K의
정보를 내부 변수(intrinsic parameters), 과 를 외부 변수(extrinsic
parameters)라 한다.[16]즉,×의 사영 행렬(projectionmatrix)는 ×

의 내부 변수와 ×의 외부변수로 표현된다.

222...222...카카카메메메라라라 캘캘캘리리리브브브레레레이이이션션션(((CCCaaammmeeerrraaaCCCaaallliiibbbrrraaatttiiiooonnn)))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카메라의 내부 변수(intrinsicparameters)와 외

부 변수(extrinsicparameters)를 계산하는 단계이다.[17]즉,3차원 공간의
점 와 그것의 영상 좌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영 행렬(projection
matrix)을 추정하는 단계이다.충분한 3차원 공간상의 점과 그 점에 대응
되는 영상에 맺힌 점과의 관계 ↔을 안다면 사영 매트릭스 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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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따라서 3차원 공간상의 좌표와 대응되는 영상 좌표를 알아야
만 한다.이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그림 2-5와 같이 체
크무늬의 두 개의 판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2-5.캘리브래이션 리그(Calibrationrig)

이 캘리브래이션 리그를 사용하여 3차원 공간상의 좌표를 설정하고 영
상에서 대응되는 좌표를 설정한다. 개의 3차원 좌표
 

    ⋯을 알고 있을 때,그에 대응되는 영상

좌표는    
    ⋯라 하면 3차원 좌표와 2차원 좌표

와의 관계를 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여기서 사영 행렬 는

×의 행렬로 식 (2.1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18)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식 (2.19)로 정리할 수 있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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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행렬 의 i-번째 행으로 × 벡터이다.식 (2.19)은
Rank가 2로서 두 개의 행의 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식 (2.20)과 같다.




 
































 (2.20)

위와 같이 n개의 대응점으로부터 유도된 식 (2.20)의 식을 모으면
×의 행렬 를 얻을 수 있다.따라서 이 문제는   의 형태의
식을 만족시키는 사영 행렬(projectionmatrix)를 구할 수 있다.
이는 DLT(DirectLinearTransformation)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

할 수 있다.DLT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DLT(DirectLinearTransformation)알고리즘
<목적>
 ≥ 인 3차원 좌표와 대응되는 2차원 좌표가 주어질 때  의
사영 행렬(Projectionmatrix)을 계산한다.

<알고리즘>
1.각각의 ↔ 대응점에 대한 를 구한다.이때 첫 번째 두 행만
사용한다.

2.각각의 를 사용하여 ×의 를 만든다.

3.를 SVD하여 의 마지막 열이 이다.
4.로부터 사영행렬 를 만든다.

알고리즘 2-1.DLT알고리즘

획득된  행렬은 다음과 같이 식 (2.21),(2.22)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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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위 식에서 
,   ,이다.

         (2.22)

위의 식 (2.22)에서 ×   이고 은 RQ 분리법(RQ
Decomposition)을 통하여 구한다.

   (2.23)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카메라의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캘리브레이
션 행렬(calibrationmatrix)와 외부정보인 과  를 얻을 수 있다.

222...333...등등등극극극선선선 기기기하하하(((EEEpppiiipppooolllaaarrrGGGeeeooommmeeetttrrryyy)))
등극선 기하(epipolar geometry)는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stereo

camerasystem)에서 두 영상간의 대응점(corresponding)을 찾기 위해 고
안된 스테레오 비전에서 필수적인 기하이며 카메라의 내부(intrinsic),외
부(extrinsic)정보에 따라 변하게 된다.그림 2-6은 두 개의 카메라가 이루
는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이 이루는 등극선 기하를 나타낸다.[16]

그림 2-6.등극선 기하(epipolar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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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상의 한 점 은 라는 카메라와  ′이라는 카메라의 영상
평면(imageplane)에 각각 와  ′의 좌표에 사영된다.여기서 와 ′은
등극점(epipole)으로서 카메라 중심 와  ′를 지나는 선이 영상 평면과
교차하는 점을 의미하며,두 개의 카메라 중심을 연결한 선을 기선(base
line)이라고 한다.와 두 개의 카메라 중심(cameracentre),와  ′이
이루는 평면을 등극선 평면(epipolar plane)이라 한다.등극선(epipolar
line) 과  ′은 와  ′를 연결한 선이 좌측 영상 평면에 사영된 선과 

와 와의 연결선이 우측 영상 평면에 사영된 선을 각각 표현한다.
3차원 공간상의 는 좌측 영상에서 ,우측 영상에서 ′의 좌표에 사

영이 되는데,등극선 기하를 사용하지 않고 두 영상만으로 와  ′의 관
계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하지만 등극선 기하를 이용하면 좌
측 영상에서의 는 우측 영상 평면의 등극선 ′위에 존재하게 되고,반대
로 우측 영상의 ′은 좌측 영상 평면상의 등극선 위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등극선 기하는 두 영상간의 대응점을 찾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즉,등극선 기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상 전체(eg.×)를 검
색하여 가장 비슷한 점을 찾아야 하지만,등극선 기하를 이용하면 그 검
색 범위가 크게 줄게(eg.최대 400)된다.

222...444...기기기초초초 행행행렬렬렬(((FFFuuunnndddaaammmeeennntttaaalllMMMaaatttrrriiixxx)))
기초행렬(fundamentalmatrix)은 등극선 기하(epipolargeometry)의 대

수학적 표현이다.그림 2-7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3차원 공간상의 점 는
카메라 의 영상 평면 에 상이 맺히게 되고 이 광선(ray)은 우측 영상
평면의 선  ′으로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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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좌측 영상의 는 우측 영상의 선  ′로 표현

그림 2-8과 같이 3차원 공간상의 점 는 카메라  ′의 영상 평면  ′

에 사영되고 이 광선(ray)또한 좌측 영상 평면에 선 로 표현된다.

그림 2-8.우측 영상의  ′는 우측 영상의 선 로 표현

즉,좌측 영상의 는 우측 영상의  ′로,우측 영상의  ′는 좌측영상의
로 대응된다.이는 좌측 영상의 와 대응되는  ′가 등극선  ′에 존재해
야하고,우측 영상의  ′와 대응되는 가 등극선 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 영상에서의 등극선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식(2.24)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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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인의 식을 벡터로 표현하면 식 (2.25)과 같다.

