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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 변형 달 기법을 통한 블 드쉐입 

페이셜 리그 복제에 한 연구

송재원†, 임재호††, 이동하†††

A Study on Facial Blendshape Rig Cloning Method 

Based on Deformation Transfer Algorithm

Jaewon Song†, Jaeho Im††, Dongha Lee†††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task of transferring facial blendshape models to an arbitrary target face. 

Blendshape is a common method for the facial rig; however, production of blendshape rig is a 

time-consuming process in the current facial animation pipeline. We propose automatic blendshape facial 

rigging based on our blendshape transfer method. Our method computes the difference between source 

and target facial model and then transfers the source blendshape to the target face based on a deformation 

transfer algorithm. Our automatic method provides efficient production of a controllable digital human 

face; the results can be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games, VR chating, and AI ag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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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시간 렌더링 및 심층 학습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캐릭터의 활용은 전통적인 활

용 분야인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경계를 넘

어 판매, 상담, 교육 등 인터랙티브 서비스가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실적

인 디지털 휴먼 제작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디지털 휴먼 제작 공정은 이러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할 만큼 신속하게 디지털 캐릭

터를 제작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휴먼 제작에 있어 가장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드는 작업 중 하나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페이셜 리깅(Facial rigging) 작업이

다. 페이셜 리깅은 아티스트가 편리하게 디지털 캐릭

터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과정으로, 블렌드쉐입(Blendshape)을 활용

한 페이셜 리깅이 직관적인 작동 방식과 높은 품질로 

인하여 널리 활용된다. 블렌드쉐입의 단점은 수십∼

수백 개의 표정 셋(Set)을 일일이 아티스트가 수작업

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 주일에서 수개월까지 소모되어 디지털 휴

먼 캐릭터 제작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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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 (a) Digital double of <Logan>, (b) Real-time virtual celebrity 'Sooah', (c) Real-time virtual human 'Vincent'.

Fig. 2. Default facial model of our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미 

만들어진 블렌드쉐입을 새로운 얼굴에 대하여 복제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페이셜 리깅을 수행하는 기술

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양한 얼굴에 범용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블렌드쉐입 페이셜 리그

를 제작하고, 새로운 얼굴이 주어졌을 때 메쉬 변형 

전달(Deformation Transfer) 기법을 통하여 블렌드

쉐입 셋을 복제한다. 여기에 아티스트가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자동으로 설치

하여 완성한다. 

2. 관련 연구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 제작을 위한 페이셜 리깅은 

70년대에 처음 그 개념이 도입된 이후[1], 현재까지 

지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2,3], 2010년대 이후 

헐리우드 CG VFX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디지털 더

블(Digital Double - 실제 인물의 디지털 복제)은 실

제 인물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수준에 도달했다(Fig 

1(a)).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 캐릭터의 활용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단순히 눈으로 보는 단방향 콘텐츠 

제작을 넘어서,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Fig 1(b),(c)),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휴먼[7], 

성형수술 등 의학적 목적[8], 개인화된 아바타 생성

[9]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블렌드쉐입은 디지털 캐릭터의 미리 만들어진 얼

굴 표정들을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 하는 방

식으로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기법이다[4]. 구

현이 간단하고 아티스트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

어 프로덕션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는 블렌드쉐입을 활용한 페이셜 리깅을 다룬다. 

메쉬 변형 전달(Deformation Transfer)[5]은 삼각

형화(Triangulate)된 구조를 가진 메쉬의 변화량을 

제약 조건에 따라 다른 메쉬에 전달하는 기법으로, 

직관적인 메쉬 변형 컨트롤[10] 및 메쉬 데이터베이

스의 표준화된 파라미터 제공[11] 등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직관적인 메쉬 변형 컨트롤은 아티스

트가 눈으로 보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얼굴 표정의 

블렌드쉐입의 특성에, 표준화된 파라미터 제공은 서

로 다른 얼굴에 대해서 블렌드쉐입 복제를 수행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쉬 변형 전달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블렌드쉐입 복

제를 수행하였다.

