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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변 크기 블록 기반의 새로운 얼굴 특징 표현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외형 기반의 얼굴 표정 인식 방법들

은 얼굴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 영상 전체를 균일한 블록으로 분할하는 uniform grid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얼굴 이외의 배경이 포함될 수 있어 표정을 구분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각 블록에 포함된

얼굴의 특징은 입력영상 내 얼굴의 위치, 크기 및 방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의미한 표정변화가 가장 잘 나타내는 블록의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가변 크기 블록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얼굴의

특정점을 추출하여 표정인식에 기여도가 높은 얼굴부위에 대하여 블록 설정을 위한 기준점을 결정하고 AdaBoost 방법을 이

용하여 각 얼굴부위에 대한 최적의 블록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해 LDTP를 이용하

여 표정특징벡터를 생성하고 SVM 기반의 표정 인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uniform grid 기

반 방법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된 방법이 형태와 방위 등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MMI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의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입력 환경의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tudy of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using Variable-sized Block

Youngtak Cho*, Byungyong Ryu**, Oksam Chae***

ABSTRACT

Most existing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methods use a uniform grid method that divides the entire facial image into

uniform blocks when describing facial features. The problem of this method may include non-face backgrounds, which

interferes with discrimination of facial expressions, and the feature of a face included in each block may vary depending

on the position, size, and orientation of the face in the input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variable-size block method

which determines the size and position of a block that best represents meaningful facial expression change. As a part of

the effort, we propose the way to determine the optimal number, position and size of each block based on the facial

feature point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posed method, we generate the facial feature vectors using LDTP and

construct a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system based on SV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conventional uniform grid based method. Especially, i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adapt to the

change of the inpu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by showing relatively better performance than exiting methods in the

images with large shape and orientatio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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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얼굴 표정 인식은 컴퓨터 비전 및 인공 지능 연구

의 중요한 분야이며 콘텐츠 분류, 감정 인지, 지능형

서비스는 물론 거짓말 탐지와 같은 수사기법에 활용

되는 등 사회 안전 및 보안 시스템까지 여러 분야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5]. 얼굴 표정은 얼굴

구성 특징 요소인 눈, 코, 입, 눈썹의 모양 및 위치변

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 또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굴 표정 변화에 따른

얼굴 특징의 모양 및 위치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은

크게 기하학적 특징 기반 방법과 외형 특징 기반 방

법으로 나뉜다[6]. 기하학적 특징 기반 방법은 얼굴의

주요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이들 특징점들의 위치와

상대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표정 변화를 기술한다[7].

이 방법은 얼굴의 표정 변화를 소수의 인자로 간단하

게 표현 가능하고 얼굴의 위치, 크기, 방위 변화에 적

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징점

추출 방법에 성능이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8]. 외형특

징기반 방법은 얼굴 영상 자체를 대상으로 얼굴 특징

의 모양과 형태변화를 특징벡터로 표현한다. 이러한

외형특징기반 방법은 다시 영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전역특징기반 방법(Holistic image based approac

h)[9-12]과 얼굴 영상의 일부를 대상으로 표정 변화를

기술하는 지역특징기반 방법(Local image based appr

oach)[13-16]으로 나뉜다. 기존 연구들은 표정인식 측

면에서 지역특징기반 방법이 전역 특징 기반 방법에

보다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역특징기반 방법

이 얼굴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표정변화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 특징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표정 인식 방법들

은 얼굴 영상을 uniform grid, 즉 균일한 크기의 영상

블록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분할된 각 블록을 3x3, 5x

5 또는 7x7 등의 크기를 갖는 국소 마스크를 사용하

여 패턴을 부호화하고 히스토그램으로 누적하여 해당

블록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사용한다. 전체적인 얼굴표

정을 표현하는 특징벡터는 얼굴을 구성하는 모든 블

록의 히스토그램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생성한다. 이러

한 특징 벡터의 표현능력은 패턴을 부호화하는 방법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표정인식을 위한 부호화 방