  
 (2.25)

기초 행렬(fundamentalmatrix)는 앞에서 말한 한 영상에서의 등극
선과 다른 영상에서의 점의 관계를 식 (2.26)과 (2.27)같이 표현한다.

′ (2.26)

′ (2.27)

즉,기초행렬은 두 영상 평면상의 대응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 (2.28),(2.29)를 만족시킨다.

′   (2.28)

′  (2.29)

기초 행렬 는 rank2의 × 행렬로 자유도(degreeoffreedom)는 7
이다.기초 행렬 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최소 8점 이상의 대응점을 필요로 하는
정규화된 8점 알고리즘(Normalized8-pointsalgorithm)[9]이 있다.

222...555...333차차차원원원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복복복원원원
기초 행렬(fundamental matrix)과 카메라의 내부 변수(intrinsic

parameters)를 알면, 3차원 데이터와 카메라의 외부 변수(extrinsic
parameters)를 구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의 외부 변수보다는 3
차원 데이터의 복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3차원 데이터 복원 방법인 삼각
측량(triangulation)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삼각 측량 방법은 그림 2-9
와 같이 두 대응점을 가지고 3차원 공간상의 좌표를 복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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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삼각 측량 방법을 이용한 3차원 데이터 복원

2차원 공간상의 평행이 아닌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하지
만 3차원 공간상의 평행이 아닌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
다.즉,그림 2-10에서와 같이 영상상의 노이즈나 카메라 내부 변수의 오
차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보통의 경우 두 직선이 만나지 않게 된다.따라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Linearminimization방법을 통한 삼차원 좌표의 복
원이 필요하다.

그림 2-10삼각 측량 방법을 이용한 3차원 데이터 복원 오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형적 삼각 측량 방법은 DLT(DirectLinear
Transformation)의 직접적 유사체이다.즉,각각의 영상평면에서의 대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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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이 와 ′  ′를 만족시킨다면 이 식은 에 대하여 선형적

형태인  의 형태로 결합할 수 있다.를     
로

표현하면 식 (2.30)과 같은 2개의 식을 구할 수 있다.










 (2.30)

즉 영상 평면상의 한 개의 점이 2개의 식을 구성하고,사영 행렬
(Projectionmatrix)의 자유도(degreeoffreedom)는 11이므로 6개 이상
의 대응점이 있어야 사영 행렬 를 구할 수 있다.
DLT를 통해서 구해진 행렬은 그림 2-11과 같이 4가지의 경우를 갖

게 된다.따라서 이중 3D 데이터를 역사영(backprojection)하여 깊이 정보
가 모두 양의 값을 갖는 그림 2-11의 (a)와 같은 형태의 행렬을 구한다.

(a) (b)

·

(c) (d)

그림 2-11. 사영 행렬의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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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66...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카카카메메메라라라 시시시스스스템템템(((SSSttteeerrreeeooo CCCaaammmeeerrraaaSSSyyysssttteeemmm)))
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데이터 복원시 가장 큰 문제점은 대
응점(Corresponding)문제이다.대응점 문제는 한 영상의 포인트에 대해
다른 영상에서 그에 대응하는 포인트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즉,좌측 영
상에서의 와 대응되는 우측 영상의  ′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정확한
3차원 좌표를 복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 영상의 대응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대응점을 찾는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첫째,영상의 국소 영역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대응을 수행하는 상
관 값을 이용한 방법(correlationbased method)이 있다.이 방법은 기준
영상의 국소 크기가 ×의 윈도우(window)를 설정하여 비교할 영상의
등극선상의 각 점을 중심으로 하는 윈도우의 유사성(correlation)을 측정하
여 가장 유사도가 큰 점을 대응점으로 선택한다.이 방법은 영상 패턴의
윈도우 크기에 따라 대응점이 변한다는 단점과 윈도우마다 상이한 유사
도를 가져야 정확한 대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둘째,edge,
line등의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에 대한 수치 값의 유사성을 비교
하여 대응점을 찾는 특징점을 이용한 방법(featurebased method)이 있
다.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대응점 정합이 되며,영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적절한 특징을 정의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
만 영상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특이한 특징이 없는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얼굴의 경우 그림 2-12와 같이 얼굴의 경우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

하여도 눈,코,입 영역을 제외한 볼,이마 등과 같은 피부의 경우 특징이
없고 비교하는 주변부분이 모두 비슷한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영상만을
이용하여 두 영상간의 대응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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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영상 우측 영상

·

그림 2-12.스테레오 카메라로 획득한 얼굴 영상

또한 대응점 문제에서 고려할 문제점으로는 오클루전(occlusion)과 부
정합(spuriousmatch)이 있다.오클루전은 한쪽 영상에서는 보이지만 다
른 쪽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대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통 깊이가 차이나는 굴곡이 있는 면을 스테레오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부정합이란 노이즈에 의해 잘못된 대응점을 찾는 것을 말
한다.이러한 문제점은 등극선 기하(epipolargeometry)나 특정 패턴을 대
상에 투사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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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차차차원원원 얼얼얼굴굴굴 획획획득득득 시시시스스스템템템
본장에서는 3차원 얼굴 획득 시스템(3D FaceAcquisition System)의

종류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본 논문에서 사용한 3차원 얼굴 획
득 시스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33...111...기기기존존존 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비비비전전전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비전(Stereovision)방법은 크게 Passive방식과

Active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두 카메라에서 취득된 영상만을 이용하는
Passive방식은 두 영상으로부터 대응점을 찾고 3D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간단하지만,대응점을 찾기 어려운 얼굴과 같은 물체에는 적합
한 시스템이 아니다.Active방식은 물체에 레이저나 빛과 같은 패턴을
투사하고 등극선 기하와 물체에 반사된 패턴을 이용하여 대응점을 찾고
3D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얼굴과 같이 특징을 찾기 힘든 물체를 3D 복원
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다.Active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구조적 조명
방식(StructureLightSystem)이 있다.구조적 조명 방식은 보통 한 대의
카메라와 한 대의 프로젝터로 이루어져 있다.이것은 프로젝터에서 패턴
을 투사하고 투사된 패턴이 맺힌 물체를 카메라로 획득하여 카메라와 프
로젝터와의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3차원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빛을 이용하여 패턴을 투사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물체에 맺힌 패턴의
반사도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구조적 조명 방식은 그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

