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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얼굴 모핑은 원본 이미지에서 목표 이미지로 점진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영상처리와 그래픽 분야

에서 자주 사용되는 강력한 영상처리 기술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Dlib  얼굴 랜드마크 검출기를 이용하여 생성된 얼굴 랜

드마크 정점들을 이용하여 들로네 삼각망을 생성하고 원본 영상에서 목표영상으로의 들로네 삼각망들의 와핑과 크로스 디졸브를 

통해 모핑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들로네 삼각망을 생성하기 위한 정점들을 수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 모핑에서 얼굴의 주요한 부분인 눈, 눈썹, 코, 입 등의 얼굴의 주요 특징점이라 할 수 있는 얼굴 랜드마크들

을 이용함으로써 자동으로 들로네 삼각망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수동으로 정점을 추가할 수도 있어 더욱 자

연스러운 모핑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Abstract] 

Face morphing, one of the most powerful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hat are often used in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graphic fields, as it is a technique to change the image progressively and naturally from the original image to the target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generate Delaunay triangles using the facial landmark vertices generated by the Dlib face 
landmark detector and to implement morphing through warping and cross dissolving of Delaunay triangles between the original 
image and the target image. In this paper, we generate vertex points for face not manually but automatically, which is the major 
feature of the face such as eye, eyebrow, nose, and mouth, and is used to generate Delaunay triangles automatically which is the 
main characteristic of our face morphing method. Simulations show that we can add vertices manually and get more natural 
morph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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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핑은 하나의 영상에서 완전 다른 영상으로 점진적이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하는 영상 처리기술로 영상과 그래픽 분야

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모핑의 방법에는 크게 영상에서 

특징점을 기반으로 모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선 생성 

방법이나 효율적인 모핑을 위한 영상들 사이에 메쉬들을 생성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 분야, 생성된 제어선이나 메쉬 등을 

통해 원본 영상에서 목적 영상으로의 와핑 과정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와핑과 블랜딩 비율을 결정하는 전환 조

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1]. 
영상 모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본 영상과 목적 영상

사이의 특징점, 선분, 커브선, 메쉬 노드들의 대응쌍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쌍들은 원본 영상과 목적 영상의 대표적인 특

징점이나 랜드마크가 되어야 모핑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제어선의 경우 사용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영상에 직접 제어선

을 그리는 등의 문제로 모핑을 수행함에 있어 자동화하기 어려

운 점이 있으며, 특징점을 추출할 때도 서로 다른 영상들 사이

에서 공통되는 대응 특징점들을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자

동화를 저해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2]-[6]. 
Lee 등[2]은 제어선의 영상 분할을 이용한 반자동 제어선 정

합에 의한 필드 기반 모핑을 제안하였는데, 영상 분할을 이용하

여 형상 정보를 생성하여 다각형 기반 정점 탐색을 통해 객체의 

형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어선을 반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소수의 제어점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

여야만 되는 제약조건이 있다. 또한, Hwang [3]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엣 들로네 삼각망을 이용한 모핑 및 와핑 기법을 제안하

였는데, 모핑과 와핑을 위해 LCD 터치를 통해 제어점을 입력

하고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하여 어파인 변환을 통해 모핑을 수

행하였다. 이 방법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제어점을 입력하여 모

핑을 수행하게 된다. Kim 등[7]은 얼굴의 피부색 검출과 특징점

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필드 기반과 메쉬 기반 모핑 방법을 조합

하여 얼굴 영상의 효율적인 모핑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

서는 얼굴 특징점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중첩이 발생하는 문제

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핑을 수행할 때 얼굴 랜드마크를 사

용하여 정확한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자

동적으로 모핑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 유틸리티 중의 하나인 Dlib 라이브