법으로는 픽셀의 상대적인 밝기 정보를 부호화한 LB

P(Local Binary Pattern)기반 방법[13], 지역적인 주파

수 특정을 표현하는 Gabor filter 기반 방법[14], 에지

방향 패턴을 사용하는 LDP(Local Directional Patter

n) 기반 방법[15] 등이 있다. 그러나 균일한 블록으로

부터 지역적인 패턴을 기술하여 표정 인식을 수행하

는 방법은 얼굴의 위치, 방위, 크기 변화에 민감한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특징기반 방법은 눈, 코, 입,

눈썹 등의 얼굴 특징이 얼굴 영상 내 비슷한 위치에

존재할 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 방법

들은 대부분 얼굴 영상의 크기를 정규화하거나 눈을

기준으로 얼굴 영상을 정규화한 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규화 과정도 영상을 균등하게 분할할 경우

에는 각 얼굴특징이 지정된 블록에 포함되는 것을 보

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균일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

들의 성능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외형특징기반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변 크기 블록(Variable-sized

block) 기반 표정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

은 내용에 관계없이 얼굴영상을 일정 크기로 균등하

게 분할하는 기존 방법과 다르게 표정변화가 크게 나

타나는 얼굴의 특정 부위가 특정 블록에 일관되게 나

타나도록 블록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수가 결정되는

가변적인 분할 방법을 사용한다. 표정의 변화에 따라

서 얼굴의 각 부위의 변화하는 정도와 크기가 각기

다르다. 제안된 방법은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를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블록 크기와 위치를 정함으로

써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정 인식용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얼굴의 표

정변화를 표현할 수 있고 인식결과도 우수함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는 가변 크기 블록

에서 사용될 얼굴 특징 검출 방법 및 기준점 선정과

이를 통한 가변 크기 블록의 설정 방법을 기술한다. 3

장에서는 최적의 블록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기술

한다. 4장에서는 가변 크기 블록을 이용한 표정 인식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5장의 결론으로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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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riable-sized Block

2.1 제안 방법의 개요

제안된 방법은 얼굴의 외형 정보 중에서도 표정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여 인식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에 대하여 그 영영의 특성에 맞게 크기

와 위치를 결정하는 가변 크기 블록(Variable-sized b

lock)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정인식을 수

행한다.

얼굴 영상에서 표정 변화와 무관한 부분을 배제하

고 표정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 가변 블록을 설정하

고 표정 변화를 기술하게 되면 얼굴 외형 차이로 나

타나는 변화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블록이 항상 동일한 표정 특징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한 표정 변화의 기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얼굴 영상마다 표정 변화가 나

타나는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 얼굴

특징 검출(Geometric facial feature detection) 방법을

사용하여 표정 변화가 나타나는 신뢰성 있는 기준점

을 선정해야 한다. 기준점 선정을 위해서는 표정 변화

가 나타나는 영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기준점이 결정되면 해당 영역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블록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블록의 크기가

커지면 다양한 크기와 위치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히

스토그램에 포함되는 샘플 수가 커지는 장점이 있지

만 얼굴 특징의 형태와 위치변화에 대한 정보가 축소

되는 단점이 있다. 블록 크기가 작아지면 반대로 표정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식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블

록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

정과 관련된 주요 얼굴 특징인 양쪽 눈, 양쪽 눈썹, 미

간 및 콧등, 입으로 구성되는 여섯 개 얼굴 특징을 나

타내는 특징점들을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변블록

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람

간의 표정의 차이와 입력 영상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블록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

양한 입력상황이 고려된 학습 데이터에 AdaBoost 기

법[17]을 적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다음 절과 장에 제시하였다.