다.첫째,빠른 복원 속도를 위해 구조적 패턴을 한번 투사하여 획득된
영상을 이용해서 3차원 데이터를 복원하는 One-shot방식이다.둘째,속
도보다는 정확한 많은 데이터 복원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패턴을 순차적
으로 물체에 투사하여 획득된 다수의 영상을 이용해서 3차원 데이터를
복원하는 Sequential방식이 있다.실제 3차원 얼굴 모델링은 얼굴의 굴곡
과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다수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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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하지만 구조적 조명 방식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한
계가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프로젝터가 아닌 동
기화된 카메라와 라인 레이저(LineLaser)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많
은 3차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스테레오 비전은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평행 기하 기반의 표준

스테레오 비전과 등극선 기하의 스테레오 비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준
스테레오 비전은 두 개의 카메라가 평행하다는 가정을 두고 3차원 복원
을 한다.이때 대응점 문제는 두 카메라가 평행 하다는 가정을 가졌기 때
문에 대응점을 찾는 문제는 2D가 아닌 수평한 1D 영역을 검색하는 문제
로 단순화 된다.그림 3-1은 표준 스테레오 비전의 예를 보이고 있다.그
러나 이 두 카메라가 평행하다는 가정은 실제 환경에서는 큰 제약이 되
며 두 카메라를 완벽하게 평행한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이다.따라서 표준 기하보다는 등극선 기하를 이용한 스테레오 비전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등극선 기하를 이용한 스테레오 비전은 카메라의
위치에 상관없이 3차원 복원이 가능하며 이경우이도 등극선 기하를 이용
하여 등극선상의 대응점을 찾기 때문에 대응점 문제는 2D 검색이 아닌
등극선상의 1D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다.그림 3-2는 등극선 기하 기반의
일반적인 스테레오 비전의 예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표준 스테레오 비전이 아닌 등극선 기반의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하여 3차원 복원을 하였다.이때 등극선과 레이저에
서 투사한 선이 접하는 접점을 검색하여 대응점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 3-1.표준 스테레오 비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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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등극선 기하를 이용한 일반 스테레오 비전의 예

333...222...제제제안안안된된된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대부분의 3차원 얼굴 데이터 획득 장치는 가시광선 대역의 특정 패턴

을 얼굴에 직접 투사해서 대응점 문제를 해결한다.이는 얼굴의 대부분의
영역은 다른 영역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
에 투사된 패턴을 이용하여 대응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얼
굴에 직접 특정 패턴을 투사하는 것은 취득되는 사람에게 눈부심 등과
같은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강한 빛은 눈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
다는 단점이 있다.
사람의 눈은 빛의 파장에 따라 색을 다르게 인식하지만 파장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그림 3-3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빛의 파장에 따라 크게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380nm~780nm 범위의 빛을 특정한 색으로 잘 느낄 수 있어 이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380nm 보다 짧은 파장을 갖는 것을 자외선이라고
하며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살균,화학 물질을
분해 혹은 합성하여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
다. 또한 780nm~1mm의 파장을 갖는 적외선이 있다. 적외선은
780~2000nm의 근적외선(NearInfraRed),2000~4000nm 대역의 중적외선,
4000nm보다 긴 파장을 갖는 원적외선으로 나눌 수 있다.이러한 적외선
은 가시광선과 다른 반사율을 가지고 있다는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 화폐·
문서 등의 위조검사나 감정에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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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의 파장

본 논문에서는 850nm 파장 대역을 가진 근적외선 라인 레이저(Lain
Laser)를 사용하였다.이 파장대역은 가시광선대역을 벗어난 대역의 파장
으로 사람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아서 눈부심이 없고 취득되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다.하지만 레이저의 특성상 단위면적에 큰 에너지가 집중
되어 눈 또는 피부에 노출됐을 때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레이저
의 안전등급을 확인하여야 한다.사람의 눈과 피부에 대한 최대 허용 노
출 에너지양을 MPE(Maximum PermissibleExposure)라고 하며,이것은
파장,출력 및 노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레이저 모듈에서는 MPE 값과
는 별개로 등급별로 AEL(Accessibleemissionlimit)를 두어 각각에 해당
하는 등급 및 제반사항을 적용시킨다.보통 레이저의 안전등급은 유럽규
정인 IEC 60825-1을 따르는데 안전등급을 1,1M,2,2M,3R,3B,4등급
으로 분류되며,1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올라가게 된다.우리가 사용한 레이저는 1등급의 레이저로 얼굴에 짧은
시간 투사해도 무해한 등급의 선 레이저 모듈을 사용하였다.
또한 850nm대역의 근적외선을 얼굴에 투사하였을 때 일반적인 카메라

로는 취득하기 힘들다.보통 카메라는 화질 개선의 목적으로 가시광선 대
역만 받아들일 수 있게 적외선 영역을 투과하지 못하도록 필터링을 한다.
따라서 실험을 위하여 컬러 영상과 적외선 대역의 파장까지 380nm~
950nm의 영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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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가시대역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파장대역까지 취득할 수 있는 두 대의 카메라와 하나의 회전이
가능한 850nm대역 안전등급 1의 라인 레이저(linelaser)로 그림 3-4와 같
이 구성되어 있다. 라인 레이저는 -45°~45°구간에 대해 회전이 가능하며
한 스텝간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4.제안된 시스템 구조

얼굴에 투사된 라인 레이저는 카메라로 취득된 영상에 하얀색의 선으
로 보이게 된다.이 하얀색의 선을 어떻게 잘 추출하느냐가 3차원 복원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하지만 영상 획득할 때 주변 환경에 따
라서 불필요한 빛이 들어와 얼굴에 반사되어 하얀색 선을 추출하는데 어
려움을 준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취득된 영상에 대해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레이저에
의해 반사된 라인만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구적
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기구적으로 선 레이저에 의해 반사되는 빛이
아닌 반사광은 기구적인 필터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본 시스템에서는
PM Filter와 OLPF Filter를 카메라에 장착하여 얼굴에 투영된 적외선을
추출시 주변 조명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였다.PM Filter는 측광
부로 입사되는 가시광선 주변 광원에 대한 반사광을 조절하여 절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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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또한 OLPFFilter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가시광
선~근적외선 파장 범위의 광원에 대한 양을 최적의 상태로 CCD에 전달
한다.하지만 이 방법은 쓸모없는 반사광을 100% 없앤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기구적으로 필터링을 하여 어느 정도 촬영
환경에 따라 변하는 반사광을 없애고,그 이후 취득된 영상을 후처리하여
레이저에 의해 반사되는 선을 검출 할 수 있었다.
그림 3-5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스템의 전체 진행 절차를 나타냈다.

