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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능형 라이프로그 시스템은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구와 함께(Who), 어떤 상황에서(What, How), 일어

나는 정보, 즉 사용자의 일상에서 발생되는 시간, 인물, 장면, 연령대, 감정, 관계, 상태, 위치, 이동 경로 등의 다양한 

상황정보들을 인식하여 태그를 달아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쉽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상황

인식은 자동태킹(Auto-Tagging) 기술과 생체인식 기술인 얼굴인식을 이용해, 태그(Tag) 단위의 정보를 자동으로 생

성하고 분류되어 상황정보 DB을 구축한다. 상황정보 DB에는 지리정보, 위치정보, 날씨정보, 감정정보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능동형태 모델 방법을 사용해 무표정과  웃는표정을 

인식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ABSTRACT 

The intelligent life-log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is intended to identify and record a myriad of everyday life 
information as to the occurrence of various events based on when, where, with whom, what and how, that is, a wide 
variety of contextual information involving person, scene, ages, emotion, relation, state, location, moving route, etc. 
with a unique tag on each piece of such information and to allow users to get a quick and easy access to such 
information. Context awareness generates and classifies information on a tag unit basis using the auto-tagging 
technology and biometrics recognition technology  and builds a situation information database.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active modeling method and an application that recognizes expressionless and smile expressions using 
lip lines to automatically record emo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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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라이프로그는 한 사람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 데이

터이며 웨어러블 장비, 컴퓨터 사용로그, 웹로그 등의 

센서들을 통해 개인의 삶의 특성과 흔적을 표헌하고 있

다.모바일 기기는 휴대가 용이하여 실용적이고 신뢰성 

있는 모바일 라이프로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상황, 상태 정보를 어떻게 DB화 시

켜 저장하느냐에 따라 데이터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

다.  사람들은 점점 디지털기기의 편리성에 의해 본인

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조차도 기억하

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 만큼 스마트 

기기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라이프로그에 관련된 연구들은 일화기억의 형

태로 저장하고 원하는 데이터 검색을 우해 질의어 매칭

과 이벤트요약, 메타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정

보에 대한 검색 방법을 제시하는 기법이었다. 인간의 

의미 기억을 위해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

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이는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을 뜻하며, 이에 대한 내용 입력은 사용자로 하여

금 귀찮은 부분으로 작용하여 그에 대한 실용성이 낮아

지게 되었다. 라이프로그는 다양한 센서와 어플리케이

션 등을 통하여 각 개인의 삶을 기록한 데이터이다. 라

이프로그는 이질적인 데이터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예

를 들어서 비디어 영상정보, GPS, 행동 등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사람의 행동과 주

변 환경은 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로그를 기록하

기에 방대한 양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이고 방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 데이터 안에서 사용자의 상

황에 맞는 정보를 도출해내고 그 당시의 사용자의 감정

까지 도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

또한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많은 사용자 콘텐츠들도 많이 생성되고 있다. 더불어,  

Web 3.0 시대와 함께 UCC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검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고, 기존의 디렉토리 검색 

및 키워드 검색을 대체할 상황인식에 기반을 둔 Auto- 

Tagging 기술이 새로운 검색 기술로 대두 되고 있다. 미

니홈피, 블로그, UCC 등을 통합한 일생의 개인화 서비

스(Lifelog)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대량의 

Life 콘텐츠를 수집하고 검색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

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개발 및 LifeLog 서비

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2-4].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사진 촬영 당시 촬영자의 

GPS정보, 촬영자 주변에서 감지된 블루투스 장비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사진 속 등장 인물의 상황정보를 연속 

로그 형태로 자동으로 태깅하여 DB에 저장하고, 사진

속의 얼굴 영역을 검출하여 얼굴의 표정을 인식하여 감

정로그를 자동으로 태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

안하다.

Ⅱ. 지능형 라이프로그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능형 라이프로그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

보 수집장치부, 수집된 정보를 자동으로 태깅할 수 있

는 태깅 엔지부로 나우어져 있다. 아래 그림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정보 수집 장치부에서는 사용자가 가지

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지리·위치 정보, 날씨

정보, 날짜 정보 그리고 사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렇게 수집된 정보는 Wifi나 Lte를 통해 자동으로 태깅

하고 저장할 수 있는 서버시스템으로 값을 전달하게 된

다. 서버시스템에 전달된 수집 정보들은 태깅 엔진을 

통해 자동으로 값이 태깅되어  상황에 맞게 생성 및 분

류되어 상황DB에 저장할 수 있다.  

