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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람 얼굴의 표정을 인식하기 위하여 판단 요소를 선정하고 판단 요소의 변화 상태를 파악
하여 표정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판단 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미지 영역 분할 방법을 사용하며, 판단 요
소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표정을 판단한다. 표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90명의 표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교하였고, 4

개의 표정(웃음, 화남, 짜증, 슬픔)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판단 요소 검
출 성공률과 표정 인식률을 통해 검증한다.

주제어 : 표정 인식, 영역 분할, 표정 판단 요소, 판단 요소 검출, 판단 요소 변화율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recognize the facial expressions by selecting face elements 
and finding its status. The face elements are selected by using image area segmentation method and the facial 
expression is decided by using the normal distribution of the change rate of the face elements.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per facial expression, we have built database of facial expressions of 90 people and propose a 
method to decide one of the four expressions (happy, anger, stress, and sad).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simulated and verified by face element detection rate and facial expressions recogni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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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형 포털 업체 다음이 자사의 마이피

을 두고 카카오톡을 인수했다. 페이스북 역시 자사의 페

이스북 메신 를 두고 와츠앱을 20조원에 인수했다. 이

들 업체들은 메신 라는 독성 강하고 필수 인 앱의 

경쟁에 있어 기존 사용자수를 매우 요한 요소로 악

하고 기존 메신  업체를 인수한 것이다[1].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의 메신  시장에 진출하여 3  

메신 로 성장했다. 문가들은 성공의 비결을 라인의 

아기자기한 스티커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 수입의 20%가 

스티커 매로 이루어 졌다. 페이스북은 여러 애니메이

션 회사들(Dispicable me, 고)등과 손을 잡고 스티커를 

개발하고 있고 메신  업체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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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속해서 컨텐츠를 추가하고 유/무료로 이모티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메

신 상의 화시 텍스트 심의 표 에서 스티커, 이모

티콘을 사용한 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표  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얼굴을 추출하고 임 분할과 거리 등을 고

려하여 단요소를 결정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표정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2].

2. 본론 

2.1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람들의 표정을 찰한 결과 표정의 일 된 모습은 

없었지만, 표정을 짓는데 사용되는 근육들은 움직임에 

해 공통 인 요소가 있다[3]. 를 들어, 웃는 표정을 

만들기 해서는 의 길이와 입의 길이가 길어지는 특

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 표정을 단할 수 있는 요소를 

설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하 다.

2.1.1 요소 설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단 요소를 설정하기 

하여 얼굴 표정을 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서로 복

되지 않는 범  내에서 구분하 다. [Fig. 1]은 얼굴에서 

요소를 구분한 모습을 보여주며, <Table 1>은 본 논문에

서 설정한 요소이다.

[Fig. 1] Face eleme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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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e element

2.1.2 요소 검출

단 요소를 검출하기 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미지의 배경색과 인물이외의 객체의 존재 여부, 카메

라와 피사체의 거리 등이 있다. 배경색이 단색이 아닐 경

우와 거리에 따라 단 요소 검출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요소값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역 분

할 방법과 요소 비율값을 이용하여 단 요소를 검출한다. 

이미지 역 분할 방법은 단 요소 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하여 이미지에서 검출 확률

이 높은 얼굴 역을 따로 분할한다. [Fig. 2]와 같이 이

미지에서 얼굴을 검출하여 얼굴 역을 새로 생성하게 

되면 이미지에서 오류 역과  얼굴 역을 분리하여 

단 요소를 검출할 때 오류를 낮출 수 있다. 

[Fig. 2] Face area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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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역을 구성한 후 양쪽 과 입, 코를 다시 구분

하여 역을 나 다. 특히 양쪽 과 입의 경우 모양의 

유사성에 의해 단 요소 검출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역을 구분하여 검출한다. 각각의 역

에 있을 상 가능한 단 요소들은 다시 작은 역으로 

옮겨 검출한다. 

[Fig. 3] Basic Face element

이미지 역 분할 방법을 사용할 경우 체 이미지에

서 단 요소를 검출할 때보다 속도와 정확도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보여 다. [Fig. 3]은 얼굴 역의 기본 인 

단 요소를 보여주며, [Fig. 4]는 얼굴 역의 추가 분할

된 역이다. 