Off-line 단계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mera calibration)과 기초 행렬
(fundamentalmatrix)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캘리브레이션 리그
(calibration rig)를 통하여 실행하였다.On-line 단계의 경우 선 레이저
(linelaser)를 이용한 Feature추출,투사된 Feature를 이용한 대응점 찾
기,최종적으로 3차원 데이터 복원을 하는 단계가 있다.

그림 3-5 3차원 모델링 절차



222666

333...333...구구구축축축된된된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장장장점점점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3차원 얼굴 데이터 취득 시스템의 장

점에 대해서 논한다.본 논문에서 시스템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데이터 취득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기존의 구조적 조명 방식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정해진 패턴을 얼굴에 투사했기 때
문에 취득되는 대상이 취득할 때 눈부심 등의 거부감이 있었다.하지만
본 시스템은 눈에 거부감이 없는 850nm의 근적외선을 얼굴에 투사하여
얼굴 영상과 얼굴에 반사된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3차원 얼굴 데이터를
복원하였다.따라서 취득되는 대상자가 일반 사진을 찍듯이 거부감 없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둘째,컬러 영상과 근적외선대역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였다.보통 컬러 영상과 근적외선의 패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카메라,즉 컬러 영상 취득을 위한 카메라와 적외선 대역을 받아
들이는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한다.이렇게 되면 적외선 카메라와 일반 카
메라와의 위치관계도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하지만
본 시스템은 가시광선 대역과 근적외선 대역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함 없이 한 번에 컬러영상과 얼굴에 투사
된 850nm대역의 근적외선을 동시에 취득하였다.즉,컬러영상을 이용한
텍스처 데이터와 3차원 Shape데이터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셋째,근적외선의 라인 레이저(linelaser)를 이용하여 3D 얼굴 데이터

를 복원하였을 때 sparsemap으로 복원이 된다.즉 모든 영역에서 데이
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맺힌 적외선 선 부분에서만 복원이
가능하므로 선 영역만 데이터가 존재한다.하지만 인식 등 다양한 어플리
케이션(application)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densemap이 필요하다.간단한
방법으로는 3D상의 보간법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
확한 보간법 적용을 위하여 2D 영상에서 검출된 이웃한 선들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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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법을 적용하여 densemap 생성을 제안하였다.얼굴의 특성상 굴곡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며 취득된 2D 영상에서 이웃하는 픽셀의 3D 복원
데이터 또한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였다.
넷째,빠른 시간 안에 20,000개가 넘는 3차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

다.Facecam,Cyberware와 같은 상용 장비와 비교하였을 때 본 시스템은
기존 상용시스템의 1/2의 수행시간으로 비슷한 양의 3차원 데이터를 복
원할 수 있으며 복원한 결과의 정확도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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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제제제안안안된된된 333차차차원원원 얼얼얼굴굴굴 취취취득득득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본 장에서는 제안된 3차원 얼굴 획득 시스템을 통한 3차원 얼굴 데이

터 복원과정에 대해서 논한다.그림 4-1은 Off-line 단계가 실행된 뒤
On-Line단계에서 실행될 3차원 얼굴 취득 알고리즘을 간단히 나타낸다.

그림 4-13차원 얼굴 취득 알고리즘(On-Line단계)

444...111...LLLiiinnneee투투투사사사 및및및 영영영상상상 취취취득득득
본 단계에서는 LineLaser를 이용하여 얼굴에 850nm대역의 Line근

적외선을 얼굴에 투사하여 그림 4-2와 같이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한다.
투사된 Line의 형태에 따라 수직형,수평형,대각형 등이 사용가능하겠지
만 하나의 Line이 얼굴의 가장 많은 영역에 맺히게 되는 수직형 Line을
사용함으로써 적은 수의 Line으로 3D 얼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따
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수직의 Line을 사용하여 복원하였다.그림 4-3은
수직형 Line을 사용하여 복원한 3D 얼굴 데이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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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좌측 영상 (b)우측 영상
그림 4-2.스테레오 카메라로 취득한 영상

그림 4-3.수직형 Line을 이용한 3차원 얼굴 데이터

444...222...배배배경경경 제제제거거거 및및및 얼얼얼굴굴굴 영영영역역역 검검검출출출
획득된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제외한 배경,머리카락 부분은 관심영역

이 아니기 때문에 복원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영역에 대한 처리가 필요
하다.즉,전체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여 얼굴 영역에 대해서만 3차
원 얼굴 복원을 하게 된다.본 시스템에서는 전처리 단계로 획득된 2D
영상을 기반으로 배경을 제거하고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을 추가하
였다.
배경 제거 및 얼굴 영역 검출 단계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우선 Viola-JonesDetector(AdaBoost)[18]를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검출하였다.PaulViola와 MichaelJ.Jones가 제안한 Viola-Jones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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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aar-likeFeature를 이용한 빠른 객체 검출 방법이다.검출된 영역을
제외한 부분은 3차원 얼굴 모델링에 필요 없는 부분으로서 무시하였다.
Viola-JonesDetector로 검출 뒤 컬러 기반의 얼굴 영역 검출 알고리즘

[19-20]과 부분적으로 잘못된 검출된 영역을 제거를 위한 모폴로지
(Morphology) 연산 dilation과 erode 과정을 적용하였다.그림 4-4는
Viola-JonesDetector와 컬러 기반의 얼굴 영역 검출법을 이용한 얼굴영역
검출법을 단계적으로 보이고 있다.

