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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Kinect 카메라를 통해 촬 된 상 처리를 통해 상반된 감성 자극 에서 안면 움직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Russell의 2차원 감성 모델에서 원  칭 치에 존재하는 두 상반된 감성인 “Sad - Excitement”, 

“Contentment - Angry” 감성을 유발하기 해 피험자에게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을 동시에 제공하 다. 

Kinect Face Tracking SDK에서 제공되는 121개 특징 으로 구성된 안면 active appearance model에서 

안면 움직임을 잘 표 하는 31개의 주요 특징  주변의 화소 변화를 측정하 다. 안면 근육의 비선형  움

직임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역 이동 기반 최소거리 결정 방법(local minimum shift matching)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sad 감성에서는 우측 안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고, excitement 감성에서는 좌측 안면 움직임

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두 상반된 감성 자극에 한 안면 움직임의 치 한 상반된 결과를 보 다. 한 

“Contentment" 감성에서는 좌측 안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고, "Angry" 감성에서는 안면의 좌우 구분 없

이 움직임이 나타남으로써, 두 상반된 감성 자극에 해서는 우측 안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얼굴표정인식∣감성분류∣Kinect∣Active Appearance Model∣

Abstract

In this paper, a study on facial movements are analyzed in terms of opposite emotion stimuli 

by image processing of Kinect facial image.

To induce two opposite emotion pairs such as "Sad - Excitement”and “Contentment - Angry" 

which are oppositely positioned onto Russell's 2D emotion model, both visual and auditory stimuli 

are given to subjects. Firstly, 31 main points are chosen among 121 facial feature points of active 

appearance model obtained from Kinect Face Tracking SDK. Then, pixel changes around 31 main 

points are analyzed. In here, local minimum shift matching method is used in order to solve a 

problem of non-linear facial movement.

At results, right and left side facial movements were occurred in cases of "Sad" and 

"Excitement" emotions, respectively. Left side facial movement was comparatively more occurred 

in case of "Contentment" emotion. In contrast, both left and right side movements were occurred 

in case of "Angry"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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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사용자 친화 인 스마트 기기의 개발을 해 인

간의 감성을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실험을 통해 감성 

별 신체 부 의 특징에 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기반

으로 인간의 감성을 신체의 다양한 부 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측정한 감성을 스마트기기에 목시

키기 해서는 실시간으로 정량화된 감성 특징 데이터

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 이다. 정량  감성 측정을 

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연구되고 있다.

먼 , 인체 표면에 부착하는 센서를 통해 인간의 감

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있다[1-3]. 와 같은 방법들

은 센서를 몸에 부착하거나 측정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는 불편함이 측정 결과에 노이즈 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한 안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도가 

높은 카메라 기반 측정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카메라 

기반 감성 측정방법은 신체에 장치를 착용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인체 표면의 다양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기존의 카메라 기반 감성측정 방법은 

제스처 분석을 통한 측정방법,  상을 분석하는 방

법, 얼굴 표정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4-8]. 제스처

는 내  감성보다는 외  표  수단이므로, 감성 측정 

보다는 입력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  상을 분석하여 감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역의 크기가 작은 만큼 고해상도의 카메라나  즈 

등의 장치  요구조건이 까다롭다[5]. 얼굴 표정은 인간

의 감성이 가장 풍부하게 표 되는 특징으로, 얼굴의 

다양한 부 별 특징과 상 으로 넓은 역에서 분석 

가능하므로, 일반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고 감성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 가장 하다고 할 수 있다.