[Fig. 4] Additional segmentation

2.1.3 요소값 일반화 및 변화율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단 요소의 이미지 

크기가 달라지며, 디스 이 장치의 pixel수도 달라진

다. 이미지 자체 크기와 거리에 따라 단 요소값이 변화

하기 때문에 단 요소값을 일반화하고 단 요소 변화

율을 계산하기 하여 얼굴 크기에 한 비율을 사용한

다. 각각의 단 요소값을 X축 요소는 얼굴 폭으로 나

고, Y축 요소는 얼굴 높이로 나 어 사용한다. <Table 

2>는 단 요소를 얼굴의 폭과 높이로 나  비율값을 나

타낸다.

얼굴 표정이 바뀔 때 측되는 요소들의 변화를 찾기 

하여 무표정 상태의 단 요소를 기 으로 다른 표정

으로 변화하는 값을 알아야 한다. 이를 해서 변화된 

단 요소값을 무표정 상태의 단 요소값으로 나  변화

율을 DB화 시켜서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 표

정 단의 기 값으로 사용한다. 

 


               (eq. 1)

식(1)에서 D는 변화율이고 DE는 변화된 단 요소값, 

DC는 무표정 상태의 단 요소값이다. 

Elements Ratio

Eye

Left
W / FW

H / FH

Right
W / FW

H / FH

Nose
W / FW

H / FH

Mouth
W / FW

H / FH

Eye to Eye x-axis / FW

Eye to Nose
Left x-axis / FW

Right x-axis / FW

Eye to Mouth

Left
x-axis / FW

y-axis / FH

Right
x-axis / FW

y-axis / FH

Face to Eye

Left
x-axis / FW

y-axis / FH

Right
x-axis / FW

y-axis / FH

Face to Mouth y-axis / FH

Nose to Mouth y-axis / FH

W : width, H : height

FW : face width, FH : face height

<Table 2> Face element ratio

2.2 표정 판단

표정 단을 하여 단 요소을 설정하고 측정된 값

들을 정규 분포화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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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Distribution of Left Eye Width of a happy

[Fig. 5]는 웃는 표정의 왼쪽 의 폭을 식(1)을 사용하

여 나타낸 분포도이다. 실험 데이터 기 으로 평균은 

1.0147, 분산은 0.0562이다. 만약 측정값 A와 측정값 B가 

있다면 A가 B보다 웃는 표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단에 필요한 단 요소는 서로 다른 분포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단 요소를 정규화를 시켜야 한

다. 식(2)는 단 요소 정규화를 나타낸다.

′ 


               (eq. 2)

정규화된 단 요소는 편차의 배수값으로 표 되며, 

배수값이 작을수록 데이터베이스의 표정과 근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식(3)은 정규화된 단 요소의 합을 나타낸다.

 

  
 



′            (eq. 3)

SFACE는 웃음(SHAP), 화남(SANG), 슬픔(SSAD)으로 3가

지 표정으로 구분되며, i는 단 요소 개수로 본 논문에서

는 21개의 요소를 사용하 다. 식(4)부터 식(7)은 4가지 

분포에 한 합을 나타낸다. 

  
 



′            (eq. 4)

  
 



′            (eq. 5)

  
 



′            (eq. 6)

  
 



′            (eq. 7)
         (eq. 8)

각각의 합이 구해지면 4개의 합  가장 작은 값이 데

이터베이스의 표정과 유사한 표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식(8)의 결과값 R을 통하여 재 표정을 인식할 수 있지

만 사람의 표정이 이산 인 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표정의 최 값을 100으로 하여 각각의 합을 뺀 

차이값으로 가장 근사한 표정을 결정하고 다른 표정에 

한 근 도를 표시한다. [Fig. 6]은 재 표정 근사값 

시를 보여 다. Sad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 Happy와 

Angry 순으로 차이값이 남아있다. 재 표정은 슬픔으로 

결정하지만 다른 표정과의 근 도를 나타내어 표정 인식 

오류에 한 분석을 할 수 있다.