(a)원본 영상 (b)Viola-JonesDetection적용결과

(c)색상정보 이용 얼굴 검출 (d)얼굴영역 검출 결과

그림 4-4얼굴영역 검출

444...333...얼얼얼굴굴굴에에에 투투투사사사된된된 선선선 검검검출출출
라인 레이저로 얼굴에 투사된 850nm 대역의 근적외선은 얼굴에 백색

의 선의 형태로 맺히게 된다.이 선은 스테레오 비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응점 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따라서 선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이 3차원 얼굴 데이터의 복원의 정학도와 직결되게 된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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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보이는 선은 8bit흑백 영상으로 변환하였을 때 피부색과 구분이
되는 밝은 값을 가지고 있다.본 시스템에서는 픽셀 값이 180이상일 때를
얼굴에 투사된 선으로 인식을 하였다.하지만 얼굴의 코,이마등과 같은
부분에서 주변의 조명의 영향으로 180이 넘는 픽셀 값을 갖는 경우가 있
다.하지만 이러한 영역은 Labeling을 했을 때 연결된 픽셀들의 수가 적
기 때문에 모폴로지(Morphology)연산을 통하여 제거하였다.그림 4-5는
선 검출 과정을 나타낸다.

(a)원본 영상 (b)선 검출 결과 영상

그림 4-5선 검출 결과
444...444...세세세선선선화화화
등극선 기하를 이용하여 두 영상의 대응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출된 선의 세선화가 필요하다.세선화 과정이 없다면 대응점이 1대 1이
아닌 1대 다수의 점과 대응점 관계를 갖기 때문에 모호성이 발생하게 된
다.검출된 선 영상을 세선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선의 폭이 1픽셀이 되
도록 세선화 작업을 실행하였다.그림 4-6은 세선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이다.

(a)검출된 선 영상 (b)세선화 결과 영상
그림 4-6세선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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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55...대대대응응응점점점 정정정합합합

스테레오 비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응점 정합 문제를 라인 레이저와
등극선 기하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등극선 기하를 통하여 한 영상에서
의 한 점은 다른 영상의 하나의 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이것을 등극선
기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등극선(epipolarline)이라고 한다.즉,한 영상
의 한 점에 대응하는 대응점은 다른 영상의 등극선상에 존재하게 된다.
그림 4-7은 두 영상간의 등극선을 나타낸다.그림에서 보듯이 좌측영상의
점에 대한 대응점은 우측 영상의 등극선상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a)좌측 영상 (b)우측 영상(등극선)
그림 4-7두 영상간의 등극선

본 시스템에서는 대응점을 찾기 위하여 등극선과 라인 레이저의 선이
교차하는 교점을 검색하여 찾아낸 교점을 대응점으로 선택하였다.그림
4-8은 대응점을 찾기 위한 라인 레이저의 선과 등극선의 교점 영상이다.
하지만 모든 점이 대응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그림 4-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카메라의 위치 차이에 때문에 한 영상에서는 보이지만 다
른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그러한 영역은 대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3D 복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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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좌측 영상 (b)우측 영상(등극선)
그림 4-8스테레오 영상상의 대응점 정합 성공

(a)좌측 영상 (b)우측 영상(등극선)
그림 4-9스테레오 영상상의 대응점 정합 실패

444...666...데데데이이이터터터 보보보간간간
지금까지의 검출된 대응점을 이용하여 3D 얼굴 데이터를 복원하면 그

림 4-12(a)와 같이 sparsemap이 생성된다.즉,3D 데이터가 모든 영역
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라인 레이저의 선 영상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만
데이터가 존재하게 된다.그러나 인식과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
용하기 위해서는 densemap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는 3D상의 데이터
보간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보다 정밀한 3D 복원을 위하여 취
득된 2D 영상상의 투영된 선들 간의 보간법을 통한 densemap 생성을
제안하였다.
사람의 얼굴은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3D 얼굴 복원을 위한 얼굴

영역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취득된 2D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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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된 선을 하나의 영상으로 종합했을 때 이웃한 선들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정보를 이용하였다.이때 각 선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 선에 간
단한 code를 주었다.그림 4-10은 선에 주어진 code를 나타낸다.code를
가진 이웃한 선들 간의 빈 공간을 보간법을 적용하여 그림 4-11과 같이
새로운 code를 가진 선들을 생성하였고 이 선들을 이용하여 densemap
을 복원하였다.하지만 취득할 때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속도를 우선할 경
우 선간의 간격이 크게 되므로 데이터 보간법을 적용하여도 오차가 크게
된다.따라서 취득할 때 선들 간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영상을 취
득하여야 한다.그림 4-12(b)는 densemap생성을 위한 데이터 보간 결
과를 나타낸다.

그림 4-10Line구분을 위한 Code생성 그림 4-11보간법 적용 후 Data

(a)SparseMap (b)DenseMap
그림 4-12SparseMap과 Dens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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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77...333DDD 얼얼얼굴굴굴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복복복원원원
앞에서 제안한 보간법을 이용하여 3D 얼굴 데이터를 복원한다.복원방

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삼각 측량기법을 적용하여 복원하였다.그
림 4-13;은 TextureMapping통한 DenseMap의 복원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133D 얼굴 데이터 densemap복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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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본 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통한 3차원 얼굴 데이터 획득 결과에 대
해 설명한다.먼저 실험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고,Off-Line단계를 통하여
획득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행렬(cameracalibrationmatrix)과 기초행렬
(fundamentalmatrix)의 결과를 기술하였다.이어서 복원된 3차원 데이터
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555...111...실실실험험험 환환환경경경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두 대의 카메라와 눈에 거부감이 없는
850nm 파장의 라인 레이저(LineLaser)한 대로 구성되어 있다.카메라는
704×480의 해상도를 가지는 컬러 카메라로 초당 30frame을 지원한다.카
메라의 초점과 조리개는 수동으로 조절하여 실험환경에 맞는 설정을 하
였다.화이트 밸런스 또한 정확한 실험을 위하여 수동으로 조절하여 실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라인 레이저는 LANICS사의
850nm 파장의 LM-8505MS모델을 사용하였다.프로그램 코드는 matlab,
C++와 Opengl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AMD Athlon 64X23800+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본 시스템은 두 카메라 사이에 선 레이저를 설치하였으며 두 카메라의