러리의 얼굴 랜드마크 검출 방법을 사용하여 원본과 목적 영상

의 같은 대응점에 68개의 특징점을 검출하여 모핑할 영상들 사

이의 대응점으로 사용하였다. 이들 점들은 이용하여 원본 영상

과 목적 영상에서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자가 제어점이나 특징점들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설정하게 되어 모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랜드 마크를 추출할 때 얼굴의 주요부위에 대한 68개

의 랜드마크를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원본 영상과 목적영

상의 영상 간 특징점들에 대해 기하학적 정렬을 쉽게 할 수 있

다. 즉, 와핑 과정의 중간 프레임들의 랜드마크들의 좌표를 선

형 보간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모핑과정을 더

욱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2장에 관련 연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핑 기법의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하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고찰을 다

루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서 기술

하였다. 

Ⅱ. 관련 연구

모핑에 대한 이론 중, 본 논문에서 사용한 얼굴 랜드마크 검

출, 들로네 삼각망, 메쉬 기반 모핑 방법, 어파인 변환 등을 설명

하고자 한다. 

2-1 Facial Landmark

얼굴 랜드마크들은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말하며, 눈
과, 눈썹, 코, 입, 턱선 등 얼굴에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얼굴 랜드마크들은 얼굴 정렬과 머리방

향 추정, 얼굴 교환 등 많은 부분에 응용할 수 있는 특징점이다.  
얼굴 랜드마크들을 검출하는 것은 형태 예측 (shape prediction)
의 문제이다. 즉, 형태 예측기는 관심 영역에서 형태 예측 방법

을 통해서 얼굴의 중요한 특징점들을 검출하는 것이다. 얼굴 

랜드마크를 추출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2 단계를 거친다.

(1) 1단계: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찾아낸다.
(2) 2단계: 찾아진 얼굴 영역에서 특징점들을 검출한다.

1단계는 OpenCV의 HOG와 선형 SVM 오브젝트 검출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8], Dlib 라이브러리의 정면 얼굴 검출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9]. 1단계에서 찾아진 얼굴에 대해서 2단계

를 수행하게 된다. 얼굴 랜드마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Kazemi 등[10]이 제안한 방법을 구

현한 Dlib 라이브러리인 얼굴 랜드마크 검출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얼굴 랜드마크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주어진 훈련 데이터

에 회귀나무 앙상블을 학습하여 정확한 얼굴 랜드마크 위치를 

실시간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1은 68개의 얼굴 랜드마크를 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a)는 얼굴에서 68개의 랜드마

크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1(b)는 girl 영상에서 랜드마크를 

찾은 영상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 눈썹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지만 많은 얼굴 영상에 대한 훈련을 통해 학습이 되

었기 때문에 눈썹의 상대적인 거리에 해당 랜드마크 특징점들

이 잘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c)에서는 웨딩 영상으로 

두 사람의 얼굴에서 랜드마크가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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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d)에서는 안경을 낀 세 사람의 랜드마크도 잘 검출됨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1. (a) 68개 얼굴 랜드마크 예 및 (b) girl 영상, (c) 웨딩영상, 

(d) 세 사람 영상에서 찾아진 랜드마크 예

Fig. 1. (a) Exmaple of 68 Facial Landmark, Detected 
landmarks in (b) girl image, (c) wedding image, 
and (d) 3 person image

그림1의 (b), (c), 및 (d)에서 검출된 랜드마크에는 그림1(a)에
서 매겨진 랜드마크 번호들을 표시하였다.

2-2 들로네 삼각망

들로네 삼각망은 평면위의 점들을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공

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삼각형들의 내각의 최솟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분할을 말한다. 

그림 2. 들로네 삼각망 예시

Fig. 2. Example of Delaunay Triangle

이러한 들로네 삼각망의 특징은 “어떠한 삼각형의 외접원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제외한 다른 어떤 점도 포함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림2는 주어진 들로네 삼각망을 이루는 정점들의 외접원이 

다른 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

어, 그림2에서 정점 A, B, C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빨간 점선으로 표시하였는데, 이 외접원

에는 다른 정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랜드마크로 구해진 정점들을 OpenCV

에서 제공하는 Subdiv2D 클래스를 사용하여 들로네 삼각망을 

구현하였다[8]. 