Fig. 1  Auto-Tag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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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에이전트 개발부에서는 Smart Device 인터페

이스 개발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컨텐츠를 동기화 시키

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영상, Geo, 날씨 정보를 획득

하여 이러한 기존의 엔진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한 

자동 태깅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토캐깅 기술개발부에서는 이미지 자동 태깅기술 

개발과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상으로부터 

얼굴 검출 및 영역 자동 태깅 모듈과 이름 자동 태깅 

모듈 그리고 본 논문에서 기존의 논문과 차별적인 감

정기록을 위한 얼굴 표정 자동 태깅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5].

라이프로그 시스템 구축 및 응용서비스부에서는 이

미지 콘텐츠 저장 서비스, 콘텐츠 온라인 공유 및 블로

깅 서비스, 유사얼굴 검색 서비스, 개인화/그룹의 장소 

시간별 앨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아래 그림 2

에서는 지능형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흐름도 및 구체

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Intelligent Agent Application

Ⅲ. 표정인식 

3.1. 얼굴 검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얼굴을 검출하기 위해 능동 형태 모델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객체의 윤곽 정보를 기존

의 학습된 모델들의 통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추출하

는 방법으로, 처음에 구성되어지 얼굴 모델과 가장 비

슷한 형태를 가지는 물체를 영상에서 찾는 방법이다[6].

능동 형태 모델을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형태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습 

데이터는 촬영된 영상에 대해 수작업으로 얼굴의 특징

에 맞게 랜드마크를 표시하고 각 랜드마크에 대한 영상

의 좌표값을 구하였다. 랜드마크의 수는 그림 4와 같이 

86개로 설정하였으며 얼굴의 윤곽과, 눈, 눈썹, 코, 입술

을 표현하였다. 랜드마크 86개의 번호는 얼굴 윤곽 0-14

번, 우측 눈썹 15-20번, 좌측 눈썹 21-26번, 좌측 눈 

27-35, 우측 눈 36-44번, 코 45-59번, 입과 입술은 60-84

번으로 지정하였다. 그림3에는 랜드마크가 표시된 영상

의 예가 나타나 있다.

Fig. 3 A face model with 86-landmarks

랜드마크가 표시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각 랜드마크

에 해당하는 영상의 좌표 값을 포함하는 파일을 생성하

였다. 이렇게 학습할 영상과 랜드마크의 정보가 주어지

면 능동형태 모델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

여 얼굴 특징에 대한 능동 형태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능동 형태 모델은 형태 모델과 프로파일 모델로 구성되

어지는데, 능동형태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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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특징 표현은 식 (1)과 같이 얼굴 특징 경계면을 

따라 86개의 좌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 
                        (1)

학습 영상에 있는 얼굴 특징 형태는 크기와 방향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을 구성

해야 된다. 이를 위해 유사한 크기, 방향을 가지며 무게

중심의 좌표가 동일하도록 확대/축소, 이동, 회전등을 

통해 변환하는 선형 기하학적 변환에 의한 정규화가 필

요하다. 정규화된 벡터들의 평균 벡터는 식 (2)를 통해 

구하며, 각 훈련 영상에 대한 벡터들의 평균 벡터로부

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구하는 변위 벡터는 식 (3)

으로 구할 수 있다.

 
 




                              (2)

  
                             (3)

각 훈련 영상들의 얼굴 특징 형태는 고유벡터를 이용

하여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에서     는 앞에서부터 개의 

고유벡터이고   
는 각 고유 벡터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고유 벡터의 가중치에 따

라 얼굴 형태가 달라지는데, 고유값 는 고유 벡터 

방향으로 학습 데이터가 분포하는 분산을 나타낸다. 정

규 분포의 경우 대부분의 데이터는 표준편차의 3배 이

내에 분포하므로 가중치는 식 (5)과 같은 범위 내의 값

을 가질 수 있도록 계산한다.

≤  ≤                        (5)

이와 같이 학습 영상에 대한 얼굴 특징 형태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얼굴 특징이 가질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형태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Viola와 Jones에 

제안된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굴 영역을 검

출하였다. 얼굴 영역을 검출한 후, 검출된 얼굴 영상위

에 학습부에서 구한 평균 얼굴 형태를 위치시킨다. 검출

된 얼굴 영상의 크기나 방향이 평균 얼굴 형태의 크기와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대/축소 변환과 회전 변환을 

적용한다. 이렇게 위치시킨 얼굴 형태를 시작으로 형태

를 변화시켜 가면서 영상의 얼굴 특징과 부합되는 얼굴 

형태를 찾는다. 탐색된 얼굴 형태의 변화가 일정 수준 이

하가 되면 탐색을 멈추게 된다. 한 형태로부터 변화된 새

로운 형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각 랜드마크에 대해 경

계선에 수직인 선을 따라 랜드마크를 이동시켜가면서 

각 위치에서  프로파일모델의 벡터 g를 구하고 프로파일 

모델과 가장 유사한 위치를 찾는다. 어느 위치에서의 프

로파일 벡터가 프로파일 모델과 유사한지는 프로파일 

모델의 평균 프로파일 벡터 와 공분산 행렬 를 사용

하여 식 (6)과 같이 Mahalnanobis 거리를 이용하여 구한

다. 

