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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감정, 건강상태, 정신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웃음, 슬픔, 졸림, 놀

람, 윙크, 무표정 등의 표정을 인식하기 한 표정의 

특징이 되는 얼굴의 국부  요소인 과 입을 검출하

여 표정의 특징을 추출한다. 표정 특징의 추출을 한 

체 인 알고리즘 과정으로는 입력 상으로부터 칼라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역을 검출하여 얼굴에서 특징

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국부  요소인 특징  

과 입을 추출한다. 이러한 특징  추출 과정에서는 에

지, 이진화, 모폴로지, 이블링 등의 처리 알고리즘

을 용한다. 이블 역의 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서 , 썹, 코, 입 등의 1차 특징 을 추출하고  

히스토그램 값과 구조 인 치 계를 이용하여 2차 

특징  추출 과정을 거쳐 정확한 과 입을 추출한다. 

표정 변화에 한 표정의 특징을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해 추출된 특징  과 입의 과 입의 크기와 면

, 미간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에서 입까지의 거리 

등 기하학  정보를 이용하여 6가지 표정에 한 표정

의 특징을 추출한다.

I. 서론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분야가 발 하면서 얼굴

의 움직임, 제스춰, 보안 등 인간과 련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이다. 특히  세계 으로 테러가 곳곳에

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감정상태를 사 에 

악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한 

필요성으로 그러한 인간의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표정 

인식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1][2][3][4]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표 인 얼굴 표정 인식 방

법으로는 국부 인 특징 [5]들을 찾아서 특징 부분의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얼굴 표정을 구분하는 방법과 

체 인 특징(Global Feature)으로 표정의 변화에 따른 

얼굴 근육 움직임 정보(Optical Flow)를 이용하여 얼

굴 표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얼굴의 국부 인 특

징을 이용하여 표정을 인식하는 방법은 안경, 수염 등

의 부수 인 물질에 의해 특징  추출이 어렵고 개별

인 특징 의 추출에 한 표정의 분류가 힘들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체 인 특징을 이용하여 표정

을 구분하는 방법은 국부 인 방법에 비해 부수 인 

물질의 향을 게 받지만 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특징 이 가려져 표정의 특징 추출이 어

려운 국부 인 방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얼굴에

서 표정을 나타내는데 요한 과 입만을 검출하여 

표정인식을 한 얼굴의 각각의 표정 특징 추출을 제

안한다. 일반 으로 얼굴의 표정 인식 과정은 정확한 

특징  추출을 한 처리 과정과 특징  추출로부터 

얼굴의 표정 특징 추출에 의한 인식과정으로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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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  2 에서는 6가지의 다양한 

표정의 종류와 표정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얼굴 표

정의 특징을 분석, 설명하고 이어 3 에서는 얼굴의 

표정 특징 추출을 한 과정으로 기본 인 처리 과

정과 1차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표정 특징 

추출에 필요한 개체의 후보를 찾아내고 2차 특징  추

출을 이용하여 표정 특징 추출에서 가장 요한 정보

인 과 입을 추출해 낸다. 다음으로 특징 인 , 입

의 크기와 면 , 미간의 거리, 과 입 사이 거리를 구

하여 각각의 표정의 특징을 구분하게 하 다. 4 에서

는 실험을 통한 제안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마지막으

로 5 에서 제안한 방법에 한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심으로 결론을 맺는다.

II. 표정 인식을 한 얼굴 특징 분석

   표정은 특징 들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각 

표정에 따라 특징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웃는 표정에서는 썹과 은 반달모양으로 변

하고 입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크기가 커지며, 

입의 가장자리가 올라가 얼굴의 볼 근육이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슬  표정은 미간이 좁아지고 썹, 

, 입 가장자리가 아래로 처지게 되며, 무표정은 특징

들인 과 입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놀란 표정

은 이 크게 변하며 썹이 올라가고 입에 있어서는 

웃는 표정에 비해 가로방향보다 세로방향으로 크기가 

커지며, 이로 인하여 턱이 길어지게 된다. 윙크의 표정

은 윙크하는 과 썹이 모이게 되므로 썹과 의 

거리가 짧아지고 입 한  쪽으로 올라가 얼굴 근육

이 윙크하는 쪽으로 모이게 된다. 졸림의 표정은 이 

감겨지므로 과 썹의 거리가 길어지고 입은 무표정 

상태와 비슷하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와 같은 

표정변화의 상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얼굴 표정의 변화

III. 표정 특징  추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표정 특징 추출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처리 단계, 1차 특징  추출 단계, 2차 특징

 추출의 단계로 구분되어진다. 