2.2 얼굴 특징 검출 방법 선정

얼굴 특징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얼굴 특징의 위치를 자동으로 검

출할 수 있는 기존 기하학적 얼굴 특징 검출(Geometr

y facial feature detection)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

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Tzimiropoulos[18]의 연구

에서 AAM(Active Appearance Method)와 CLM(Con

straint Local Model) 대비 좋은 검출 성능을 제공하

는 것으로 입증된 Chehra face tracker[19]를 사용하

였다. Chehra face tracker는 그림 1과 같이 63개의

얼굴 특징 점을 검출하는데 양 눈썹과 두 눈, 코, 입술

에 대하여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제공한

다. 제안 방법은 검출된 특징점으로부터 이후 소개하

는 과정을 통해 가변 크기 블록 생성을 위한 기준점

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적 크기 및 위치를 계

산하여 가변 크기 블록을 적용한다.

(그림 1) Chehra face tracker에서 제공하는

얼굴에서 검출 가능한 63개 특징점

2.3 Variable-sized Block 후보 선정

가변 크기 블록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얼굴 영상의 전체 영역이 아닌 표정과 밀접하게 연관

이 있는 영역을 후보로 설정해야 한다. 이상적인 가변

크기 블록은 입력영상의 변화에도 같은 얼굴 특징이

표현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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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면 표정 인식

에 필요한 정보는 최대한 포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감정 변화 및 표정 변화에 따라 얼굴의 외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한 EMFACS (Emotional F

acial Action Coding System)[20]과 FACSAID (Facia

l Action Coding System Affect Interpretation Dictio

nary)[21]에 따라 가변 크기 블록 후보 영역을 결정하

였다. EMFACS와 FACSAID에서 정의된 표정 변화

에 따른 얼굴의 움직임은 그림 2와 같이 주로 눈, 눈

썹, 미간, 그리고 입에 집중된다.

(그림 2) EMFACS에 정의된 표정에 따른

얼굴 움직임 변화

이를 바탕으로 그림 3과 같이 좌우 눈썹, 좌우 눈,

입, 미간 및 콧등의 여섯 개 영역을 가변 블록을 위한

후보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 가변 크기 블록 설정을 위한

여섯 개의 후보 영역

2.4 Variable-sized Block 기준점 선정

제안하는 가변 크기 블록은 기하학적 얼굴 특징 검

출 방법으로 자동 검출된 얼굴 특징점을 사용하여 각

얼굴 영상마다 다른 위치에 각기 적합한 크기로 생성

된다. 그런데 Chehra face tracker에서 검출되는 63개

의 얼굴 특징점은 표정 변화에 따라 그 위치가 이동

한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표정 변화에 덜 민감하여

안정적인 위치 확인이 가능한 특징점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특징점을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선택하고자 여러 가지 표정 영상으

로부터 Chehra face tracker에서 검출되는 63개 특징

점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좌우측 각

눈의 양 끝과 코끝에 해당하는 특징점이 표정 변화에

덜 민감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정 변화에 덜 민감한

이들 다섯 개 특징점을 가변 크기 블록 생성을 위한

기준점으로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섯 개 후보 영

역에 대한 표정변화 수용력이 높고 안정적인 가변 크

기 블록을 생성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기준점으로

부터 가변 크기 블록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4) 가변 크기 블록 설정을 위한 기준점

2.5 Variable-sized Block 설정 방법

Chehra face tracker가 다른 방법에 비하여 안정적

인 검출 결과를 제공하지만 검출된 특징점의 위치는

오차, 즉 오류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특징 검출 오류를 수용하

면서도 표정과 관련된 얼굴 특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가변 크기 블록은 사람마다 다른 얼굴 특징

의 크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여섯 개 후보 영

역에 대하여 앞서 검출된 기준점의 비율에 따라 각

영역별 블록의 크기를 설정한다.

즉 앞서 정의한 표정 인식을 위한 여섯 개 영역에

대하여 각 블록의 최적 크기와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블록의 개수와 위치 그리고 크기의 세

가지 인자를 조합하여 생성 가능한 모든 경우를 테스

트함으로써 최적의 조합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인자의 조합으로 생성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계산량이 과

다하여 현실적으로 응용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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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우 수를 제한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시

