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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용자 사진에서 ASM(Active Shape Model)을 이용하여 얼굴의 각 특징 을 추출하고, 추출 된 특징 

을 이용하여 화장할 부분의 역을 생성 한다. 기존의 가상 메이크업 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수동 으로 몇 개

의 특징 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데서 불편함을 래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 메이크업 로그램에서는 

ASM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화장 효과를 표 하기 해서 기본 인 알  

블 딩을 각각 화장품의 특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자 피부색과 화장품의 색을 혼합한다. 얼굴 윤곽, , 썹, 입

술, 볼의 역을 생성하고, Foundation, Blush, Lip Stick, Lip Liner, Eye Pencil, Eye Liner, Eye Shadow 종류의 화장을 할 

수 있게 구 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facial feature areas in user picture are created by facial feature points extracted by ASM(Active Shape Model). In a existing 

virtual make-up application, users manually select a few features that are exactly. Users are uncomfortable with this method. We propose a 

virtual makeup application using ASM that does not require user input. In order to express a natural makeup, the modified alpha blendings for 

each cosmetic are used to blend skin color with cosmetic color. The Virtual makeup application was implemented to apply Foundation, Blush, 

Lip Stick, Lip Liner, Eye Pencil, Eye Liner and Eye Shadow.

키워드 

가상 메이크업, ASM, 얼굴 특징 역 검출, 알  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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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입  매는 

화가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구입은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지만, 상품을 직  보거나 살펴볼 수가 없기 때

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은 

구입자의 얼굴 유형  피부 톤에 따라 한 제품을 선

택해야 하기 때문에 신 한 구입을 요구한다. 하지만 매

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테스

트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제품 는 사용해보지 않

은 제품의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크다.

온라인상에서 사용자가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가상 으로 보여주기 한 방법들이 있다. 

미리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1]과 사용자의 사

진 에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가상 으로 화장한 모습

을 보여주는 방법[2] 이 있다. 얼굴 특징 역을 추출하

여 화장품을 선택 시 자동으로 화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

는 방법[3][4][5]이 있다. 마우스로는 세 하게 화장하기

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

다. 후자의 방법에서 자동 으로 얼굴 특징 역을 추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개의 주요 특징 들을 사용자

가 직  선택하면, 그 특징 들을 바탕으로 얼굴 특징 

역을 추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의 방법에서 사용자가 주요 특징 

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해, 사용자의 

어떠한 입력 없이도 자동 으로 얼굴 특징 역을 추

출할 수 있는 ASM(Active Shape Model)[6] 방법을 용

하여 가상 메이크업을 구 한다. ASM은 많은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복잡한 모델에서는 검출 시간이 오래 

걸려 실시간으로 사용이 제한 이다. 가상 메이크업에

서는 ASM을 용한 사례가 없고, 실시간 얼굴 검출은 

요하지 않다. ASM을 이용한 얼굴 특징  검출은 느리

지만 한 번에 얼굴 특징  모두를 정확히 찾기 때문에 가

상 메이크업 로그램에 합하다. 추출된 얼굴 특징 

역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화장 효과를 보여주기  기

본 인 알  블 딩(Alpha Blending)을 각각 화장품의 

종류에 맞게 변형하여 화장 효과를 표 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Ⅱ. 본  론

2.1 ASM(Active Shape Model)[6]

ASM은 통계 인 모델을 이용한 특징 들을 추출하

는 방법으로, 얼굴의 특징  추출을 해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방법 의 하나이다.

ASM에서 shape 모델을 만드는 학습 과정은 학습 데

이터로부터 라벨링된 특징 (landmark) 들을 이용하여 

평균 인 shape를 구한다. 이러한 shape 모델은 식 (1)처

럼 표 된다. 

≈                                (1)

식 (1)에서 는 평균 shape 벡터이고, P는 shape의 공

분산에 한 고유 벡터의 열로 구성된 행렬이며, b는 

shape 라미터를 원소로 하여 구성된 벡터이다.

학습 된 Shape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 (landmark)들

을 추출하는 과정은 기의 모양을 shape 모델과 입력 

상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그 후 b를 구해서 제한 조건 범

 밖에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한 후 b의 모든 값들이 제한 

조건 범 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ASM의 구 은 C++로 구 된 오  소스 Stasm2.4[7]

를 이용하 다. 학습 데이터는 Stasm2.4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XM2VTS[8]의 68개 landmark(그림 1)를 사용

했다. 얼굴 특징 의 검출에서 P행렬의 20번째 열까지

의 고유 벡터를 사용하고 b의 제한조건 범 는 고유값의 

제곱근에 ±1.8로 제한했다. 입력 상에서 Viola Jones 

Detector[9]를 이용하여 얼굴을 체 역을 검출하고 그 

역에 해서 세부 인 얼굴 특징 은 ASM을 용하

여 검출한다.