(1)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할 영역을 사각형 설정

(2) Subdiv2D 인스턴스를 생성

(3) 얼굴 랜드마크 정점 삽입 (subdiv.insert(point))
(4) 들로네 삼각망 생성 (subdiv.getTriangleList) 

2-3 기존 모핑 방법 

   모핑은 조지 루카스가 설립한 특수 효과 전문회사인 

ILM(Industrial Light and Magic)이 개발한 기법으로 변형

(metamorphosis)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1988년 영화 

“Willow”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영화와 그래픽 광고 분야

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11]. 기존 모핑 방법은 특징 

기반 모핑(Feature-Based Image Metamorphosis), 메쉬 기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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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방법 등이 있다. 특징 기반 모핑은 원본 영상과 목적 영상에 

제어선이라고 불리는 한 쌍의 참조 선을 이용하여 모든 화소에 

대해 각 제어선에 대한 수직 거리를 계산하고 화소에서 제어선

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영향을 크게 받고, 거리가 멀수록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여 모든 화소를 다시 계산하여 중간 프

레임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a)

       

(b)

(c)
그림 3. 필드기반 모핑 예 (a) 원본영상, (b) 목적영상, 및 (c) 

50% 모핑된 영상

Fig. 3. Example of Field-Based Morphing (a) Original 
Image, (b) Target Image, and (c) 50% Morphed 
Image

그림3은 제어선이 그려진 원본 영상 (그림3(a))과 목적 영상 

(그림3(b)) 및 필드 기반 모핑 방법을 이용하여 50% 모핑이 진

행된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3(c)).

(a)

    

(b)
그림 4. 메쉬 모핑 예 (a) 원본 영상 및 (b) 목적 영상

Fig. 4. Example of Mesh Morphing (a) Original Image and 
(b) Target image

메쉬 기반 모핑 방법은 일반적으로 모핑의 과정 중, 와핑될 

영상에 제어격자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격자는 영상에 수평

과 수직라인의 메쉬로 그려진다. 격자의 만나는 교차점이 제

어점이며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점을 이동시켜 다양

한 형태의 메쉬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보간법을 이용하

여 새로운 제어점을 만들어 와핑을 수행할 수 있다. 제어격자

는 전체 영상을 덮고 있는 사각형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격자 선들의 교차점이 이러한 사각형이 모서리에 해당한

다.  이 방법은 모핑을 시작할 때 대응되는 많은 제어점을 생

성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4 어파인 변환

   어파인 변환은 어파인 공간 사이의 공선점을 보존하는 변

환이며 변화 전에 직선은 변환 후에도 직선을 유지하며, 그 거

리 비도 유지된다[12]. 
어파인 변환은 벡터 덧셈(이동)에 이어 행렬곱(선형 변환)의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두 영상들 간의 회전, 이동, 
스케일 변환 등을 통해 어파인 변환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어파인 변환을 표현하는 2 × 3 행렬은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1)

식 (1)에서 A는 회전, B는 이동변환을 뜻하며, M은 이동 후 

회전의 복합변환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에 대해 A 및 B 
변환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식(2)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2)

OpenCV에서 어파인 변환을 할 수 있는 함수 등을 제공하는

데, warpAffine() 함수는 지정된 어파인 변환을 수행한 후, 목적

영상을 반환한다. 또한, 어파인 변환을 만드는 함수로는 

getAffineTransform()과 getRotationMatrix() 함수가 있다. 

그림5에서는  ,  , 의 3개의 점이 어파인 변환 후 
′ , 


′ , ′ 의 점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나머지 좌표도 모

두 변환하게 된다. 