도하였으나 결과는 직관적인 방법보다 좋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

험을 바탕으로 경우를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

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결정된 가변 크기 블록

설정을 위한 후보 영역을 대상으로 블록의 형태, 즉

위치와 크기를 scale factor 파라미터로 정의하고 실

제 얼굴 표정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정인식에 기

여도가 높은 최적의 블록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방

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본 절

에서는 먼저 블록의 형태를 파라미터로 정의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3장에서는 전술한 특징점

검출 오류와 블록 생성의 경우의 수를 고려한 블록의

최적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안 방법은 먼저 오른쪽과 왼쪽 눈을 위한 블록의

크기를 파라미터로 설정한다. 그림 5는 오른쪽 눈 영

역의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하는 예시를 나타낸다. 앞

서 그림 4에 도시한 Chehra face tracker에서 제공하

는 25번과 28번 기준점을 이용하여 오른쪽 눈 양 끝

점의 거리 를 계산한다. 왼쪽 눈의 경우 19번과 22

번 기준점을 이용한다. 각 눈의 양 끝점을 기준으로

블록의 좌우상하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 0에서 1 사이

의 값을 갖는 각각의 scale factor 
 , 

 , 
 , 

을 설

정 하고, 이를 눈 양 끝점의 거리 값 와 곱하면 각

기준점의 위치로부터 확장된 거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를 블록의 크기로 하여 두 눈 영역 각각의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한다.

(그림 5) 눈 영역의 가변 크기 블록 설정 방법

그림 6은 미간 및 콧등 영역을 위한 가변 크기 블

록을 설정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Chehra face tracker

로 추출한 특징점 중 22번과 25번은 양쪽 눈의 끝을

나타내는 기준점 중 콧등에 인접한 것으로 본 논문에

서는 이들 두 기준점을 미간 및 콧등 영역을 위한 기

준점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눈 영역과 마찬가지로 미

간 및 콧등 영역을 나타내는 두 기준점 사이의 거리

를 계산하고 이를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각 sca

le factor, 즉 오른쪽 여분 
 , 왼쪽 여분 

 , 위쪽 여

분 
 , 아래쪽 여분 

와 곱하여 그 값을 각 기준점과

연결하면 사각형 블록의 크기와 위치를 나타낼 수 있

다. 이를 이용하여 미간 및 콧등 영역의 가변 크기 블

록을 설정한다.

(그림 6) 미간 및 콧등 영역의 가변 크기 블록

설정 방법

아래 그림 7은 눈썹 영역에 대한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 예를 나타낸다. 왼쪽 눈썹의 경우 19번과 22번

을, 오른쪽 눈썹의 경우 25번과 28번 기준점을 이용하

여 각 기준점 사이의 중앙, 즉 눈의 중앙 점의 위치를

계산하고 중앙에서 수직 위쪽으로 만큼 떨어진 곳

을 눈썹 영역의 가변 크기 블록의 중심점으로 잡는다.

이 때 눈썹의 양 끝점의 거리는 눈의 끝점 사이의 거

리와 마찬가지로 로 설정한다. 역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네 개의 scale factor, 즉 오른쪽 여분 
 ,

왼쪽 여분 
 , 위쪽 여분 

 , 아래쪽 여분 
를 와

곱하여 눈썹의 각 기준점으로부터의 상하좌우의 거리

를 확장, 눈썹 영역의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한다.

(그림 7) 눈썹 영역의 가변 크기 블록 설정 방법

다음 그림 8은 입 영역의 블록 설정 예를 나타낸

다. 한편 그림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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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준점 중에는 입과 관련된 기준점이 없다. Che

hra face tracker에서 제공하는 입 관련 특징점이 표

정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매우 커 기준점으로 활용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 모양의 변화는 표정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 가치가 높다. 따라

서 제안 방법에서는 입 모양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코끝 과 눈의 특징점을 이용하여 얼굴의 가로 및 세

로 비율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의 위치를 근사

하게 예측하여 블록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눈의 중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19번과 22번 기준점 쌍과 25번과 28번 기준점 쌍을

이용하여 두 눈의 각각의 중심점 
과 

을 결정한

다. 이어서 코끝을 중점으로 두 눈의 중앙을 지나가는

원을 가정하여 원의 가장 아래 쪽 점을 입의 중심점

으로 예측한다. 그 후 두 눈의 중앙 
 및 

 사

이의 거리 를 계산하고 다른 영역의 블록을 구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여분 
, 왼쪽 여분 

,

위쪽 여분 
, 아래쪽 여분 

에 대하여 0에서 1사

이의 값을 가지는 입 영역 블록을 위한 scale factor를

설정한다. 이를 두 눈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값 와

곱하여 입의 중심점 으로부터의 상하좌우 거리를

결정, 입 영역의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한다.