3. 표준 블렌드쉐입 리그 제작

표준 블렌드쉐입 리그 제작을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은 표준 페이셜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2～30대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 페이셜 모

델을 제작하였다. 표준 페이셜 모델의 폴리곤 개수는 

얼굴 영역에 해당하는 페이셜 서피스 메쉬의 경우 

약 11K 개, 속눈썹과 안구, 치아 등 얼굴 세부 오브젝

트를 모두 합치면 약 48K 개로 구성하였다. Fig. 2는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한 표준 페이셜 모델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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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view of our blendshape transfer process.

고 있다. 

다음으로 표준 페이셜 모델에 대하여 표준 블렌드

쉐입을 제작하였다.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위한 블렌

드쉐입 셋의 경우 타겟(target) 쉐입들을 기쁨, 놀람, 

슬픔 등 온전한 하나의 얼굴 표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얼굴의 각 부위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

도록 얼굴 근육 움직임에 기반한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6]에 기반한 델타 쉐입(Delta shape)

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Apple ARKit 이 제안하는 52개의 

블렌드쉐입 목록에 기반하여 표준 블렌드쉐입을 제

작하였다. 해당 블렌드쉐입 셋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블렌드쉐입의 구성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개발된 결

과물을 여러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데이터 호환이 용이하고, 실시간 게임 엔진(ex. 

Unreal, Unity) 상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디지털 

캐릭터의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iPhone이

나 iPad 등 트루 뎁스(True Depth) 카메라가 탑재된 

장비를 실시간 페이셜 캡처 장비로 활용하여 테스트

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블렌드쉐입 복제

Fig. 3은 본 연구의 블렌드쉐입 복제 프로세스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블

렌드쉐입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쉐입을 선형 조합

(Linear combination)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결

과 메쉬를 벡터  , 각 타겟 쉐입을 벡터 , 각 타겟 

쉐입의 선형 조합 가중치를 스칼라 로 하고 개의 

타겟 쉐입을 가진 얼굴의 표현식은 

  
 



   (1)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을 행렬곱 형태로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면 

   (2)

로 나타낼 수 있다. 행렬 는 개의 열벡터   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이를 ‘블렌드쉐입 매트릭스’로 부른다. 

벡터 는 개의 스칼라 로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은 블렌드쉐입 모델은 얼굴 전체의 메쉬 

버텍스 좌표를 선형 조합하는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는 간결하나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직관적이

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행렬곱 연

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무표정 쉐입

(Neutral shape)을 하나 정하고, 그 쉐입으로부터의 

변화량을 선형 조합하는 델타 블렌드쉐입(Delta blend-

shape) 모델을 활용한다. 델타 블렌드쉐입 모델에서 

얼굴의 표현식은

  
 



     (3)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무표정 쉐입을 의미한

다. 이를 행렬곱 연산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면

     (4)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행렬곱의 형태로 블렌드쉐입 연산을 정의

한 다음, 표준 블렌드쉐입의 메쉬 모델을  , 타겟 쉐

입을 로 표현하였을 때 블렌드쉐입의 복제는 서로 

다른 메쉬 모델간의 변형률 함수 의 값을 최소화하

는 새로운 얼굴에서의 블렌드쉐입 매트릭스  를 찾

는 에너지 최소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5)

메쉬 변형률 함수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 

메쉬 와 표준 블렌드쉐입 타겟   사이의 메쉬 변형

을 새로로운 무표정 메쉬   와 새로운 블렌드쉐입 

타겟   으로 전달하는 제한 최적화(constrained op-

timization) 연산을 수행한다. 

제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제한 조건(con-

straint)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 얼굴 메쉬와 대상 

얼굴 메쉬가 동일한 폴리곤 개수와 메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가정에 기반한 메쉬 변

형 전달 방식의 경우, 표준 얼굴 메쉬와 대상 얼굴 

메쉬에 별도의 대응점을 지정하거나 대응 영역 등을 

지정하는 추가적인 공정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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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base facial model  , target facial model 
 , base blendshape 



  if   and 
  has different polygon numbers then

      terminate

  for all blendshapes   ∈   do

     set transformation matrix M 

        which deforms base mesh   to blendshape target 
   

     set constraint vector c  

        which constrains the mesh deformation of 

        by minimize the mesh difference from base mesh   to target blendshape 

     energy minimization by solve Normal equation   

        get blendshape vector   from vector 
     set blendshape matrix   by concatenating blendshape vector 

  end return 

Algorithm. 1. Pseudo code of our deformation transfer algorithm.