3.1 얼굴 특징  추출을 한 처리 단계

   본 논문에서 특징  추출을 한 처리 단계에서

는 입력 상으로부터 칼라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역을 검출하고[6] 검출된 얼굴 역으로부터 에지, 이

진화, 잡음제거, 모폴로지, 이블링의 과정을 통해 얼

굴에서 특징 이 될 수 있는 개체들을 추출한다. 

에지를 구하기 하여 에지가 비교  균일하고 특징

이 잘 구해지는 소벨 연산자를 선택하 다. 이진화 과

정을 거치고 나서 극단 인 농도의 차이가 있는 화소

를 제거하기 하여 메디안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게 된다. 잡음 제거 후 끊겨져 있는 특징 들의 

부분을 연결하기 해 모폴로지 기법 에서 팽창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개체들을 분리하기 하여 이블

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징 이 될 수 있는 후보

의 개체를 추출한다. 그림 2는 원 상과 처리 단계

의 메디안 필터, 모폴로지의 팽창, 이블링 과정을 보

여 다.

그림 2. 처리 과정

 

   본 논문은 이블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약 15～

20개 내외의 이블 역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블

링을 수행한 상에는 , 입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

는 다른 개체가 존재하므로 그 에서 , 입을 추출

해야 한다. 추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후보 개체

의 크기 값을 이용하여 1차 으로 추출하고 히스토그

램 값과 구조 인 계를 이용하여 2차 특징 추출을 

실행한다.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539

3.2 1차 특징  추출    

   이블링 알고리즘을 거쳐 추출된 15 ～ 20개의 

이블 역 에서 정확한 특징 을 추출하기 해서 

이블 역의 화소 수와 면  값을 사용하여 1차 특징

을 추출하 다. 다음 알고리즘은 1차 으로 특징

을 추출하는데 사용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알고리즘. 1차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if(Count<800 && Count>40)

    if(Area<1200 && Area>50)

        후보영역

   특징 이 될 수 있는 후보 역의 크기는 입력 

상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므로 입력 상에서 가장 큰 

특징 의 크기보다 작아야 하며, 가장 작은 특징 의 

크기보다 커야 한다. 상이 가장 크게 들어왔을 때와 

작게 들어 왔을 때를 고려하여 화소수의 최 값은 

800, 최소값은 40으로 설정하 다. Count는 이블 

역의 화소수를 말하고 Area는 이블 역의 면 을 의

미한다.  Count 와 Area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100 

x 100 상 크기 실험 결과로 구해진 것이다.  이러한 

크기 조건의 설정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는 얼굴 상

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다양한 크기의 얼굴 상을 처

리하기 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

림 3은 이블링 결과에 의 알고리즘을 용하여 1

차 특징 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 1차 특징  추출 결과 상

3.3 2차 특징  추출

   1차 특징  추출로부터 찾아낸 역에서 정확한 특

징 ( , 입)을 찾아내기 한 2차 방법으로  히스

토그램과 칭성의 구조  치를 고려하여 특징 을 

추출하 다. 1차 추출과정을 거치고 나면 썹, 코, 입, 

턱선 그 외 몇 가지의 잡음이 추출되는데 그  과 

입만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으므로 많은 조건을 

주어야 한다.

   1차 특징  추출과정을 거친 상에서 가로방향으

로  히스토그램을 구하면 그림 4의 (a)와 같다. 

칭성의 구조 인 계를 사용하여 특징 을 추출할 수 

있다. 얼굴에서 과 썹은 칭성을 가지고 있다. 구

조 으로 썹 아래에 이 존재하며 코, 입이 순서

로 존재하게 된다. 찾아낸 역에서 칭성을 가진 부

분이 존재하면 썹 아래 부분은 으로 찾아내고, 코

와 입에 있어서 코 아래에 존재하는 히스토그램 역

을 입으로 찾아낸다. 그림 4는 히스토그램과 구조 인 

치 계로부터의 과 입을 추출한 결과 상을 보

여 다.

(a)

(b)

그림 4.  2차 특징  추출: (a)  히스토그램 (b)  2

차 특징  추출

   윗입술과 아래 입술이 떨어져 두개의 히스토그램의 

역을 가질 때를 고려하여 히스토그램의 역에서 7

픽셀 이내의 히스토그램 역은 같은 히스토그램 역

이라고 정하고 추출하 다. 여기서 7픽셀은 실험

상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다. 