(그림 8) 입 영역의 가변 크기 블록 설정 방법

3. Optimal Variable-sized Block

3.1 최적 블록 크기 계산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각 후보 영역에 가변 크기 블록이 최

적 크기와 위치를 갖도록 생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sc

ale factor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앞

서 가변 크기 블록의 후보 영역을 설정하고 Chehra f

ace tracker에서 검출된 특징점을 기준으로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에서는

Chehra face tracker의 특징점 검출 오류를 수용하는

각 영역의 여분을 설정하기 위한 16개의 scale factor

파라미터가 발생한다. 이때 16개의 파라미터는 0에서

1사이의 독립적인 실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최적 값

을 찾는 과정에서 매우 큰 연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0에서 1사이의 값을 0.1 단위의 열 개를 설정하고

각 파라미터를 독립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1016번

의 조합이 발생한다. 이 때, 얼굴 표정 영상 데이터베

이스에 각각의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조합을 하나씩 확인하여 최적의 값을 계산하는 brute

force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각 블록마다 독립적으로 최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표정인식에서 중요한 얼굴 특징 사이의 관계를 무시

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면서 최적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후의 내용은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daBoost[17]를 이용한 최적 크기 계

산을 통해 scale factor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가변 크

기 블록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2 Adaboost를 이용한 최적 크기 계산

Shan[16]은 10x10에서 25x20의 크기까지 5픽셀 단

위로 증가하는 블록 크기와 가로 세로 4픽셀씩 이동

하여 얼굴 영상 전체에 16,640개의 블록을 설정한 뒤

표정인식에서 가장 큰 구별 능력을 제공하는 블록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각 블록을 하나의 Wea

k Classifier로 설정하고 여러 개의 Weak Classifier로

부터 하나의 Strong Classifier를 구성하는 방법인 Ad

aBoost를 사용하여 구별 능력이 가장 우수한 블록을

선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착안

하여 제안 방법에서는 scale factor별로 생성 가능한

블록을 모두 구한 후 이들 각 블록을 Weak Classifier

로 설정한 후 AdaBoost를 이용하여 가장 큰 구별 능

력을 제공하는 블록을 찾아 해당 블록들을 모두 수용

가능한 scale factor를 최적의 값으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우선 Weak Classifier로서 모든 가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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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각 scale factor를 0.1단위로 증가시켜 10개(0.1 ~

1.0)를 설정하였다. 각 블록마다 네 개의 scale factor

가 존재하므로 각 가변 블록은 총 104개의 각기 다른

크기의 블록이 생성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xten

ded Cohn-Kanade[24] 표정인식 데이터베이스의 얼굴

영상 981장을 이용하여 각 영상마다 눈, 눈썹, 미간

및 콧등, 그리고 입에 가변 블록에 대하여 모두 4 x 1

04개의 블록을 생성하여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제안

방법은 먼저 각 블록에 대하여 Local Directional Ter

nary Pattern(LDTP)[22] 코드 히스토그램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각 블록의 Weak Classifier를 학습한다. 마

지막으로 학습된 Weak Classifier와 AdaBoost를 이용

하여 구별 능력이 좋은 조합 30개를 그림 9와 같이

선정하고 각 영역 별로 선정된 블록을 모두 포함 가

능한 scale factor를 계산하고 이를 최적의 가변 크기

블록으로 사용한다.