간격과 각도는 조절이 가능하다.배경제거와 실험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
대상자 뒤에 어두운 단색의 스크린을 설치하였다.영상 취득시 대상자와
시스템과의 거리는 대략 1m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조명 환경은
선 레이저의 색과 얼굴 역의 색을 확실히 구분하고 빛의 반사로 인한 색
도 값의 차이를 막기 위하여 다소 어둡게 설정하였다.그림 5-1은 시스템
의 구성을 나타내며 그림 5-2는 시스템의 동작할 때의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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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시스템 구성

그림 5-2시스템 동작

555...222...OOOffffff---llliiinnneee단단단계계계
Off-line단계에서는 실제 영상 취득 이전에 카메라의 위치와 내부정보

를 취득하는 단계로서 시스템의 시간적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는 단계이
다.이 단계를 통하여 카메라의 내부정보를 알아내는 카메라 캘리브레이
션 행렬(cameracalibrationmatrix)과 등극선 기하의 대수학적 표현인 기
초행렬(FundamentalMatrix)을 알아낸다.또한 취득된 카메라 캘리브레이
션 행렬(CameraCalibration Matrix)과 기초행렬(FundamentalMatrix)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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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22...111...카카카메메메라라라 캘캘캘리리리브브브레레레이이이션션션(((CCCaaammmeeerrraaaCCCaaallliiibbbrrraaatttiiiooonnn)))
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mera calibration)단계는 카메라의 내부변수

(Intrinsicparameters)와 외부변수(extrinsicparameters)를 알아내는 단계
이다.즉,3차원 공간의 점이 2차원 영상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나타내
는 사영행렬(projectionmatrix)을 통하여 구하게 된다.카메라 캘리브레이
션 행렬(cameracalibrationmatrix)은 일반적으로 식 (5.1)과 같이로 표
현하며 4개의 내부 변수로 나타낸다.























 (5.1)

행렬 K에서 와 는 각각 방향과 방향의 스케일 요소(Scaling

factor)를, 는 영상평면(imageplane)의 주점의 좌표를 나타낸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2.2장에서 설명하였다.캘

리브레이션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6개 이상의 3D 상의 좌표와 대응하
는 2D 상의 좌표를 알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물체,즉
캘리브레이션 리그(CalibrationRig)를 사용하여 쉽게 3D 상의 좌표와 2D
상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그림 5-3과 같이 두 개의 직
각된 평면에 길이를 이미 알고 있는 격자무늬를 붙여 사용하였다.이미
알고 있는 3차원 좌표 점에 대한 2D 영상에서의 좌표는 cornerdet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다.

(a)좌측 영상 (a)우측 영상
그림 5-3.캘리브레이션 리그(Calibration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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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보다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위하여 140개의 점을 사용
하였다.구해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행렬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해진 캘리브레이션 행렬과 사형 행렬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를 2D 영
상에 투영을 하여 cornerdetection을 이용해 검출된 2D 좌표와 그림 5-4
와 같이 비교를 하였다.그림 5-2에서 붉은 점은 cornerdetection을 이용
해서 검출된 좌표이며,파란 점은 3D 좌표를 사형 행렬을 이용하여 2D에
투영한 좌표이다.그림과 같이 붉은 점과 파란 점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4.사형행렬을 이용한 3D 좌표의 2D 영상 투영

실험을 통하여 계산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행렬을 포함한 ×의 사
형행렬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ResidualError
를 이용하였다.

    



′′




(5.2)

′은 cornerdetection을 통한 2D 영상 좌표이고,는 이미 알고 있는
3D 좌표가 사영행렬을 통해서 2D 영상 평면에 맺힌 좌표이다.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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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가 없다고 가정하고 는 사영행렬을 통해서 3D 좌표가 2D에 투영됐
기 때문에 에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다.총 140개의 좌표에
대한 ResidualError값은 왼쪽 카메라에서 4.5746pixel이고,오른쪽 카메라
에서 4.2346pixel이다.식 5.3과 5.4는 각각 실험을 통하여 구해진 두 카메
라의 캘리브레이션 행렬이다.그리고 식 5.5와 5.6은 두 카메라의 사영행
렬(ProjectionMatrix)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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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555...222...222...기기기초초초 행행행렬렬렬(((FFFuuunnndddaaammmeeennntttaaalllMMMaaatttrrriiixxx)))
기초행렬(fundamentalmatrix)은 등극선 기하(epipolargeometry)의 대

수학적 표현이다.기초행렬은 보통 로 표현을 하며 식 5.7과 같은 수식
으로 표현을 한다.기초행렬을 구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으로는 Normalized8-pointsalgorithm으로 본 실험에서도 최소 8점의 대
응점을 이용하여 기초행렬을 구하는 Normalized8-pointsalgorithm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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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본 실험에서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140
개의 대응점을 이용하여 기초행렬을 구하였다.식 5.8은 캘리브레이션 리
그의 140개의 대응점을 이용하여 구한 기초 행렬  이다.
























 (5.8)

구해진 기초행렬을 이용하여 등극선 기하의 등극선을 그림 5-5와 같이
표현하였다.그림 5-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우측 영상에서의 한 점의 좌
표에 대한 좌측 영상의 좌표는 좌측영상에 그려진 등극선 위에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좌측 영상 (b)우측 영상

그림 5-5기초행렬을 이용한 등극선 표시

555...333...OOOnnn---LLLiiinnneee단단단계계계
Off-Line단계인 캘리브레이션 행렬과 기초행렬을 구하는 단계가 끝나

게 되면 On-Line단계를 수행한다.On-Line단계는 실제로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획득하고 대응점 정합을 통해 3D 얼굴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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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33...111...입입입력력력 영영영상상상의의의 전전전처처처리리리
On-Line처리 단계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스테레오 영

상을 대응점 정합에 알맞도록 전처리를 해줘야한다.본 절에서는 대응점
정합에 적합한 영상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전처리 과정은 그림 5-6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첫째,850nm 대역

의 선 레이저가 얼굴에 투사된 뒤,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을 취
득한다.둘째,취득된 스테레오 영상에서 얼굴을 제외한 필요 없는 영역
을 제거한다.셋째,얼굴영역에서 대응점 정합에 필요한 선 레이저가 맺
힌 부분을 검출한다.마지막으로 세선화 작업을 실행하여 검출된 선 영역
의 대응점 정합이 1:n정합이 아닌 1:1정합이 되도록 만든다.

