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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지역미세패턴(local micro pattern)의 하나인 LBP(Local Binary Pattern) 코드

의 잡음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새로운 미세패턴 방법인 LDP(Local Directional Pattern)를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LB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m × m 마스크를 이용하여 8개의 방향 성분을 구하고, 이를 크기에 따라서 정

렬한 후 상위 k개를 선정하여 해당 방향을 나타내는 비트를 1로 설정한다. 그리고 8개의 방향 비트를 순차적으로 연결

하여 최종 패턴 코드를 생성한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회전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잡음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제안된 방법을 기반으로 얼굴의 영구적인 특징과 일시적인 특징을 함께 표현하는 새로

운 지역미세패턴의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 Study on Local Micro Pattern for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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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d LDP (Local Directional Pattern) as a new local micro pattern for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to solve noise sensitive problem of LBP (Local Binary Pattern).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8-directional components using m × m mask to solve LBP's problem and choose biggest k components, each

chosen component marked with 1 as a bit, otherwise 0. Finally, generates a pattern code with bit sequence as

8-directional components. The result shows better performance of rotation and noise adaptation. Also, a new local

facial feature can be developed to present both PFF (permanent Facial Feature) and TFF (Transient Facial Feature)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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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기술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 사람간의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얼굴 인

식을 이용한 보안 패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자동적인 얼굴 표정 분석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주된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HCI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1][2]

[3].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자동적인 얼굴 표정 인식에

대해 진행되고 있지만, 영상으로부터 효과적인 얼굴

표현에 대한 특징을 얻어 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이를 위해 얼굴 표정의 특징을 검출하는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크게는 기하학 기반(geometric

-based) 방법과 외형 기반(appearance-based) 방법으

로 분류할 수 있다[4][5].

기하학 기반 방법은 영상에서 검출된 얼굴 컴포넌

트(component)의 모양과 위치를 활용하여 얼굴 라인,

움직임 정보, 혹은 얼굴의 동작과 같은 얼굴 특징(feat

ure)을 검출한다. 그러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얼

굴 컴포넌트의 검출과 추적의 필요는 많은 실시간 시

나리오에서 기하학 기반 방법을 적용하는 데 제한적

이다.

외형 기반 방법은 구체적인 얼굴 컴포넌트의 인식

없이 지역 특징과 얼굴 변화를 검출하여 사용한다. 이

러한 외형 기반 방법들은 얼굴 영상의 모습을 모델링

하여 전체 얼굴 영상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LBP(Local Binary Pattern)가 효과적인 외형 기반 얼

굴 특징 검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6][7]. 그러나

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LBP는 지역 이웃(local neigh

borhood)에서 1차 밝기 패턴 변화만을 고려하기 때문

에 얼굴 표현 영상에서 미묘한 변화의 세부 정보 검

출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주어진 화소 주위의 다른 방향에서 밝기 패

턴의 변화량을 코드화하여 화소의 색과 밝기 그리고

이동 특성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미세 패

턴 생성 방안과 이를 이용하여 얼굴 표정 인식의 성

능을 향상시킬 특징 벡터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외형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

는 얼굴표정인식 방법은 전체 영상이나 지역적인 영

상을 대상으로 표정에 따른 눈과 입과 같은 영구적인

특징과 주름과 같은 일시적인 특징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외형 특징 기반 방법은 특징추

출에 사용되는 영상의 크기에 따라서 전역 특징 기반

방법(Holistic image based approach)과 지역 특징 기

반 방법(Local image based approach)으로 구분된다

[4][5].

전역 특징 기반 방법은 얼굴영상을 구성하는 각 화

소를 하나의 특징 요소(feature element)로 보고 영상

전체를 하나의 특징벡터로 표현한다. 따라서 얼굴영상

을 구성하는 화소 수가 많을 경우 특징벡터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져 계산량이 많아진다. 이러한 전역 특징

기반 방법은 별도의 특징추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

상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간단하지

만 얼굴의 포즈와 조명 그리고 얼굴의 표정이 움직이

는 동적인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8][9].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지역 특징 기반 방법은 얼

굴 영상에서 표정에 의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영

역에 지역적인 윈도우를 설정하고 윈도우 내의 밝기

분포를 바탕으로 특징을 추출하여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나타내는 특징벡터를 구성한다. 이러한 지역

특징 기반 방법 중 가버 웨이블릿(Gabor wavelet) 필

터를 이용하는 방법[10]은 얼굴에 있는 선의 끝이나

경계 정보를 다양한 크기와 여러 방위에서 검출함으

로써 얼굴형태의 변화에 따른 영구 얼굴 특징과 일시

적 얼굴 특징을 추출한다[11]. 일반적으로 가버 웨이

블릿 표현방법은 얼굴인식과 표정인식 모두에서 탁월

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널리 상용되고 있다. 하지

만 계산에 많은 시간과 메모리가 소요되는 것과 피부

의 알베도(albedo)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

LBP 방법[12]은 이웃 화소들에 대해 중앙화소를

임계값으로 이진화하여 얻어지는 비트 패턴을 순서적

으로 나열함으로써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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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같이 생성된 LDP 코드는 이론적으로 영

상이 22.5도 이상 회전되어야 코드가 달라진다. 따라서

LDP는 LBP에 비해서 회전에 대한 영향이 적다. LBP

코드를 회전불변코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코드 비트

를 코드값이 최소가 될 때까지 이동(shift)한다[12]. L

DP의 경우에는 에지반응이 최대인 방향을 나타내는

비트가 LSB(Least Significant Bit)가 되도록 이동시킨

다. (그림 3) (a)에서 원시 코드는 00010011이고 이동

된 회전불변코드는 0011001으로 (그림 3) (b)에서 생성

된 회전불변코드와 동일하다.