(그림 9) 최적 블록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AdaBoost를 이용하여 선정된 30개 블록

4.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얼굴 영상 전체를 이용하는 기존의

외형기반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정과

관련된 얼굴 영역을 가변 크기 블록으로 설정한다. 제

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이용한 표정인식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기존

의 방법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정인식 시스템을 구

성하기 위해서는 각 블록에 포함된 화소들을 지역적

인 미세패턴으로 표현하고 이 패턴들의 히스토그램을

결합하여 전체얼굴을 나타내는 특징벡터를 구성하여

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블록의 설정방법에 있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 미세패턴 코드 생성 방

법인 LDTP[22]를 채택하였다. LDTP는 지역적인 에

지의 형태를 59개의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정

인식에서의 성능이 기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

를 이용한 특징벡터는 제안 방법에서 소개한 여섯 개

가변 크기 블록에서 추출한 코드의 히스토그램을 차

례로 연결하여 354개 요소를 갖는 벡터로 생성된다.

인식 방법은 Support Vector Machine(SVM)[23]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외형기반 표정인식 방법들도 unif

orm grid를 적용하여 영상을 균일한 블록 크기로 분

할하는 것만 다를 뿐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제

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채택한 기존 LDTP

또한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안 방법과 uniform g

rid 방법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기존 LDTP와의 비

교평가를 수행하였다.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위해 가

장 널리 활용되는 Extended Cohn-Kanade(CK+)[24],

Japanese Female Facial Expression(JAFFE)[16], M

MI-Facial Expression Database(MMI)[25]의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안된 방법과 기존 방법을

비교 평가하였다.

4.1 CK+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성능평가

CK+는 123명의 593개의 영상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상은 무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특정 표정

을 짓도록 하여 녹화되었으며 표정은 anger, contemp

t, disgust, fear, happiness, sadness, surprised로 분류

된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CK+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일곱 가지 표정을 가진 327개의 영상 시퀀스에서

가장 표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 장의 이미지를 선

정하여 총 981장의 영상과 일곱 가지 표정을 가진 얼

굴 영상 데이터 셋을 구성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기

존 방법과 비교 평가를 위해 SPTS (Similarity-norm

alized Shape)[24], CAPP (Canonical Appearance Fea

tures)[24], SPTS+CAPP[24], CLM (Constrained Loc

al Model)[26], CLM-SRI (CLM method by using sh

ape related information only)[27], EAI (Emotion Av

atar Image)[28], SRC+IVR[29], DNN (Deep Neural

Network)[30], LDTP[22] 방법을 대상으로 하였다.



74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1호 (2019. 3)

(그림 10) CK+ 표정인식 데이터베이스의 예

다음 <표 1>은 CK+ 데이터 셋에 대한 실험 결과

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기존의 LDTP 방법

은 uniform grid 방식을 이용함에도 최근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딥러닝을 이용한 DNN 방법보다 좋은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때, 제안 방법과 기존 LDTP를 비교

해보면 제안 방법의 인식 결과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이 기존 LDTP와 동일한 지역 미세

패턴을 이용한 특징 벡터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서 가

변 크기 블록을 적용하여 표정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표정과 무관한 정보를 배제하는 특성의

효과가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Method Results(%)
SPTS[24] 50.4
CAPP[24] 66.7

SPTS+CAPP[24] 83.3
CLM[26] 74.4

CLM-SRI[27] 88.6
EAI[28] 82.6

SRC+IVR[29] 90.3
DNN[30] 93.2
LDTP[22] 93.6
Proposed 93.8

<표 1> CK+ 표정인식 데이터 셋에 대한 제안된

가변 크기 블록 방법의 성능 비교

4.2 JAFF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성능평가

JAFFE는 열 명의 동양인의 얼굴에 대하여 213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상은 일곱 가지 표정

레이블 중 하나를 갖는데 여기에 설정된 표정 레이블

은 anger, disgust, fear, happy, sadness, surprise, ne

utral 중 하나이며, 256 x 256의 이미지 해상도를 가

진다. 특히, 모든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뒤로 묶어 얼

굴의 표정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본 실험에서는 Gabor[31], LDP[15], SRC+IVR