그림 5-6전처리 과정

555...333...222...333DDD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복복복원원원
본 절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통한 3D 얼굴 데이터 복원 결과를 나타낸

다.또한 본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데이터 복원의 정확도,처리속도를
기존 상용 제품과 비교하였다.

555...333...222...111...333DDD 복복복원원원 결결결과과과 정정정확확확도도도 측측측정정정
본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기존 상용 장비와 정확도를 비교하였

다.
우선 본 시스템에 사용된 3D 복원 알고리즘의 정확도 측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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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을 이용한 3D 복원값과 상용 장비인 Cyberware Model
3030RGB/PS,Genex사의 Facecam을 이용한 3D 복원값을 실측값과 각각
비교하였다.
3D 복원 결과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크기와 각도를 이미 알고

있는 직육면체와 석고상을 사용하였다.정확도 비교를 위하여 직육면체의
실측값과 복원된 3D 복원 값과의 각도 및 길이의 차이를 비교하였고,실
제 얼굴과 비슷한 석고상을 복원함으로써 각 특징점에 대한 실측값과 복
원 값과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직육면체 꼭짓점의 3D 좌표를 복원함으로써 실제 길이와 각도와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또한 석고상의 경우 석고상의 눈,코,입 부분에 그림
5-9와 같이 검정 마커를 붙여 특징점 추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림 5-7은 실험에 사용된 직육면체를,그림 5-8은 실험에 사용된 석고

상을 보여준다.

그림 5-7실험에 사용된 직육면체

그림 5-8.실험에 사용된 석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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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육면체와 3D 복원 결과를 통한 길이와 각도는 표 5-1과 같다.

단위 :길이(㎝),각도(degree)
가로 세로 높이 각도 A 각도 B 각도 C

실측값 25 22 30.5 90 90 90
본 시스템 복원값 24.27 22.36 29.23 89.23 90.18 89.32

Facecam 25.54 21.86 29.4 90.21 89.04 90.54
Cyberware 25.68 21.52 30.75 90.07 90.51 90.76

표 5-1.직육면체를 이용한 정확도 비교

다음은 석고상을 이용한 복원 결과이다.그림 5-8과 같이 석고상에 7개
의 Landmark를 설정하여 각 Landmark간의 길이를 비교하였다.

단위 :길이(mm)
a b c d e f g

실측값 65 65 65 45 60 60 50
본 시스템 65.84 65.30 65.27 45.23 60.37 59.23 49.78
Cyberware 65.61 65.18 64.83 45.53 59.04 59.71 50.08
Facecam 65.72 65.79 65.73 45.82 60.63 60.25 50.83

표 5-2.석고상을 이용한 정확도 비교

실제 측정값과 3D 복원결과의 차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첫째,
영상 상에서의 특징점의 좌표 추출시 영상의 노이즈로 인한 에러가 발생
할 수 있다.둘째,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mera calibration)에서 발생한
에러가 3D 복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실험에서의 복원결과는 5번
입력영상을 취득하여 그 3D 복원 데이터의 평균값과 실측값과 비교를 하
였다.
실험결과 정확도면에서 상용 장비와 비교하였을 때 거의 대등한 성능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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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33...222...222...333DDD 얼얼얼굴굴굴 복복복원원원 결결결과과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하여 3D 얼굴을 복원하였

다.본 실험에서는 좌측영상 32장과 우측영상 32장,총 64장의 입력 영상
을 이용하였다.복원결과는 3D 좌표지만 Application의 사용을 위해
TextureMapping을 필요하다.Texturemapping은 선 레이저가 얼굴에
투영이 되지 않은 2D 원본 영상과 3D 좌표의 Mapping을 통하여 3D 좌
표의 Texturemapping을 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한 단계별 결과를 나타낸다.

좌측 영상 우측 영상

입력영상

선 검출

세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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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olation

3D 얼굴
데이터 복원

Texture
Mapping

그림 5-93D 얼굴 복원을 위한 단계별 결과영상

Interpolation을 하기 전 3D 복원 결과로는 11403Points가 복원되었고,
Interpolation을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34253Points를 복원하였다.복원결
과를 봤을 때 얼굴의 정면부분은 정밀하게 복원이 잘 되지만 좌측과 우
측으로 갈수록 정밀한 데이터 복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 이
유는 첫째,스테레오 카메라로 측정하여 얼굴의 좌측부분을 측정할 때 좌
측 카메라는 Line영상을 받아들이지만 우측 카메라에서는 Line이 보이지
않는 오클루전(Occlusion)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3D 복원 때 어려움이 있
다.둘째,얼굴은 전반적으로 곡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Line이 같은 간
격으로 움직여도 영상으로 취득하였을 때 정면에 맺힌 Line은 Depth의
변화가 적어 많은 영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측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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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이 조금만 움직여도 Depth의 변화가 커서 적은수의 영상이 취득된
다.따라서 복원결과 얼굴의 측면부분에서는 정밀한 데이터 복원이 힘들
다.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한 3D 얼굴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소모되는 시간

을 측정하였다.측정대상은 1m~2m의 거리에서 3D 얼굴 데이터를 복원하
였을 때 걸리는 시간을 전처리단계와 3D 복원에 필요한 시간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측정 결과는 표 5-3과 같다.

Data1 Data2 Data3
사용된 영상 수 23 31 48
총 복원 포인트 수 21327 29271 45334

소요 시간 4.479sec 7.031sec 10.426sec
포인트당 복원시간 0.21msec 0.24msec 0.23msec

표 5-3.시스템 소요 시간

또한 본 시스템과 다른 상용 장비와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석고상을
이용하여 소요 시간,사용된 영상의 Resolution,복원된 3D Point수를 측
정하였다.