그림 1. 68개의 얼굴 특징 [10]
Fig 1. 68 facial feature point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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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ASM에서 추출된 특징 들을 이용하

여 화장을 하기 한 역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자연스

러운 역 생성을 카티물-롬 스 라인(Catmull-Rom 

Spline)[11]방법을 이용해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한다. 

그 후 Flood fill[12]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윤곽 안

을 채워서 색 혼합 시 사용되는 특징 역(마스크 이미

지)을 생성한다. 

2.2 Lip Liner, Lip Stick을 한 역 추출

Lip Liner, Lip Stick은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으로서 입

술 윤곽의 특징 들을 이용하여 역을 생성한다. 그림 

1에서 48, 49, 50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고, 50, 51, 

52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한다. 52, 53, 54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입술 윗선을 생성한다. 입술 아래 

선은 48, 59, 57, 55, 54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생성한다. 

그림 2. 입술 선
Fig 2. Lip Line  

최종 으로 생성된 입술 선은 그림 2와 같으며 곡선 

두께를 조 하여 Lip Liner을 한 역을 생성한다. Lip 

Stick을 한 입술 역은 입술 선의 안쪽을 채워서 생성

한다. 그림 3은 색 혼합 시 사용되는 마스크 이미지의 

를 보여 다.

 

그림 3. Lip Liner 마스크 이미지(왼쪽)와 
Lip Stick 마스크 이미지(오른쪽)

Fig 3. Lip Liner mask image(left) and Lip Stick 
mask image(right)

2.3 Eye Liner, Eye Pencil을 한 역 추출

Eye Liner, Eye Pencil은 을 부각시키기 해서 의 

윤곽선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의 특징 들을 이용하

여 Eye Liner, Eye Pencil을 한 역을 추출한다. 

Eye Liner를 한 역을 생성하기 해 그림 4의 왼

쪽과 같이 A, B, C의 새로운 특징 을 추가한다. A, B 

특징 은 27번 특징 을 기 으로 왼쪽과 쪽으로 

떨어진 치를, C는 28번 특징 을 기 으로 쪽으

로 떨어진 치로 정한다. 27, 28, 29번 특징 을 곡선

으로 연결하고, 27, A, B번을 곡선으로 연결한다. B, C, 

29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Eye Liner를 한 

윤곽선을 생성한다. 생성된 윤곽 안쪽을 채워서 Eye 

Liner를 한 역을 생성한다. 오른쪽 에 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Eye Liner를 한 역을 생성한다. 그

림 5는 색 혼합 시 사용되는 마스크 이미지의 를 보

여 다.

그림 4. Eye Liner를 한 윤곽(왼쪽)과 Eye Pencil을 
한 윤곽 (오른쪽)

Fig 4. Boundary for Eye Liner(Left) and Eye 
Pencil(right)

Eye Pencil을 한 역을 생성하기 해 그림 4의 오

른쪽과 같이 A, B의 새로운 특징 을 추가한다. A의 특

징 은 27번 특징 을 기 으로 왼쪽과 아래쪽으로 떨

어진 치를, B는 30번 특징 을 기 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진 치로 정한다. 그림 4의 오른쪽처럼 27번과 A번 

특징 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A, B, 29번 특징 을 곡선

으로 연결한다. 27, 30, 29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

여 Eye Pencil을 한 윤곽선을 생성한다. Eye Pencil은 미

간 쪽으로 갈수록 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

러운 Eye Pencil 효과를 표 하기 해서 생성된 윤곽 안

쪽을 채우고, 가우시안 블러링을 하여 Eye Pencil을 한 

역을 생성한다. 그림 6은 마스크 이미지의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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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ye Liner 마스크 이미지
Fig 5. Eye Liner mask image

그림 6. Eye Pencil 마스크 이미지
Fig 6. Eye Pencil mask image

2.4 Blush을 한 역 추출

Blush은 볼에 홍조를 나타내기 해 사용하는 화장품

으로 볼의 얼굴 윤곽  코의 특징 들을 이용해서 

Blush를 한 역을 추출한다.

그림 1에서 1, 2, 3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고 

1, 39, 3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왼쪽 볼의 

Blush를 한 윤곽을 그림 7처럼 생성한다. 오른쪽 볼

의 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Blush를 한 윤곽을 생성

한다. 

