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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면신경마비(facial nerve paralysis)는 주로 편측성으로 발생하는 안면신경장애에 의한 안면표정

근의 마비를 뜻한다. 이러한 안면신경마비는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두 가지

로 나뉜다. 안면신경마비의 증상으로는 이환측, 구각부의 처짐 및 침을 흘리는 등 입 주위의 증상이 

있어 안면표정의 변화를 일으킨다.[1] 본 논문은 사진을 입력 받아 얼굴영역에서 입 특징점을 추출

하여 입력 받은 데이터가 안면신경마비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자 한다. 

 

1. 서론 

안면신경마비란 안면의 한쪽 표정근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오는 질환으로 비교적 자주 경험하는 신경질

환 중 하나로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와 말초성 안면

신경마비로 나뉜다. 안면신경마비는 대개 20~5 대 나
이에서 자주 발생하고 1 년에 인구 1 만명당 약 30 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인이 될 만한 질
환이나 외상없이 한랭노출, 과로, 감정적 불안이나 충
격 등이 원인이 되어 갑자기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급변하고 다변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불규칙한 생활과 과로 및 스트레

스 등의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안면

신경마비로 이환 되어 내원하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enCV 
library 를 이용하여 카메라로부터 입력 받은 이미지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얼굴과 코, 입 영역을 검출 한 
뒤, 각 영역으로부터 코의 중심, 입 꼬리의 특징 점을 
추출하여 안면신경마비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준다.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의 전체적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환자의 웃는 사진을 입력하면 칼라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

를 해주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전처리 과정을 마
친 이미지를 Haar 분류기 [3]를 이용하여 얼굴영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영역 내에서 입과 코의 영역을 
검출한다. 각 영영에서 코의 중심, 입의 양 끝점을 추
출하여 양 입 꼬리 간의 대칭 정도와 코의 중심과 각 
점들간의 거리를 feature 로 하여 해당 사진이 안면신

경마비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준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눈 영역은 Features 로 제외하였는데, 
이는 안면신경마비환자 대부분이 안륜근에 가벼운 마
비 증상을 동반하면서 하부 안면 근육에 분명한 마비

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비한 마비증상을 보이

는 눈 영역은 제외하고, 분명한 마비 증상을 보이는 
입 영역을 안면신경마비환자인지 판단하는 Feature 로 
사용한다. 
 

2.1.  Pre-Precessing 

전처리 단계는 RGB 기반의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

로 받은 후, 입력된 이미지를 처리 하기 전에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잡음제거를 해주고, 히스토그

램 평활화를 해주는 단계이다. 
 

 
(그림 2) 좌: 그레일 스케일, 우: 히스토그램 평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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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tection 

Haar 분류기를 이용하여 얼굴 및 코 영역을 검출한

다. 얼굴을 찾지 못할 경우는 에러 처리를 통해 새로

운 이미지 입력을 받고, 코 영역이 검출 되지 못한 
경우는 전 단계에서 검출한 얼굴영역의 가운데 위치

를 코의 중앙 위치로 한다. 
입은 형태학적으로 얼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검출된 얼굴영역을 가로 3 등분으로 나누고, 
나뉜 영역 중 가장 아래 영역을 입 영역으로 지정한

다. 
 

2.3.  Feature Extraction 
입의 Feature 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Skin color 검출

하여 Skin 영역을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 Skin color 검
출을 위해 RGB 기반의 이미지를 HSV,  HIS, YCbCr, 
LUT 등 다양한 컬러공간으로 변환하여 Skin color 를 
검출한다. [4][5] 본 논문에서는 검출된 입 영역을

YCbCr, HSV 컬러기반으로 변형하여 Skin color 를 검출

한다. 각 결과에 대해 외곽선을 그려주고, 외곽선 결
과값을 X 축과 Y 축으로 각각 Labeling 을 해주어 입 
꼬리의 특징점을 추출해 준다. 