[Fig. 6] Approximate value of the current face

3. 실험 결과

3.1 요소 검출

무표정과 웃음, 화남, 슬픔 3가지 표정에 하여 90명

을 상으로 각 표정에 한 이미지를 제공받아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4]. 검출 시 임을 분할하지 않고 

5개를 모두 검출 할 확률은 매우 낮았고, 양쪽 을 구별

할 확률 한 매우 낮았다. 표정 검출을 해 기본이 검

출된 표본만이 사용가능 했고, 표정별로 따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과 다른 하나의 표정이라도 검출이 된 

표본으로 표정검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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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ccess 1 Success 2 Fail

Normal 90 56 12 22

Happy 90 61 10 19

Angry 90 47 13 30

Stress 90 54 11 25

Sad 90 47 11 32

Total 450 265 57 128

Success 1 : all element detection success

Success 2 : 1 element detection fail

<Table 3> Result of face element detection

<Table 3>은 단 요소 검출 결과로 21개의 단 요

소가 모두 검출된 경우(Success 1)는 58.8%이며, 한 개 

요소의 검출이 실패한 경우(Success 2), 즉 20개의 단 

요소가 검출된 경우도 성공했다고 볼 경우 71.6%로 볼 

수 있다. 실제 450개의 샘 에서 육안으로도 표정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낮지 않은 

검출 성공률을 보여 다.

3.2 표정 판단

단 요소 검출 결과를 기반으로 표정 인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4>와 <Table 5>가 보여 다. 재 표정

을 1순 로 인식한 경우(Success 1)와 2순 로 인식한 

경우(Success 2, 유사성공)로 나 어 결과를 나타내었다

Sample Success 1 Success 2 Fail

Happy 50 28 13 9

Angry 39 29 8 2

Stress 45 9 14 22

Sad 38 2 18 18

Total 172 68 53 51

Success 1 : facial expressions recognition success

Success 2 : recognized as a second priority 

<Table 4> Result of facial expressions recognition 1

표정 인식 결과 1의 성공률과 유사성공을 포함한 성공

률을 살펴보면 웃는 표정(56.0%, 82.0%), 화난 표정

(74.3%, 94.9%), 짜증난 표정(20.0%, 51.1%), 슬  표정

(5.3%, 52.6%)과 같다. 의 실험 결과는 사람에 해 실

행한 표정인식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이 표정을 인

식할 수 있는 확률을 살펴보면, 행복과 무표정은 70%가 

넘지만 슬픔과 놀람은 30%보다 낮게 인식되었다[5].

<Table 6>의 경우 표본 샘 에서 육안으로 표정 구분

이 불가능한 샘 을 제거한 후 다시 실험을 한 결과이다.

Sample Success 1 Success 2 Fail

Happy 45 35 6 4

Angry 33 24 9 0

Stress 31 5 13 13

Sad 28 6 10 12

Total 137 70 38 29

Success 1 : facial expressions recognition success

Success 2 : recognized as a second priority 

<Table 6> Result of facial expressions recognition 2

Human Recognition[5] Proposed

Happy 70% 77.8%

Angry 52% 72.8%

Sad 15% 21.4%

<Table 7> Comparison of recognition

표정 인식 결과 2의 성공률과 유사성공을 포함한 성공

의 경우에는 웃는 표정(77.80%, 92.1%), 화난 표정

(72.8%, 100.0%), 짜증난 표정(16.1%, 58.1%), 슬  표정

(21.4%, 57.1%)과 같으며 표정 인식 결과 1에 비하여 성

공률이 향상되었다. 이는 표본 샘 의 변화가 조  더 일

반화 되었고, 사람의 으로 표정을 가름하는 기 과 

제안 방법이 조  더 일치하게 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기 하여 단 

요소를 선정하여 검출하고 단 요소의 변화 상태를 표

본 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표정을 인식하고 다른 

표정과의 근 도를 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요

소를 검출하기 하여 이미지 역 분할 방식을 사용하

여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표본 샘 에 기반

한 각 표정의 정규 분포와 비교하여 표정을 인식하는 방

법은 표본 샘 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높은 신뢰성을 보

장할 수 있다. 향후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제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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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보완할 정이며 처리속도 향상을 해 병렬처리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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