그림 7. Blush을 한 윤곽
Fig 7. Boundary for Blush

Blush는 볼을 심으로 자연스럽게 주 로 가면서 

어지기 때문에 Blush를 한 윤곽 안쪽을 채운 후 가우시

안 블러링을 여러 번 수행하여 역을 생성한다. 가우시

안 블러링으로 인하여 얼굴 윤곽을 지나는 역이 생성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한다. 그림 8은 색 혼합 시 사

용되는 마스크 이미지의 를 보여 다.

그림 8. Blush 마스크 이미지
Fig 8. Blush mask image

2.5 Foundation을 한 역 추출

Foundation은 얼굴의 체 인 피부 톤을 바꾸거나 균

일하게 하여 피부를 곱고 깨끗하게 보이게 해주는 화장

품으로 얼굴의 윤곽 특징 들을 이용하여 Foundation을 

한 역을 추출한다.

그림 1에서 0∼14번의 특징 들을 순서 로 곡선으

로 연결하여 그림 9처럼 얼굴 아래 부분의 윤곽을 생성

한다. 얼굴 윤곽의 윗부분은 머리카락에 의해 규칙성을 

찾기가 힘들고, 모양도 복잡하다. 일반 으로 화장을 하

기 해서는 이마가 다 보이도록 머리카락을 뒤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진에서 머리카락이 이마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로 보고 얼굴의 비례 율을 이용하여 

얼굴 윗부분의 윤곽을 간단히 구한다. 얼굴 윗부분의 윤

곽을 표 하기 해 그림 9처럼 A, B, C의 새로운 특징 

을 추가한다. 

그림 9. 얼굴 윤곽
Fig 9. Fac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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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되는 을 23, 46번 특징  사이의 높이에 한 

차이로 구한다. 각각 21, 15번 특징 을 기 으로 을 

1/3배하여 쪽으로 더해  치를 A, C로 선택한다. B

는 41번 특징 을 기 으로 을 2배하여 쪽으로 더해

 치로 정한다. 

Foundation을 한 역에서 , 입술 부분을 제외시

키기 해, 각각 윤곽을 구한 후 얼굴 윤곽 안쪽에서 , 

입술 윤곽 안쪽을 제외한 역을 모두 채운다. 입술 윤

곽은 2.2 과 같이 구하고 의 윤곽은 그림 1에서 27, 

28, 29번의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고 27, 30, 29번의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그림 10처럼 의 윤곽을 

구한다. 오른쪽 에 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윤곽을 

구한다.

그림 10. 의 윤곽
Fig 10. Boundary eye

, 입술 역을 제외한 Foundation을 한 역은 그

림 11의 왼쪽 마스크 이미지와 같다. 한 윤곽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해서 생성된 마스크 이미지에 

가우시안 블러링을 하여 그림 11의 오른쪽과 같은 마스

크 이미지를 추가 생성한다. 이 마스크의 자세한 용도는 

3.3  Foundation을 한 색 혼합에 나와 있다.

   

그림 11. Foundation 마스크 이미지(왼쪽) 가우시안 
블러링된 Foundation 마스크 이미지(오른쪽)
Fig 11. Foundation mask image(left) and Blurred 

mask image by gaussian(right)

2.6 Eye Shadow을 한 역 추출

Eye Shadow는 두덩에 체 으로 바르거나  윗

부분만 바르는 화장품으로 의 특징 들과 썹의 특

징 들을 이용하여 Eye Shadow을 한 역을 생성한

다. Eye Shadow는 두덩에 체 으로 바르는 경우와 

일부분만 바르는 두 경우가 있다.

두덩에 체 으로 바르는 경우의 역은 그림 12

의 왼쪽처럼 21, 26번 특징  사이의 심 을 구한 후 

27의 과 2/3가 되는 치를 새로운 특징  A를 구한

다. 새로운 특징  B, C도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27, A, 

B, C, 29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고,  27, 28, 29번 특

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여 윤곽을 만든다. 반 쪽 한 

같은 방식으로 윤곽을 만든다. Eye Shadow는 썹 쪽으

로 갈수록 색이 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윤곽의 안쪽

을 채운 뒤 가우시안 블러링을 하여 역을 생성하고,  

안쪽으로 넘어가는 역은 제거한다. 그림 13은 색 혼합 

시 사용되는 마스크 이미지 를 보여 다.

