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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다양하고 방대한 영상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람의 얼굴 영상을 통해 개

인을 인식 및 식별하고 감정 상태를 분석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영상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SIFT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영상에 대한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별, 나이 및 기초적인 감정 상태를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얼굴분석(Facial Analysis), 표정분석(Expression Analysis)

I. Introduction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의 출현과 빅데이터의 도래와 함께 여러유형

의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분석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음성과 

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식별 및 보안 분야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상용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와 

연구는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얼굴 

영상을 기준으로 특징점을 추출하여 성별과 나이를 추출하고 기쁨, 
슬픔, 놀람, 화남 등의 4가지 기본 감정요소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MPEG4에서는 얼굴 표정 인식과 관련한 영상처리를 위한 

FDP(Face Definition Point) 및 FAP(Face Animation Parameter)
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림 1. MPEG4 FDP, FAP

Ⅲ. Design and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을 촬영하고 

SIFT 알고리즘을 통해 얼굴의 특징점을 찾아내어 분석 및 분류하는 

방식이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6. 7)

294

그림 2.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징점 분류

이미지의 특징점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은 Gaussian scale space 
공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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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T로부터 추출된 대표 features를 K-means클러스터링을 수행

하여 codebook 즉 BoVW를 구성한다. 각 이미지의 BoVW를 히스토

그램으로 만든다. 매칭은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 매칭한다. 유클리드 

거리계산을 고속화하는KD-tree를 통해 히스토그램에 들어갈 bin 
크기를 계산한다. tree를 사용하면 빠르고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히스토그램들을 벡터로 보고 SVM으로 학습시켜서 SVM Classifier
를 구성하여 매칭을 한다. 상기에서의 BoVW 및 SVM Classfier는 

MPEG4의 FAP를 기준으로 구성되며, 약 20여개의 포인트들에 대한 

특징점을 추출하여 비교한다. 표정 분류의 이미지 데이터는 기준 

얼굴 표정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전 구축하였고. 입력되는 얼굴영상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SIFT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표정을 분석 및 분류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3. SIFT 기반 특징점 분류 시스템

그림3은 영상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이며, 그림4는 실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에 대한 화면으로. 성별 및 나이와 함께 분노, 행복, 
슬픔, 놀람 등에 대한 표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얼굴 표정 분석 결과

 
 

Ⅳ. Conclusions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를 

이용한 인간의 감정 분석을 위해 텍스트, 음성, 영상 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중 영상분석 관련 기술은 스마트폰의 잠금장치 등에서 

사용될 정도로 그 활용가 높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2O 서비스와 연계한 실감형 응용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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