얼굴 표정 인식을 통한 감성인식 연구에는 

AAM(Active Appearance Model) 알고리즘을 사용한 

연구가 있다[9].  연구에서 사용한 AAM 알고리즘은 

얼굴의 특징 을 추출하고 기하학  치 계를 통한 

인식 방법이다. 하지만 2차원 상에서 얼굴 역의 

AAM을 추출하는 것은 높은 계산 복잡도 때문에 실시

간 성이 떨어지고, 추출된 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

에 표정 인식의 성능이 하될 수 있다.  다른 연구에

서는 Adaboost 분류기를 얼굴 표정별로 따로 훈련시킨 

후 이를 통해 표정을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나, 

과도한 얼굴 표정이 아닌 경우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진다[10]. 얼굴의 주요 특징 에서 표정에 따

른 구분력이 좋은 아이겐포인트를 선택하여 인식을 수

행하는 방법이 연구된 바 있지만, 일반 상에서 얼굴

의 주요 특징 검출 성능의 한계 때문에 표정인식 성능

이 우수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11]. 이 방법은 표정변

화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만 움직임을 인식한다는 단

과 더불어 조명변화에 민감하다는 단  때문에 상

으로 여러 분야에 활용도가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주요 지 의 임 간 차이를 

분석하여, 감성에 따른 얼굴 치별 움직임의 차이를 

분석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징 변화를 분석하여 

감성 인식을 시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안

면의 움직임을 악하여, 얼굴 표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트 이닝 상에서 3차원 가버 특

징을 추출하고, 특징을 패치(patch)화 하여 입력 상에

서 매칭하는 방식을 통해 표정을 인식하 다[12]. 하지

만, 여러 장의 정지 상을 이용하여 얼굴의 부 별 움

직임을 측정하는 것은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나 특징 요

소를 충분히 반 했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연구에서는 

카메라 기반으로 상체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회감성

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13]. 이 연구에

서는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의 치를 찾

고, 연속하는 두 개의 임의 밝기 차이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사회감성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을 분석하

다. 하지만, 단순히 밝기 차이로 움직임을 단하는 

방법은 인체의 3차원 인 움직임에 의한 2차원 상에

서의 비선형  기하 변환 요소를 고려했다고 할 수 없

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

문에서는 Kinect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3차원 상 기반 

Face Tracking SDK를 사용하여 수행속도 문제를 해결

하 다[14]. 한 [그림 1]과 같이 정확한 인식을 해

서 과도하게 나타내는 표정은 실제 감성을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Kinect SDK의 31Hz 상을 



상반된 감성에 따른 안면 움직임 차이에 대한 분석 3

매 임마다 분석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 의도하기 어려운 미세 안면 움직임을 악할 수 

있다.

그림 1.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과도하게 나타내는 표정의 예
        [15]

본 논문에서는 두 의 상반된 감성을 유발하 을 때

의 얼굴 상 취득하여, 상반된 감성에서 나타나는 안

면 움직임의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을 해 유발한 

두 상반된 감성은 Russell이 정의한 2차원 감성모델에

서 원  칭 치에 존재하는 감성들이다[16]. High 

arousal의 “Excitement” 감성과 Low arousal의 “Sad” 

감성을 하나의 상반된 감성으로 설정하 고, High 

valence의 “Contentment” 감성과 Low valence의 

“Angry" 감성을 다른 하나의 상반된 감성으로 설정하

다. 두 상반된 감성들은 Russell의 2차원 감성모델에

서 [그림 2]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특징 추출방법으로

는 안면 근육의 비선형  움직임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지역 이동 기반 최소거리 결정 방법(local minimum 

shift matching)을 사용하 다.

그림 2. Ressell의 감성모델에서의 상반된 두 쌍의 감성

Ⅱ. 본 론 

1. 안면 움직임 측정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Kinect Face Tracking SDK에서 제공

되는 121개 특징 으로 구성된 안면 active appearance 

model에서 안면 움직임을 잘 표 하는 31개의 주요 특

징 을 선택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알고리즘의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도

SDK에서 제공하는 121개의 특징 과 본 연구에서 

선택한 31개의 특징 의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Face 

Tracking SDK에서 추출 된 121개의 얼굴 특징 들  

표정의 변화가 아닌 얼굴 자체 움직임이 나타나는 얼굴 

윤곽부분의 을 제외하 다. 그리고 , 코, 입 주변의 

들의 경우, 근 해서 치된 들은 상 성이 매우 

높아 공통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 코, 

입 주변의 들  상 성이 낮은 31개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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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분석에 사용한 얼굴 특징 점 (a) Kinect SDK에서 
추출된 121개의 특징 점 분포 (b) 본 연구에서 선
택한 31개의 특징 점 분포

이  임과의 안면 움직임 변화를 측정하기 해 

특징  을 심으로 하는 사각형 역 (10픽셀×10픽

셀)에 하여 주변 화소 변화를 측정하는 지역 이동 기

반 최소거리 결정 방법을 사용하 다[17]. 먼  

LBP(Local Binary Pattern) 방법을 사용하여 이  

임과의 미세한 치 변화 정렬을 한 과정을 거친다. 