  

그림 12. Eye Shadow을 한 큰 역 윤곽(왼쪽)과 
작은 역 윤곽(오른쪽)

Fig 12. Boundary for Large Eye Shadow(left) and 
boundary for Small Eye Shadow(right) 

두덩에 일부분만 바르는 경우는 그림 12의 오른쪽

처럼 25, 26번 특징 의 심 을 구한 후, 28번 특징 

과의 거리가 1/3이 되는 길이를 이라 하고, 그 치를 

새로운 특징  B로 정한다. 특징  A는 27번 특징  

로 3 /2만큼 떨어진 치로 정한다. 특징  C는 29번 

특징 을 기 으로 28번 특징 과의 1/3되는 치에

서 로 만큼 떨어진 치로 정한다. 27, A, B, C, 29번 

특징 을 곡선으로 연결하고, 27, 28, 29번 특징 을 곡

선으로 연결하여 윤곽을 만든다. 반 쪽 한 같은 방

식으로 윤곽을 만든다. 만들어진 윤곽의 안쪽을 채운 

뒤 가우시안 블러링을 하여 역을 생성하고,  안쪽

으로 넘어가는 역은 제거한다. 그림 14는 마스크 이

미지의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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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ye Shadow을 한 큰 역 마스크 이미지
Fig 13. Large Eye Shadow mask image

그림 14. 작은 역의 마스크 이미지(아래쪽)
Fig 14. Small Eye Shadow mask image(below)

Ⅲ. 색 혼합

3.1 Lip Liner, Eye Liner의 색 혼합

Lip Liner와 Eye Liner는 각각 입술과 의 윤곽을 강

조하는 화장품으로써 식 (2)와 같은 기본 인 알  블

딩(Alpha Blending)식을 이용하여 강조 효과를 다. 

2장에서 생성한 마스크 이미지를 이용해서 Lip Liner, 

Eye Liner의 각각 해당하는 역 해서만 식을 용한

다.

  ≤ ≤                 (2)

I는 사용자 사진의 색상을 나타내고, C는 화장품의 

색상을 나타낸다. α는 화장의 진하기를 결정하는 값으

로 작을수록 화장이 어지고, 클수록 화장이 진해진

다.

3.2 Eye Pencil, Eye Shadow, Blush의 색 혼합

Eye Pencil, Shadow  Blush는 화장의 진하기가 층

으로 퍼지면서 어진다. 따라서 고정된 α값을 사용

하지 않고, 가우시안 블러링된 마스크 이미지를 이용하

여 층 으로 어질 수 있도록 식 (3)과 같이 αgrd를 계

산하여 식 (2)의 α 신 입하여 색을 혼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 ≤  ≤ ≤ (3)

M(ij)은 가우시안 블러링된 마스크 이미지의 i행, j열의 

픽셀 값을 나타내고, α는 식 (2)와 같이 체 인 화장의 

진하기를 결정하는 값이다. 

3.3 Foundation을 한 색 혼합

Foundation은 얼굴의 체 인 피부 톤의 색상을 바꿔 

주는 화장품으로 기본 인 알  블 딩 식을 이용한 경

우에는 피부 결에 한 정보가 사라져 그림 15의 왼쪽 이

미지처럼 어색하게 보이게 된다. 따라서 체 인 피부 

결은 유지한 채로 체 인 피부 톤만 바꾸기 해서, 다

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식 (4)와 같이 기본 인 알

 블 딩으로 혼합된 색상 A를 k1, k2에 의해 변환된 색

상 A'을 정의한다. 식 (5)와 같이 A'이 만족해야 하는 조

건을 으로써, 평균은 변환된 색상을 유지한 채로 표

편차는 원본 사용자 사진과 같게 하는 k1, k2를 계산할 수 

있다.

′                            (4)

′    평균
′     표준편차

            (5)

식 (5)를 만족하는 k1, k2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식 

(6)처럼 k1, k2를 계산할 수 있다. 식 (6)에서 α는 A의 계산

에 사용된 식 (2)의 α값과 같고 체 인 화장의 진하기

를 결정한다. 





   ≤ 

 

             (6)

얼굴 윤곽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2.3 에

서 추가로 생성한 가우시안 블러링된 마스크 이미지를 

이용하여 윤곽 부분에서 αweight를 식(7)처럼 계산한다.  

αweight와 A'을 이용해서 최종 으로 식 (8)과 같이 색 혼

합을 한다.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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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은 Foundation을 한 역에서 가우시안 블러링

된 마스크의 i행, j열의 픽셀 값을 나타내고, I는 사용자 

사진의 색상을 나타낸다. 그림 15의 오른쪽은 제안한 식

을 사용해서 색을 혼합한 를 보여 다. 