#of3D points 소요 시간 사용된 영상의 Resolution
본 시스템 57,479 11.89sec 704×480
Facecam 45,562 33.95sec 640×480
Cyberware 43,093 25.41sec 512×512

표 5-4.상용 장비와 성능 비교

기존 상용 장비와의 성능 비교 결과 정확도 면에서 대등한 성능을 보
였으며,소요 시간과 복원되는 3D Point수는 상용 장비보다 우수한 성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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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결결결론론론 및및및 토토토의의의
본 논문에서는 취득대상이 거부감이 있는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안

하기 위하여 눈에 거부감이 없는 850nm 파장의 근적외선 선 레이저(Line
Laser)를 이용하여 3차원 얼굴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제안된 시스템은 850nm 파장을 취득할 수 있는 두 대의 카메라
와 회전이 가능한 한 대의 선 레이저를 이용한 능동형 스테레오 비전 시
스템(ActiveStereoVisionSystem)으로서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문제점
인 대응점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선 레이저를 얼굴에 투사함으로써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은 Off-LineProcess와 On-LineProcess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Off-LineProcess는 대상자에 대한 영상을 취득하
기 전에 미리 취득하며 취득된 결과물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행렬과 기
초행렬이다.이 Off-LineProcess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두 개
의 행렬도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간적 효율성에는 무관하다.하지만 이
단계의 정확도에 따라서 복원된 3D 데이터의 정확도가 좌우되므로 정확
한 Off-:Line단계가 중요하다.실제 대상자를 취득하는 On-LineProcess
는 실제 대상자의 얼굴에 패턴을 투사하고 취득하며 취득된 영상에 대한
전처리와 결과적으로 3D 얼굴 데이터를 복원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모
두 포함한다.따라서 On-LineProcess는 본 시스템의 시간적 효율성을 좌
우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전의 대수학적인 표현인 등극선 기하를 이

용하였다.스테레오 카메라로 획득된 두 개의 영상에서 등극선 기하를 이
용하면 2D 평면상의 한 점은 다른 쪽 2D 평면상의 하나의 선으로 표현
된다.이를 등극선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응점 문제를 검색영역이
2D의 넓은 영역에서 1D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따라서 대응점을 찾는
데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하지만 얼굴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얼굴의 선을 투사하여 정확한 대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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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야 한다.기존의 시스템은 일정한 패턴의 가시광선을 얼굴에 투사하
였다.하지만 취득되는 대상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눈에 거부감이 없는 850nm 대역의 파
장을 이용하여 Line을 얼굴에 투사하였다.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얼굴에 투사함으로써 대응점 문제와 대상자가 느꼈던 거부감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스테레오 카메라로 취득된 2D 영상에서 얼굴에 맺힌 선을 얼마나 정

확하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3D로 복원되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데이터양
이 좌우되게 된다.정확한 선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과 데이터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첫째,두 영상에서 선을 검출한
결과,오클루전 현상이 아닌 좌측영상에서는 선이 검출되었지만 우측에서
는 선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 3D 좌표를 얻을 수 없어서 복원된 데이터
양이 줄어들게 된다.이 경우는 모폴로지 연산을 통한 선의 끊어진 부분
을 연결시켜주어 해결하였다.둘째,세선화 과정에서 노이즈와 2D 영상의
왜곡으로 인한 선의 중앙부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이럴 경우
3D 복원결과 또한 약간의 에러를 가지고 있게 된다.셋째,영상에서 선이
아닌 노이즈 부분이 선으로 검출되어 등극선 기하를 이용하여 대응점을
찾을 경우 대응점이 두 개가 검색될 수 있다.이럴 경우는 검출된 선 그
룹의 픽셀수가 많은 곳의 좌표를 대응점으로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은 비주얼과 근적외선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였다.근적외선 영역의 선은 백색으로 영상에 표현되게
된다.하지만 근적외선만이 백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반사
된 영역 또한 백색으로 표현되게 된다.현재 시스템은 얼굴에 맺힌 선과
얼굴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저조도에서 영상을 획득하여 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본 시스템에서는 고정된 카메라라고 가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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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Process를 한번 진행한 후 얼굴 영상을 취득하였다.하지만 이
단계는 카메라의 위치,포커스 등이 변동됐을 경우 다시 실행해야한다.
유동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카메라의 정보 변화에 따라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행렬을 구할 수 있는 selfcalibra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둘째,현재 시스템은 주변 조명에 민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따라
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강인한 3D 얼굴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연구가 필
요하다.예를 들어,적외선 카메라와 비주얼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하여,
3D 데이터 취득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고 텍스쳐 맵핑(Texture
mapping)을 위한 영상은 비주얼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을 사용하면 주변
조명변화에 관계없이 정확한 3D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셋째,현 시스
템은 비주얼 영상을 통한 3D 복원이지만,향후에는 비주얼 영상이 아닌
열적외선(ThermalIR)카메라를 이용한 3D 모델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넷째,본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는 3D pointcloud를 제공한다.
이는 정확한 3D 정보를 제공하지만 데이터의 용량이 크다.따라서 정보
의 용량은 줄이되 얼굴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3D Meshmodel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다섯째,얼굴 데이터는 Depthmap등을 이용할 경우
조명과 포즈에 강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본 시스템에서 취득된
3D 얼굴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얼굴인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 논문은 정확하고 비 강압적인 3D 얼굴 데이터 취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개발된 시스템에서 획득된 3D 얼굴 데이터를 이용한
3D 얼굴 인식기를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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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rockKim
GraduateProgram inBiometrics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 thesis presents a non-intrusive 3D face data acquisition
system which consists ofa stereo vision system and 850nm near
infraredline-laser.

  Although2D facerecognitionsystem achievesreliablerecognition
rate,the performance can be degraded by illumination and pose
variation.Inordertoalleviatethesefactors,3D facerecognitionhave
beenreceived muchattention.Todevelop reliable3D facerecognition
system, many researchers also have focused on 3D face data
acquisition system.Previous many 3D face acquisition systems use
visiblepatternstosolvecorrespondingproblem,andthispatternmade
anyone who wantsto be verified uncomfortable.In thisthesis,we
propose a new 850nm infrared line-laserpattern for3D face data
acquisition.Withthismethodthepersontobeverifiedmayrecognize
thepattern.
With theproposed system,theobtained 3D facedataisasparse

map.Based on thedata,wemakedensemap using interpolated 2D
capturedlineimage.Thereconstructed 3D facedataconsistsofabout
over200003D point.Thisdatacan beused for3D facerecognition
effectiv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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