그림 5. 어파인 변환 

Fig. 5. Affine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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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은 원본 영상에 대해 세 개의 점을 지정하고, 목적 영상

에도 원본 영상의 세 점에 대응하는 세 점을 지정한  다음, 어
파인 변환을 수행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들로네 삼각망을 구한 다음, 원본 영상과 목적 영상의 대응

하는 들로네 삼각망에 대해 어파인 변환을 수행하게 된다.

(a)
  

(b)
그림 6. 어파인 변환 실제 예 (a) 변환전 영상 및 (b) 변환후 

영상

Fig. 6. Example of Affine Transform (a) Before Affine 
Transform Image and (b) After Affine Transform 
Image

Ⅲ. 제안한 모핑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핑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원본 영상과 목표 영상이  주어졌을 때, 얼굴 랜드마크를 찾아 

삼각망을 만든 다음, 두 영상 사이의 대응점과 대응되는 삼각망

을 이용해 어파인 변환을 통해 중간 프레임들을 만듦으로써 모

핑을 수행하게 된다.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7과 같

다. 

그림 7. 모핑 과정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Morphing Procedure

3-1 대응점 찾기 및 정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핑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원본 영상 와 목표 영상 가 주어졌을 때, 두 영상 사이의 중

간 영상들 을 구하여 모핑을 수행하게 된다. 두 영상의 각 위

치  의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중간 프레임들을 구한다.

           (3)

   (3)의 수식에서 는 원본 영상의 좌표이며, 는 목표 영상
의  좌표를 나타낸다. 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0이면 원본
영상이며, 1의 값을 가지게 되면 목표 영상을 의미하게 된다. 
(3)의 수식에 의해 모핑된 중간 프레임의 좌표   을 구하
게 된다. 

(a)

        

(b)

(c)
그림 8. (a) donald trump 영상, (b) obama 영상에서 검출된  

얼굴 랜드마크, (c) 얼굴 랜드마크 정렬 예

Fig. 8. Detected Facial Landmark in (a) doland trump 
Image, (b) obama Image, and (c) Example of 
Facial Landmark Alignment

그림8은 모핑할 두 영상에 대해 수식(3)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는 그림이다. 그림8(a)와 그림8(b)는 각각 donald trump 영
상과 obama 영상에서 얼굴 랜드마크를 찾은 예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그림8(c)는 얼굴 랜드마크들의 정렬을 설명하기 위
해 doland trump 영상과 obama 영상을 60:40 비율로 크로스 디
졸브로 만든 영상이다. 

영상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랜드마크
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영상에 대한 중간 
프레임의 좌표 위치를 구하지 않고 모핑을 수행하게 되면 모핑
된 그림이 서로 다른 부분이 겹쳐져서 모핑의 품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영상에서 얼굴의 위치가 많이 상이할 경우, 원하는 
모핑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두 영상에서 얼굴 랜드마크의 특징
점간의 대응쌍을 찾아 수식(3)을 적용함으로써 정렬을 수행하
여 자연스러운 모핑을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19, No. 1, pp. 213-220, Jan. 2018

http://dx.doi.org/10.9728/dcs.2018.19.1.213 218

이와 같이 정렬을 한 다음에는 중간 프레임의 구해진 좌표의 

픽셀에 다음 수식으로 중간 프레임의 픽셀값들을 구할 수가 있

다.

3-2 들로네 삼각망 

본 논문는 얼굴 랜드마크로부터 생성된 68개의 점과 영상의 

가장자리와 영상의 목 등의 부위에 12개의 점을 더해서 총 80
개의 점을 원본 영상과 목표 영상에서 각각 구하였고, 이를 이

용하여 들로네 삼각망을 생성하였다. 그림9에서 보듯이 원본 

영상과 목표 영상의 삼각망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부분에 위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의 크기와 영상 내용에 따

라서 대응하는 삼각망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 프레임의 

영상들의 삼각망의 위치를 가중치 에 따라서 계산하여 사용

한다. 그리고 삼각망의 위치를 나타내는 색인값을 이용하여 삼

각망을 저장하여 구현하였다. 