    

그림 15. 원본 이미지( 쪽), 기본 인 알  블 딩 
용한 이미지(가운데), 제안한 식을 용한 

이미지(오른쪽)
Fig 15. Original image(upper), basic alpha blended 
image(center), proposed blended image(right)

3.4 Lip Stick을 한 색 혼합

입술의 결을 유지하기 해 Foundation의 경우처럼 식 

(4)의 A'의 값을 이용한다. Lip Stick의 경우는 입술이 윤

기 있게 보이기 해서 택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많다. 

택 효과를 주기 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입술 역의 밝기 상  n%에 해당하는 택 역 마스크 

이미지를 만든다. n은 택 효과의 분포정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분포가 커지고 낮을수록 분포가 작아진다. 

택 효과가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택 역 마스

크 이미지를 가우시안 블러링한다. 그림 16의 오른쪽은 

입술 역에서 밝기가 상  5%의 역을 택 역으로 

만든 마스크 이미지의 이다.

  

그림 16. 입술 이미지(왼쪽)와 택 마스크 이미지(오른쪽)
Fig 16. Lips image(left) and gloss mask image(right)

택 마스크 이미지를 이용하여 식(9)처럼 A'에 택 

효과를 더 해줘서 색 혼합을 한다.

′   ≤  ≤            (9)

αgloss는 택 효과의 강도를 나타내며, 클수록 택효

과가 강해진다. M(ij)는 택 효과 마스크의 i행, j열의 픽

셀 값을 나타낸다. 그림 17의 오른쪽은 택 효과를  

결과 이미지의 이다.

  

그림 17. αgloss가 0일 때 화장 후 입술(왼쪽)과 αgloss가 
0.8일 때 화장 후 입술(오른쪽)

Fig 17. if αgloss is 0, makeup lips(left) and if αgloss is 
0.8, makeup lips(right)

Ⅳ. 실험

입력 상으로 그림 18을 사용하여 제안한 가상 메이

크업 방법 로 실험한 결과는 그림 19,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ola Jones Detector를 이용하여 상 체에서 얼굴 

역만을 검출한 후 ASM을 통해 특징 을 찾는다. 그

림 19는 의  결과에 제안한 방법 로 각각 얼굴 특징 

역을 추출하기 해 필요한 특징 들을 곡선으로 연

결한 상이다. 머리카락이 이마를 반 이상 가리지 않

고, 치아가 보이지 않는 30장의 여성 얼굴 정면 사진을 

테스트한 결과 27장의 사진에서 얼굴 윤곽과 입을 제외

한 특징 들이 어떠한 사용자 입력 없이도 기존 방법과 

비슷한 수 으로 추출되었다. Foundation을 용할 때 

얼굴 윤곽부분에서 효과가  어지므로 다소 부정

확한 얼굴 윤곽 특징 들을 추출되어도 자연스럽게 표

되었다. 입 꼬리가 올라간 경우에는 입술 특징 들

이 정확히 추출 되지 않았지만, 오차 범 가 작아 사용

자가 손쉽게 특징 을 옮겨 정확한 역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1834

   

그림 18. 원본 상
Fig 18. Original image

  

그림 19. 특징   윤곽 추출
Fig 19. Extract feature points and boundary

   

그림 20. 화장 후 이미지
Fig 20. makeup image

그림 20은 추출된 얼굴 특징 역을 기반으로 

Foundation, Blush, Lip Stick, Lip Liner, Eye Pencil, Eye 

Liner, Eye Shadow의  화장품을 용한 결과 상이다. 

그림 20의 왼쪽 상은 용 후의 효과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α를 높게 용하여 화장을 진하게 표 했고, 

오른쪽 상은 자연스럽게 화장한 듯한 효과를 나타내

기 해 각각 화장품 종류에 따라 α를 히 조 하

다. 각각 화장품의 종류에 따라 실제 화장한 듯한 효과와 

α값에 따라 화장의 진하기가 다르게 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상 메이크업 로그램은  기존

의 방법과는 달리 사용자의 어떠한 추가 입력 없이도 화

장에 필요한 모든 역을 추출할 수 있어 보다 편한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다. 변형된 알  블 딩 식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화장품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 자연스러운 화

장효과를 손쉽게 구 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특징 역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

기 해 ASM에서 체 인 역을 찾고, 각각의 특징 

역에 맞게 개별 인 방법을 용할 계획이다. 정면 이

외의 사진, 치아가 보이는 사진, 머리카락이 이마를 반 

이상 가린 사진에서도 특징 역 추출과 보다 더 다양한 

화장품을 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화장법에 따라 다

르게 표  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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