[29], LDTP[22] 방법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11) JAFFE 표정인식 데이터베이스의 예

<표 2>는 이러한 JAFFE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실

험 결과를 나타낸다. 동양인 여성의 얼굴 표정에 대한

실험 결과, SRC+IVR은 CK+에서와는 다르게 기존 L

DTP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SRC+IVR 방법은 얼

굴 영역이 완전하게 드러났을 경우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LDTP에 대하여 균일 블

록이 아닌 제안된 가변 크기 블록을 적용하였을 때에

는 SRC+IVR보다 우세한 인식 성능을 보였다. 즉, 본

실험 결과 또한 기존 균일 블록 방법보다 제안하는

가변 크기 블록 방법이 표정 변화의 검출 효과가 뚜

렷함 보였다.

Method Results(%)
Gabor[31] 85.8
LDP[15] 90.1

SRC+IVR[29] 94.7
LDTP[22] 93.9
Proposed 94.9

<표 2> JAFFE 표정인식 데이터 셋에 대한 제안된

가변 크기 블록 방법의 성능 비교

4.3 MM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성능평가

MMI는 EMFACS[20]에 의해 정의된 표정 변화에

따른 얼굴 근육 움직임을 갖는 1500개 이상의 동영상

및 정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안경의 착용

여부를 비롯하여 정면뿐만 아니라 고개를 움직이는

등 다양한 포즈의 표정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하여 입력영상의 변화가 상대적으

로 크다. 본 실험에서는 anger, disgust, fear, happine

ss, sadness, surprise의 여섯 가지 표정을 갖는 1767

부터 2004번의 영상을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CPL[32], CSPL[32], AF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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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32], LDA[33], DCNN[34], 그리고 LDTP[22]와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12) MMI 표정인식 데이터베이스의 예

<표 3>의 결과는 MMI 데이터 셋에서도 제안된

방법이 기존 방법들에 비하여 우수한 표정 인식 성능

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DCNN 방법은 최근 각광받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딥러닝 방식

의 표정인식을 수행하여 입력의 변화에도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LDTP와 비교하여도 월등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 LDTP에 대하여 제

안한 가변 크기 블록을 적용할 경우 DCNN와 견주어

보다 좋은 인식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Method Results(%)
CPL[32] 49.4
CSPL[32] 73.5
AFL[32] 47.7
ADL[32] 47.8
LDA[33] 93.3
DCNN[34] 98.6
LDTP[22] 97.3
Proposed 98.9

<표 3> MMI 표정인식 데이터 셋에 대한 제안된

가변 크기 블록 방법의 성능 비교

결과적으로 지역특징을 이용하는 외형특징 기반표

정 인식에서 기존 uniform grid 방식으로 얼굴 영상을

균일한 크기로 분할하는 방법과 제안하는 가변 크기

블록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가변 크기 블

록 방법이 표정 인식 성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특히 제안된 방법이 scale fa

ctor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검출된 얼굴 특징으로부터

가변적으로 블록을 설정하여 기존방법에 비해 얼굴의

위치, 크기 및 방위를 달리하는 입력의 변화에 대해서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표정 변화 기술을 위한 가

변 크기 블록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외형 기반 표

정 인식 방법은 얼굴 영상 자체를 모두 사용하기 때

문에 입력 영상에서의 얼굴의 위치, 방위, 크기의 변

화를 비롯하여 사람간의 차이가 표정 간 차이보다 큰

경우 정확한 표정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었다. 반면 제안된 방법은 표정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

에만 가변 크기 블록을 설정함으로써 표정인식에 필

요한 정보는 포함하면서 사람간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영역을 제외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 또한 각 블록이 얼굴의 특정부위를 일관되게 표현

하기 위한 최적의 블록 크기와 위치를 scale factor 파

라미터를 이용하여 가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입력환

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정 인식 연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험 및 기존 방법들과

의 비교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제안 방법의 장점과 효

과를 수치적으로 입증하였다. 제안 방법은 표정변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존 수사보조 등 사회 안전 및

보안 관련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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