(a)

        

(b)

 

그림 9. 들로네 삼각망 생성

Fig. 9. Generation of Delaunay Triangles 

3-3 와핑 및 크로스 디졸브 

들로네 삼각망을 통해 구해진 중간 프레임은 원본 영상과 목

표 영상에서 각각 어파인 변환을 통해서 와핑을 수행하게 되고 

와핑의 결과에 크로스 디졸브를 통하여 모핑을 하게 된다. 

        (4)

수식(4)에서 는 크로스 디졸브의 양을 제어하는 파라미터

이다. 모핑 영상 은 식(3)에서 구한 좌표값   들의 위치

를 구한 다음, 들로네 삼각망을 생성하게 되고, 원본 영상과 목

표 영상사이에 대응되는 들로네 삼각망 사이에 어파인 변환을 

수행하게 된다. 
어파인 변환은 OpenCV에서 제공하는 getAffineTransform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은 얼굴 랜드마크의 특징점들의 정

렬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대응 삼각

망들이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영상의 크기와 영상 내의 얼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핑된 중간 프레임은 어파인 변환을 통

한 와핑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수식  (4)의 크로스 디졸브를 통

해 최종 모핑 결과를 얻게 된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의 모핑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실험 영상

은  그림10과 같이 600 × 800 크기의 hillary clinton영상과 

donald trump 영상을 사용하였다. 

(a)

        

(b)
그림 10. 실험영상 (a) hillary clinton 및 (b) donald trump
Fig. 10. Test Image (a) hillary clinton and (b) donald 

trump

(a)

     

(b)

(c)

     

(d)
그림 11. 모핑 결과 (80개 정점 이용) (a) 20% 모핑된 영상, (b) 

40% 모핑된 영상, (c) 60% 모핑된 영상, (d) 80% 
모핑된 영상

Fig. 11. Morphing Result (Using 80 Points) (a) 20% 
Morphed Image, (b) 40% Morphed Image, (c) 60% 
Morphed Image, and (d) 80% Morph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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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랜드마크로 생성된 68개의 점과 가장자리 등에 추가된 

80개의 점을 이용해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하여 모핑을 수행한 

결과 영상은 그림11에 나타내었다. 

(a)

        

(b)
그림 12. 들로네 삼각망 생성(88개 정점 이용)
Fig. 12. Generation of Delaunay Triangles (Using 88 

Points)

(a)

     

(b)

(c)

     

(d)
그림 13. 모핑 결과(88개 정점 이용) (a) 20% 모핑된 영상, (b) 

40% 모핑된 영상, (c) 60% 모핑된 영상, 및 (d) 80% 
모핑된 영상

Fig. 13. Morphing Result(Using 88 Points) (a) 20% 
Morphed Image, (b) 40% Morphed Image, (c) 60% 
Morphed Image, and (d) 80% Morphed Image

더 많은 정점을 추가한 후, 결과 영상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자리에 좀 더 많은 정점을 추가하여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하고 

모핑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정점을 8개를 더 추가하여 88개
의 정점을 이용하여 생성한 들로네 삼각망과 모핑 결과를 각각 

그림12와 그림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영상의 배경 부분이 단순함에

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핑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얼굴 모핑의 방법 중 정점들을 이용하여 들로네 

삼각망을 생성하여 원본 영상에서 목표영상으로의 와핑과 크

로스 디졸브를 통해 모핑을 구현하였다. 
정점을 생성하는 방법을 Dlib  얼굴 랜드마크 검출기를 이

용하여 생성된 정점을 이용하여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하여 사

용자가 모핑을 수행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정점들을 만들어 주

는 것이 아니라 얼굴 모핑에서 얼굴의 주요한 부분을 특징점

으로 하는 랜드마크들을 이용함으로써 자동으로 들로네 삼각

망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수동으로 정점

을 추가할 수도 있어 더욱 자연스러운 모핑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로는 얼굴 랜드마크들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어선을 생성하여 모핑을 수행하는 연구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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