3.4 특징 의 기하학  정보

   표정 변화에 한 표정의 특징을 정량 으로 측정

하기 해 추출된 특징  과 입의 크기와 면 , 미

간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에서 입까지의 거리 등 기하

학  정보를 이용한다. 각 표정별로 나 어서 특징  

추출 후 변화거리를 구하여 6가지 표정에 한 표정의 

특징을 추출한다. 그림 5는 특징  과 입에 있어서

의 거리  면 을 산출하는데 정의한 상을 보여

다.

미간  

눈면적  

입면적  

눈과  입의   

거리  

그림 5. 특징 과의 거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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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는 실험환경은 복잡하지 않은 배경과 일

정한 조명, 그리고 동일한 상크기로써 실험 환경을 

제한하 다. 상 획득 시 커튼을 친 무 배경에서 자

연스러운 표정을 획득하 으며 100 x 100사이즈의 

상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상은 13명의 6가지 표정 

상 78장의 실 데이터 상과 일  2명의 6가지 표

정 상 12장으로 총 90장의 상을 가지고 실험을 하

다.  표1은 한 사람의 6가지 표정에 한 과 입의 

특징 으로부터 기하학 인 거리  면 을 보여 다. 

표 1. 각 표정별 특징 간의 거리  면

왼쪽

면

오른쪽

면
입 면 미간거리

과 

입의 거리

놀람 226 220 315 15 38.5

웃음 158 153 356 14 29.5

슬픔 140 135 191 14 34

졸림 130 128 168 17 34

무표정 149 146 165 16 35.7

윙크 147 126 178 14 33

   실험 결과 2 에서 설명한 각 표정에 따른 특징

의 변화에 한 특징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놀람 표정은 의 면 에 있어 다른 표정과 달리 

면 이 크고 과 입 사이의 거리가 길어진다. 웃는 

표정은 입의 면 에 있어 가장 크며, 슬픔표정, 졸림 

표정, 무표정은 비슷하지만 슬픔표정은 졸림표정이나 

무표정보다 입의 면 이 차이가 나며, 졸림 표정은 

이 면 이 가장 작으며, 윙크표정은 한쪽 이 감기므

로 양 의 면 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특징  추출 시 특징 

이 추출되지 않는 결과들이 다소 발생되었다. 이러

한 이유로는 입력 상에서 머리카락, 안경 등으로 인

해 특징 이 되는  부 의 지나친 가림으로부터 

의 크기가 작아져서 처리 과정에서 추출이 되지 않

거나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기울어진 상의 입력으로 

 역과 얼굴 윤곽이 연결된 경우 으며 이는 이

블링 알고리즘의 개선과 입력시의 조명에 한 개선으

로 추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Ⅴ. 결론  향후 연구 방향

    표정 인식은 감성, 생체 신호  멀티미디어 신호 

연구의 기반이 되며, 얼굴 역 분리방법의 연구, 강건

하고 속도가 빠른 얼굴 인식 방법의 연구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모델링을 그래픽화 하여 감정을 표 할  

아는 컴퓨터, 인간과 화하는 컴퓨터를 한 인터페

이스에 있어서 많은 발 이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인구 집 지역에 모니터링을 통한 표정 인식으로

부터 조기에 테러범들을 악할 수 있다면 사고 방에

도 매우 활용가치가 높을 거라 기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웃음, 슬픔, 놀람, 졸림, 무표정, 윙크 

등의 표정에 하여 과 입의 특징 으로부터 기하학

인 거리 정보와 면 을 사용하여 표정인식을 한 

표정 특징 추출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은 얼굴 표정 

인식을 해 먼  구성 요소를 추출하 으며 추출 알

고리즘은 기존의 상 처리 기법  얼굴 상에 한 

지식을 이용하 다. 추출된 특징 의  히스토그램

과 구조 인 계, 기하학  정보를 사용하여 얼굴의 

표정에 하여 특징을 추출하 다. 향후 얼굴의 많은 

특징 들을 가지고 더 다양한 표정에 한 특징으로부

터 표정인식을 한 연구와 문제  개선, 실시간 응용

을 한 알고리즘 구 을 해 앞으로 응 인 방법

이 연구되고,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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