LBP는 심 화소의 8개 이웃화소와의 비교를 통해 

역의 질감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이다[18]. 추출된 안면

근육 패턴들은 상하좌우 2픽셀씩 이동하며 총 23회 

HD(Hamming Distance)를 계산하여, 가장 최소 HD가 

나타나는 지 을 결정함으로써, 이  임과의 정렬

을 수행한다. 인 한 두 임의 비교 역 이동 방법

은 [그림 5]과 같고, 빨간색 사각형 역에 하여, 

임 간 특징 거리를 계산하 다. 계산된 특징 거리  최

소값을 나타내는 치로 정렬 한 후 교집합 역의 평

균 화소값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이  임을 기 으

로 움직임량을 계산한다. 

그림 5. 인접한 두 프레임의 비교영역 이동 방법

2. 실험 방법 및 결과
2.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을 동시에 제공

하는 것이 감성을 가장 효과 으로 유발한다는 기존 연

구에 근거하여 두 자극요소를 동시에 제공하 다[19]. 

시각자극은 low-level 단 로 분석한 결과 감성 유발 

효율성이 입증된 ‘Artistic photography from a photo 

sharing site’의 이미지를 사용하 고, 청각자극은 

Russell의 2차원 감성모델과 동일한 평면으로 음악을 

분류한 ‘musicovery’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았다[20][21]. 

본 연구에서는 음향의 객 성을 검증하기 해 4단계

의 검증과정을 진행하 다. 첫 번째로, 'musicovery' 웹

사이트에서 감성 당 5개씩, 총 20개의 후보 음향을 추출

하 다. 두 번째 검증과정으로는 집단심층면 법(FGD, 

Focus Group Discussion)을 수행하여 후보 음향을 12

개로 다. 세 번째로 집단심층면 법으로 추출된 음

향들을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합성을 검증하 다. 카

이제곱검정을 통하여 후보 음향을 8개로 고, 마지

막으로 후보 음향들이 감성에 매칭되는 정도를 수로 

측정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최종

으로 각 감성을 표하는 4개의 음향을 결정하 다.

실험 환경은 피험자가 시각자극을 제공받는 모니터 

하단에 Kinect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험자의 얼굴이 정

면으로 촬 될 수 있도록 하 다. Kinect 카메라 설치

환경  실험하는 모습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실험 환경 및 실험 모습

 실험은 총 10명의 학생과 학원생 피험자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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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성별에 따라 감성을 표 하는 데에 차이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 5명과 여자 5명으로 실험을 진

행하 고, 평균 나이는 25.27±3.73 이다. 실험 시작 에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 한 략 인 진행 사항을 안내 

받았다. 한 극 인 참여를 해 실험의 가로 소

정의 액을 지불하 다.

 피험자는 모니터 앞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청각자

극을 한 이어폰을 착용하 다. 시각자극으로 제공된 

이미지는 감성 당 50장으로, 1장 당 5 씩 제공하여, 한 

감성에 한 실험은 4분 16  동안 진행되었다. 한 이

에 측정한 감성이 재 측정하는 감성에 향을 끼치

는 것(order effect)를 최소화하기 하여 감성 유발 순

서는 랜덤하게 하 고, 측정되는 감성들 사이에 2분의 

쉬는 시간을 두었다. 실험 순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실험 순서 (E; 감성종류)

안면 움직임에 개인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 

감성을 유발하기 에 Neutral 감성에서의 안면움직임

을 측정하여 개인차를 최소화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의 Neutral 측정 구간이 이에 해당한다.