원코드 = 00010011 이동된 코드 = 00110001

(a) 원영상

원코드 = 01001100 이동된 코드 = 00110001

(b) 회전된 영상

(그림 3) 회전불변 LDP 코드 예

이렇게 생성되는 LDP는 LBP에 비하여 첫째, m×m

마스크를 사용하여 에지반응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심

의 한 화소 값에 의해서 코드가 결정되는 LBP에 비해

서 잡음에 대한 적응력이 현저히 높다는 것과 둘째, 영

상에 에지 텍스쳐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위순위에 들어

있는 반응들의 순위는 하위순위에 비해서 변화할 확률

이 낮다. 따라서 영상에 잡음이 포함되어도 LDP 코드

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중심화소와 외곽화소의 차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비트를 세팅하는 LBP의 경우는

(그림 4)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잡음에 매우 민

감하다.

마지막으로 텍스쳐나 경계가 없는 영역의 화소들

의 경우에 중앙화소와 주변화소와의 차이는 추가된 잡

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LBP의 경우에 매우 불

안정한 코드가 생성된다. LDP의 경우 마스크를 사용

하여 에지 반응을 구하고 최대 에지반응 값이 일정 값

이하이면 배경화소를 나타내는 “00000000“코드를 부여

하기 때문에 잡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85 32 26

105053

60 38 45

LBP = 00111000
LDP = 00010011

(a) 원영상

81 29 32

155838

65 43 47

LBP = 00101000
LDP = 00010011

(b) 백색잡음이 추가된

영상

(그림 4) 가우시안 잡음에 따른 LBP와 LDP의

변화 비교

4.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LDP 코드의 특성

을 분석하고 LDP 코드를 이용한 얼굴표정인식을 위

한 표정특징 표현방법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환경을 구축한다. 이 실험에서는

FERET(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데이터

베이스[14]의 영상들이 사용되었다.

4.1 표정 인식을 위한 LDP 코드의 최적화

먼저, 얼굴 표정 인식과 텍스쳐 인식을 위한 최적의

LDP 코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여러 LDP 코드의 특성

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표정인식과 텍스쳐 인

식을 위한 LDP 코드의 최적의 지역패턴크기(m), 코

드의 길이(l), 코드에서 1로 세트되는 비트 수를 나타

내는 에지방향 수(k)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인 분석

을 수행한다.

LDP 코드에서 지역 윈도우 크기 m이 커지면 더 많

은 주변 이웃화소의 정보를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음에 더 강해진다. 하지만 코드의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얼굴 특징 벡터 표현과 분류에 필요한 계산량

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잡음에 강한 신뢰성과 계산

량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최적의 지역 윈도우 크기 m

을 찾아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5×5 마스크가 3×3 마스크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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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LDP 코드를 이용한 저해상도의 이미지 인식 성능

실험 또한 수행 하였다.

150×110 75×55

Feature

Gabor[10] 89.8 ± 3.1 89.2 ± 3.0

LBP[12] 92.6 ± 2.9 89.9 ± 3.1

LDP 96.4 ± 0.9 95.5 ± 1.6

<표 5> 저해상도 얼굴영상에서의 인식 성능

48×36 37×27

Feature

Gabor[10] 86.4 ± 3.3 83.0 ± 4.3

LBP[12] 87.3 ± 3.4 84.3 ± 4.1

LDP 93.1 ± 2.2 90.6 ± 2.7

4가지의 다른 해상도(150×110, 75×55, 48×36, 37×2

7)를 가진 이미지들이 성능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었

다. 저해상도 이미지들은 원본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

(down sampling)해서 얻어진 이미지들 이다. 결과는

LBP 코드와 가버 웨이블릿 방법과 비교하였다. 이 실

험에서는 6가지 표정 구별과 RBF(Radial Basis Func

tion) 커널을 이용한 SVM(Support Vector Machines)

을 사용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5>는 LDP 코드

가 저해상도 이미지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안 패턴 생성을 위한 지역 미세

패턴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얼굴인식과 표

정인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LBP의 단점

을 보완하고 화소의 색과 밝기 그리고 이동 특성 등

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미세 패턴 생성 방법

과 이를 이용하여 얼굴 표정 인식과 텍스쳐 인식의

성능을 향상시킬 특징 벡터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LDP는 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코드 최적화 과정을 거쳐 기존의 LBP에 비해 잡음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며, 영상의 회전 및 크기 변화에

대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LDP는 앞으로 보안 패턴 생성을 위한 다양

한 기술로의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지

역적인 얼굴 특징 개발 및 얼굴 특징을 이용한 표정

인식 평가 시스템 구축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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