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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기기가 발 함에 따라 종이책이 아닌 다양한 자책뷰어가 등장하고 있다. 애 의 아이패

드(iPad), 아마존의 킨들(kindle)과 같은 태블릿, 자책 는 스마트폰이 표 인 이며 스마트기기

의 사용자 증가로 용 단말기가 아닌 스마트폰 심의 자책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

니어 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이 자책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여 히 낮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표정에 따라서 

자책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표정감지를 하여 OpenCV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하고, Haar-Like 피처 기법으로 사용자의  모양을 검출한다. 이 감

겨있는 경우와 푸린 경우를 감지하여 이에 맞게 자크기와 화면을 자동으로 설정해 다.

1. 서론

   최근 자책 용 뷰어, 태블릿, 스마트폰의 보 으로 

자책은 그 수요가 매 년 증가하고 있다. 자책은 종이

책과는 다르게 정보의 손상이 없으며,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 씨 크기, 폰트, 화면 밝기 등의 각종 요소

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시니어 는 손이 불편한 장애우 등은 자책 

환경을 직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자

책에 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1].

  바이오메트릭 인식은 지문, 얼굴모양, 음석 등과 같은 신

체의 일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워드 는 카드와 같

은 인증 수단에 비하여 렴하고 보안성이 높은 장 이 있

다. 하지만 센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단 으로, 바이오메

트릭 인식은 주로 시스템 근 는 출퇴근 리와 같이 

특정 장소 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카메라와 얼굴인식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폰이 

리 보 됨에 따라서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C 기반의 자책에서 카메라 센서를 이

용하여 독자의 표정을 감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을 

독자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

안한 방법은 카메라 센서로 캡처한 얼굴 모양 감지,  모

양 검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자 크기, 밝기 등의 

화면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 장애우 뿐만 아니라 일반 독

자들에게도 이 보다 편리하게 자책을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2. 스마트 자책 원리

  

(그림 1) 스마트 자책 원리

  (그림 1)은 제안한 표정감지 기법을 용한 스마트 자

책의 원리를 보여 다. 스마트 자책의 자동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 1: PC의 카메라 센서로 얼굴 이미지를 캡처한다.

단계 2: 캡처된 이미지로부터 얼굴 윤곽선과 특징 을 추

출한다.

단계 3: Haar-Like 피처 기법을 이용하여  모양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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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출한다.

단계 4: 검출된  모양 특징 과 DB에 장된  모양 

데이터를 비교한다. DB는 세 가지 표정을 나타내는 특징 

들로 구성된다. 세 가지 표정은 정상, 을 푸린 상태, 

을 감은 상태로 구분한다.

단계 5: 단계 4의 결과에 따라서 자 크기, 밝기, 화면

on/off 환경을 설정한다. 

2.1 얼굴   모양 추출

   얼굴   모양 추출을 해서 OpenCV 라이 러리와 

객체 검출에 사용되는 Haar-Like 피처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먼  PC로 캡처된 이미지로부터 OpenCV 라이

러리에서 제공하는 얼굴인식 코드로 얼굴모양을 검출한

다. 얼굴 검출 패턴은 과 코의 명암 차이가 발생하는 

을 이용한다. 얼굴 검출이 끝나면 얼굴 특징을 추출한 후

에, 이를 이용하여 Haar-Like 피처 선택 알고리즘으로  

모양에 해당하는 객체를 검출한다.

(그림 2) Haar-Like 피처 검출 방식

  (그림 2)는 Haar-Like 피처 선택 알고리즘으로  모양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을 보여 다. (그림 2)의 검은색 사각

형 역의 Gray scale 값의 총합과 흰색 사각형 역의 

Gray scale값의 총합을 뺀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토 로 

사물을 검출한다[2].

(그림 3)  외곽 추출 방법

  (그림 3)은 추출된  모양 객체에서 의 외곽을 추출

하는 방법을 보여 다. 일단 의 역이 (그림 3)과 같이 

결정되면 상하좌우 범  내에 외곽선을 추출한다. 의 외

곽은 가장 외곽에 있는 이기 때문에 상단부터 하단으로 

탐색하여 가장 먼  만나는 지 을 외곽 으로 잡아  

모양을 추출하면 된다[3].

  에 단계로 얻은 얼굴 모양과  모양 데이터를 사용자 

정보과 함께 DB에 장한다.

2.2 표정 변화 감지 방법

  

(그림 4) 표정 변화 감지 방법

  (그림 4)는 제안한 표정 감지 방법을 보여 다. 사용자가 

얼굴정보를 입력하고 자책을 볼 때, 실시간으로 의 수

직 길이를 추출하여 결과 값에 따라 화면, 자크기 는 

밝기 등의 자책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 다. 자책을 

보고 있는 동안은 Haar-Like 피처 기법을 이용하여  모

양을 계속 으로 추출한다. DB에 장된 의 수직 길이

가 1.4cm라고 가정한다면, 실시간으로 추출된 의 수직 

길이가 반으로 어들어 표정을 푸린다고 인식하여 자

크기를 증가시켜주고, 0.42~0cm정도가 되면 을 감았다고 

인식하여 자동으로 화면을 모드로 변경해 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책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얼

굴인식을 이용한 표정 감지 기법을 구 하 고 이를 응용

한 스마트 자책을 제안하 다. 제안한 스마트 자책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표정을 감지하여 자 크기나 화면을 

자동 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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