Fig. 4. Photogrammetry facial scan data from actor.

다. 물론 이 방식은 새로운 얼굴 메쉬를 제작할 때 

항상 표준 얼굴 메쉬와 동일한 폴리곤 개수와 구조를 

가진 얼굴 메쉬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있으나, 

얼굴 리깅 이후의 UV 텍스쳐 매핑 작업, 세부 디포머 

적용 작업 등 얼굴과 관련된 다른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에도 페이셜 메쉬가 항상 동일한 메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표준 얼굴 메쉬와 대상 

얼굴 메쉬가 동일한 폴리곤 개수 및 메쉬 구조로 되

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최적화 연산을 수행하였다.

무표정 쉐입에서 타겟 쉐입으로의 메쉬 변형은 메

쉬 버텍스의 변환 행렬(Transformation matrix)을 

통한 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변환 행렬을   

으로 표현한다. 여기에, 메쉬의 변형의 기준이 되는 

제한 조건 벡터(constraint vector)를   로 표현한다. 

이 제약 조건은 무표정 쉐입 의 특성을 유지하며 

타겟 쉐입 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하여 

임의의 타겟 쉐입   에 대한 최적화 연산은 다음 행

렬식 



∣∣∣∣


    (6)

에 대한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벡터 는 이 수식의 미지수이며, 메쉬 변형이 

완료된 새로운 얼굴의 메쉬 버텍스의 위치이다. 이를 

잘 알려진 정규 방정식(Normal equation) 형태로 표

현하면 

     (7)

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행렬 연산을 최적화하는 것으

로 블렌드쉐입을 복제할 수 있다. 위 행렬 연산은 희

소 행렬(sparse matrix)에 대한 최적화 연산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행렬식 해결을 위하여 sparse LU 

solver(UMFPACK)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알고

리즘은 [Algorithm 1]의 의사코드를 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프로덕션 페이셜 리그 적용 및 효율성 검증

본 연구의 결과물이 실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프

로덕션에서 활용 가능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DSLR

을 활용한 Photogrammetry 3D 스캔 시스템에서 획

득된 메쉬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이셜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페이셜 리깅을 제작하는 공정에 본 연구의 

결과물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42대의 DSLR로 

구성된 페이셜 스캔 시스템에서 인물의 페이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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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cial expressions of digital double created by our 

blendshape transfer method.

Table 1. Comparison of working hours between pro-

fessional artist and the results of our method.

Method
Facial model 

production (h)

Blendshape model 

production (h)

Professional 

artist
64 24

Our method 8 3

을 수행하였고, 그렇게 획득된 메쉬 결과물(Fig. 4)을 

표준 얼굴 모델에 기반하여 메쉬 클린업 작업을 수행

한 뒤 블렌드쉐입 복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5과 같이 사실적인 얼굴 표현이 가능한 블렌드쉐입 

기반 페이셜 리그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쉽고 

빠르게 페이셜 리그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

하기 위하여, 실제 현업에서 페이셜 리그를 제작하는 

숙련된 전문 작업자의 작업 시간과 비교, 검증을 수

행하였다. 비교 검증은 동일한 난이도의 사실적인 페

이셜 모델 및 블렌드쉐입 타겟 모델의 제작 시간을 

전문 작업자 5명으로부터 측정, 평균을 계산하였다. 

Table 1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방식으로 제작한 

페이셜 리그 제작 공정의 효율성이 기존 방식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휴먼 제작 공정에 있어 노

동 집약적인 블렌드쉐입 제작 공정을 메쉬 변형 전달 

알고리즘에 기반한 블렌드쉐입 복제 방법을 소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블렌드쉐입에 기

반한 페이셜 리깅은 효율적으로 새로운 얼굴로 복제

할 수 있으나, 얼굴 내부에 뼈대 구조를 만들에 서피

스 메쉬 모델이 바인딩 되어 있는 형태의 얼굴 리깅

이나, 물리 기반 변형이 적용된 페이셜 리깅 모델에

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

하여 실존 인물을 3D 스캔한 데이터로부터 손쉽게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형태의 얼굴을 획득할 수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등 전통적 디지

털 콘텐츠 분야뿐 아니라 VR, AR, 뉴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게 페이셜 리깅을 제작할 

수 있어 그 활용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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