2.2 전체 감성의 실험결과
실험 수행 후 도출되는 안면 움직임 수치는 지역 이

동 기반 최소거리 결정 방법을 통해 정렬된 후 교집합 

역의 평균 화소값 차이이다. 안면 움직임 측정 결과

는 유발된 감성에서 Neutral 감성에서의 움직임 수치를 

뺀 값이다. 따라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Neutral 감성

에서의 안면 움직임보다 감성이 유발되었을 때 움직임

이 다고 단할 수 있고, 양수의 경우는 그 반 의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두 의 상반된 감성에서 나온 결과

들의 평균값을 안면 움직임의 정도를 악할 수 있는 

기  수치로 설정하 다. [그림 8]은 분석에서 사용한 

31개의 을 Kinect 카메라에서 추출되는 순서로 번호

를 부여하 다. [그림 8]의 번호를 토 로 [표 1]에서 결

과 데이터를 나타냈다. 상반된 두  각각의 평균은 표

의 마지막 행에 있고, 해당 평균을 기 으로 움직임이 

높게 나타난 들은 굵은 씨로 표 하 다. 그 에

서 하나의 특징 이 네 감성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음  처리한 셀로 

나타냈다.

     Emotion
Point

Sad
Excite
ment

Angry
Content
ment

No.1 0.996 1.636 0.495 0.951
No.2 2.020 1.713 1.346 1.745
No.3 -1.220 -0.976 -0.883 -1.022
No.4 -0.305 -0.763 -0.365 -0.589
No.5 0.592 1.340 0.722 0.533
No.6 1.177 0.454 0.290 1.053
No.7 -0.216 -1.258 -0.977 -0.590
No.8 0.204 0.291 0.158 0.521
No.9 0.896 -0.161 -0.071 0.580
No.10 -1.312 -2.162 -1.320 -1.64
No.11 1.214 0.553 0.709 0.810
No.12 2.796 2.091 2.247 2.861
No.13 2.018 2.212 1.551 1.982
No.14 -0.149 -0.262 -0.196 -0.381
No.15 1.786 1.449 1.044 1.369
No.16 -2.571 -1.740 -1.818 -1.906
No.17 -0.115 -0.905 -0.549 -0.345
No.18 0.378 1.592 0.995 1.179
No.19 -2.708 -3.252 -1.989 -2.802
No.20 0.419 1.515 0.514 0.500
No.21 0.410 2.014 1.527 1.653
No.22 2.658 2.872 2.064 2.654
No.23 0.179 0.146 -0.210 0.068
No.24 2.079 2.441 1.788 2.160
No.25 0.412 1.068 0.978 0.851
No.26 0.207 0.742 0.544 0.860
No.27 0.089 -0.071 0.152 0.051
No.28 1.78 1.511 1.409 1.334
No.29 -0.288 -0.365 -0.139 -0.415
No.30 -0.200 0.281 -0.041 -0.108
No.31 -0.054 0.093 -0.073 -0.015

Average 0.425 0.455 0.319 0.448
Average 0.440 0.384

표 1. 최종 분석 결과 데이터 (굵은 글씨 : 상반된 두 쌍각
각의 평균보다 결과 값이 높은 경우, 음영 처리 : 굵
은 글씨 중, 네 감성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
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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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31개 특징 점 분석에 사용한 번호

2.3 “Excitement - Sad” 감성 실험결과
첫 번째로 Russell의 2차원 감성모델에서 세로축

(Arousal축)을 기 으로 High arousal 성향인 

“Excitement” 감성과 Low arousal 성향인 “Sad” 감성

에서 나타나는 안면 움직임의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피험자 체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MAYA’에서 제공하는 face model에 표

한 것이다.

 (a)                                (b)

그림 9. 안면 움직임 분석 결과 (a) “Sad” 감성, (b) 
“Excitement” 감성 (사각형 : 평균 이상의 움
직임을 나타낸 위치)

[그림 9]의 사각형 표시는 해당 감성을 유발하 을 

때, 안면 움직임이 많이 일어난 특징 을 표시한 것이

다. “Sad” 감성에서는 오른쪽 의 앞과 뒷부분의 움직

임이 많이 일어났고, “Excitement” 감성에서는 왼쪽  

주 인 썹과 의 앞 그리고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코

의 왼쪽 부분의 움직임이 높게 나타났다. 두 상반된 감

성의 안면 움직임은 우측과 좌측으로 움직임의 치 

한 상반된 결과를 보 다.