 

 
(그림 3) Feature Extraction 과정 

 
2.4.  Classification 

전 단계에서 추출된 코의 중심점과 입의 특
징점을 이용하여 정상/환자를 classification 한다. 
본 논문에서는 Classification 을 위한 기준을 1) 
각 특징점과 코의 중심과의 수직거리 2)기울기

로 정하였다.(그림 4) 
 

 
(그림 4) Classification 을 위한 기준 

먼저, 1)수직거리는 왼쪽특징점의 y 좌표와 코
의 중심의 y 좌표와의 거리값과 오른쪽 특징점

의 y 좌표와 코의 중심의 y 좌표와의 거리값의 
차이이다. 수직거리를 구하여 입의 비대칭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다. 
 
    Dis = |CenterY – LY| - |CenterY - RY|     (1) 
 
   Dis = Dis / imgSize                   (2) 
 
식(1)에서 CenterY 는 코의 중심의 Y 좌표이고, 

LY 와 RY 는 각각 왼쪽 특징점과 오른쪽 특징점

의 y 좌표이다. 이미지마다 크기가 다르므로 

특징점 간의 수직거리 차를 이미지 크기로 나

누어 주었다. 

2)기울기를 통해 입의 기운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 환자와 정상인을 classification 하는 또 하
나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림 5) 정규화된 수직거리와 기울기 데이터 

 

(그림 5)는 정상인과 환자의 이미지를 처리한 데이

터를 정규화 한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양

이 많지 않아 leave out one cross validation 방법

을 이용하여 각각의 classification 조건 1)수직거리, 

2) 기울기에 대해 실험하였고, 마지막으로 두 조건을 

합쳐 실험하였다.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실험을 하였다. 먼저 
수직거리(코의 중심과 각 특징점과의 거리 차의 값)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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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기준으로 하여 환자와 정상인을 분류하

였다. 이때, 두 그룹을 분류하는 threshold 는 초기값은 
평균값으로 주고, 각 그룹에서 threshold 와 가장 가까

운 값을 하나씩 찾아 두 값의 평균 값을 새로운 
threshold 값으로 지정하며 threshold 값이 변하지 않으

면 그 값을 환자와 정상인을 분류하는 threshold 값으

로 정한다. 두 번째 실험은 양 쪽 입꼬리 간의 기울

기를 구하여 환자와 정상인을 분류한다. 이때 
threshold 값 결정방법은 앞의 방법과 동일하다. 마지

막은 앞의 두 방법(수직거리, 기울기)을 합친 하이브

리드 방법이다. 
실험을 위해 총 20 개의 안면신경마비환자 이미지

와 20 개의 정상인의 이미지를 데이터로 사용하였으

며, leave out one cross validation 방법을 이용하여 

39 개의 training set,  1 개의 test set 으로 40 번의 실험

을 하였다. 
 
<표 1> 각 실험에 대한 결과 

 수직거리 기울기 하이브리드 
 환자 정상 환자 정상 환자 정상 

환자 13 7 16 4 17 3 

정상 2 18 3 17 2 18 
 
<표 1>를 보면 classification 의 기준을 하나로 하는 것 
보다 두 가지 방법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법이 더 좋
은 결과 도출하며, 하이브리드 방법을 통해 precision 
0.89, recall 0.85, f-score 0.87 이라는 높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6) 사전 진단 프로그램 

 
 
 
 

4.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classification 기준

이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recision 0.89 recall 
0.85 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feature extraction
영역을 확장시켜 세분화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면근육마비는 일종의 어떤

질병의 증상이고, 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마비의 원인에 따라서 마비의 증상도 다양하

고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하다. 세분화된 feature 
extraction 을 통해 다양한 마비 증상들을 학습하여 
classification 할 수 있다면, 원인에 따라 환자를 좀더 
디테일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 모
바일 진단프로그램은 환자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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