거리           (6)

아래 보이는 그림4는 무표정일 때 얼굴 검출결과이

고  그림 5는 웃는 표정일 때 얼굴 검출 결과이다. 

Fig. 4 expressionless face detection

Fig. 5 smile expressions fac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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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술라인  검출 방법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영상

정보에서 감정로그정보를 자동으로 태깅하기하기 위해 

얼굴 영역을 검출한 후 입술라인을 검출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표정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 그림 6과 같이 입력 영상에서 입술라인만을 추출

하여야 한다. 

Fig. 6 lip lines detection 

이렇게 추출된 입술라인 정보로부터 입술의 좌우와 

상하의 관계를 가지고 표정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위 얼굴 형태모델에서 마크한 랜드마크  입술 영

역의 랜드마크 중 CLow(81), LCh(84), RCh(78), CLab 

(75)의 위치는 그림 7과 같다. CLow는 상순하연의 중심

점, RCh와 LCh는 양 입술 끝점, CLab은 하순의 중심점

이다. 무표정과 웃는표정 인식을 위해 81번과 75번의 

거리 그리고 78번과 84번의 거리를 이용하여 무표정과 

웃는 표정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7 Main landmarks for smile assessment

카메라의 입력 영상으로부터 정확한 얼굴 검출을 하

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학습 영상

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촬영을 실시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어플리케이션의 감정로그를 기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ASM은 얼굴 특징을 검출의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 영상이 필요하다.  또한 표정의 

분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입술라인 정보값을 받기위해  

100명을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 영상으로 그림8과 같

이 구성하였으며 실험자에 대해 10장씩 1000장의 영상

을 촬영하여 학습영상으로 활용하였다.

Fig. 8 face detection Training images

또한 정확한 입술라인 검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학습 

영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9은 무표정일 

때 입술영역 검출 학습 영상이고, 그림10는 웃는표정일 

때 입술영역 검출 학습 영상이다.

Fig. 9 expressionless Lip Training images

Fig. 10 Smile Lip Training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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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정로그 자동화 기록 어플리케이션

앞 절에서 설명한 자동태깅 기술과 얼굴 검출 및 표

정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로그 자동 

태깅 기술로 감정로그 자동화 기록 어플리케이션을 개

발하였다. 아래 보여지는 그림11은 사용자의 카메라로

부터 실시간 촬영 후 촬영자의 상태정보를 자동으로 보

여주는 결과 화면 중 감정의 결과값은 “Expressionless”

으로 입모양이 변환이 없고 81번과 75번의 거리 그리

고 78번과 84번의 거리가 표준으로 되어 있어 무표정

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림12에서는 그림11과 다르

게 입모양이 변화된 상태로 인식되어 감정의 결과값

이 “Happy”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을 위해 

총 60명의 사용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결과 감

정로그의 실시간 자동태깅의 정확도는 56명으로 93.3%

의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1 Non-expression information application result screen

Fig. 12 Smile Facial Information Application Result Screen

Ⅳ. 결  론

본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단순한 SNS 개념과 문자 메

시지 서비스에서 벋어나 라이프로그의 차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서비스의 하나이다.  상황인식

(Context-Aware)은 자동태킹(Auto-Tagging) 기술과 실

시간 얼굴인식인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 태그(Tag) 

단위의 정보를 생성하고 분류되어 상황정보 DB을 구축

한다. 상황정보 DB구축에서 감정을 나태내 주는 생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얼굴표정인식의 방법을 

얼굴 특징영역을 정확하게 검출 할 수 있는 Cootes[4]가 

제시한 ASM(Active Shape Mode)과 입술라인 검출 후 

입술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정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태그 DB는 SNS 기반 라이

프로그 웹서비스 분야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형 라이프로그 Agent App 개발로 헬스케어 

관련 로봇에 라이프로그 개념을 접목시켜 의료분야나 

치매 노인에게 기억회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방 및 

치료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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