2.4 “Angry- Contentment” 감성 실험결과 
두 번째로 Russell의 2차원 감성모델에서 High 

valence 성향의 “Contentment” 감성과 Low valence 성

향의 “Angry” 감성을 유발하 을 때 나타나는 안면 움

직임의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a)                                  (b)

그림 10. 안면 움직임 분석 결과 (a) “Angry” 감성, (b) 
“Contentment” 감성

“Angry” 감성에서는 왼쪽  주 의 썹과 의 앞, 

코의 왼쪽 부분에서 움직임이 높게 나타냈다. 

“Contentment” 감성에서는 “Angry” 감성과 동일하게 

왼쪽  주 의 움직임이 높게 나타났고, 추가 으로 

오른쪽  양쪽 끝부분과  아래 부분의 움직임이 높

게 나타냈다. “Contentment - Angry” 감성에서 좌측 

안면 움직임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측 안면에

서는 두 상반된 감성 자극에 해 상반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Ⅲ. 결 론

분석의 결과는 FACS (Facial Action Coding System)

와 매칭시켜 볼 수 있다. FACS 는 심리학자인 에크만



상반된 감성에 따른 안면 움직임 차이에 대한 분석 7

이 1978년에 표정에 따른 얼굴 근육 움직임을 정의한 

시스템으로, 감성에 따른 안면인식 연구에서 기 이 되

어 왔다[22]. 본 연구에서는 시각자극과 청각자극 두 개 

만으로 감성을 유발하 고, 31Hz의 아주 짧은 시간에 

나타난 표정을 분석하 다. 그 기 때문에 일반 으로 

정의되어 완 한 표정을 묘사한 Action Unit과 완벽히 

일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Excitement” 감성에서의 

 주변 근육의 움직임과 “Sad” 감성에서의  주변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 유사성을 보인다. 

한 “Angry” 감성에서도  주변 근육의 움직임에서 유

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성에 따라 변

화하는 안면움직임을 확인하기 보다는 상반된 감성에

서 나타나는 안면 움직임의 차이를 확인하 다. Kinect 

카메라로 촬 된 상을 통해 감성들을 유발하 을 때, 

두 상반된 감성 자극에 한 안면 움직임의 치 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그림 11]은 Russell의 2차원 감성모델의 각 사분면에

서 움직임이 높게 나타나는 안면 치를 ‘Left side’와 

‘Right side’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안면 움직임 분석 결과

‘High arousal & High valence’ 성향인 “Excitement” 

감성은 좌측 안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고, ‘Low 

arousal & Low valence’ 성향인 "Sad" 감성은 우측 안

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상반된 결과를 보 다. 

한 ‘High arousal & Low valence’ 성향인 “Angry” 

감성은 좌측 안면, ‘Low arousal & High valence’ 성향

인 “Contentment” 감성에서는 안면의 좌우 구분 없이 

움직임이 나타남으로써, 두 상반된 감성 자극에 해서

는 우측 안면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Russell의 감성모델을 기 으로 각

사분면에 존재하는 감성들을 상반된 감성으로 설정하

여 비교분석 하 다. 추가 으로 분석해본 결과 High 

arousal 성향인 “Angry”감성과 “Excitement”의 감성의 

경우 동일하게 양측 안면에서 움직임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 감성의 평균 화소 값에서는 차이가 있다. 

“Excitement” 감성의 움직임량은 4개의 감성 에서 가

장 높은 값을 보 고, “Angry” 감성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두 감성의 움직임이 많은 들의 패턴은 같

지만, 움직임의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Low arousal 성향의 감성들은 공통 으로 우측 안면에

서의 움직임이 높게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면 움직임 분석 방법은 부 별 

미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구안와사

와 같은 안면 신경마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안면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감성에 따른 안면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4가지 감성 외에 

보다 세 한 감성 자극을 제공하여 감성 자극의 정도에 

따른 안면 움직임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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