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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화된 감정인식(emotion recognition) 기

술은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과 데이터를 이용한 애

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굴

표정(facial expression)은 사람의 감정을 대변하는 

뛰어난 특징을 가지며 감정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다[1,

40]. 또한 표정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표정인식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얼굴표정의 미묘함, 복잡성 및 

가변성을 극복 할 수 있는 표정인식 알고리즘 개발은 

여전히 미흡하다[2,3,4].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의 얼굴표정을 통해 감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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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인식하여 감정인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초지

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알고리즘들을 개발

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감정인식 기술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콘텐

츠에 노출되는 사용자의 솔직한 평가나 반응을 알기 

위한 시장조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존 

설문조사는 콘텐츠를 감상한 후에 평가 내리는 방식

이라 감상자의 편향, 주관 등이 개입될 수 있다. 하지

만 감정인식 분석기술을 활용하면 콘텐츠를 즐기는 

도중에 사용자의 표정으로 평가해 객관적인 데이터

를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

발한 감정인식 프로그램은 영상 속 얼굴을 인식해 

감정을 읽는다. 감정을 분노·경멸·혐오·공포·행복·

중립·슬픔·놀람 등 8가지로 세분화해 수치화된 데이

터로 보여준다[6]. 이 기술을 이용하면 식당에서 음

식을 먹는 손님 표정으로 그날의 음식, 서비스 등을 

평가받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인 ‘어펙티바(Affectiva)’는 여러 사람

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은 뒤 이들의 감정을 범주화해 

‘표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코카콜

라, 유니레버 등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이

들이 이에 반응하는 표정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를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마케팅을 위

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7].

얼굴표정기반 감정인식의 초기 연구는 정적(정지 

상태, static state) 얼굴 영상에서 감정 분석에 초점

을 맞추었다. 하지만 감정 분석이 동적 스트리밍

(dynamic streaming)으로 바뀌면서 연구의 초점이 

영상 시퀀스(스트림)를 통한 감정 인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즉, 영상 시퀀스를 사용하는 얼굴영상 

기반 감정인식은 자동 감정 인식 분야에서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영상 시퀀스를 활용

하는 기존 감정인식 기술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 키-프레임(key-frame) 기반 연구방법[8,

9,10], 2) 얼굴의 동적특징 기반 연구방법[11,12,13],

3) 시공간 기술자(spatio-temporal descriptor) 기반 

연구방법. 첫 번째 기존 연구방법은 감정인식을 수행

하기 위해 정지 영상의 정적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의 방법들에 경우 키-프레임(key-frame)에

서 선택된 대표적인 피크 표현 얼굴(peak expression

faces)만이 얼굴인식에 사용된다. 첫 번째 연구방법

의 한계는 피크 표현 얼굴(peak expression faces)을 

자동으로 선택하는데 있어 정확성에 대한 보장이 어

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얼굴감정인식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기존 연구방법은 

영상 시퀀스에 내재된 얼굴영상의 역학정보를 활용

하기 위해 영상 시퀀스에 포함된 모든 얼굴영상들이 

시간적 순서와 함께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분노와 같

은 기본적인 얼굴표정의 동역학 모델을 학습하기 위

해 HMM(Hidden Markov Model)과 같은 확률 모델

을 사용한다. 두 번째 연구방법에 문제점은 획득된 

영상 시퀀스에 포함된 얼굴영상들이 시간적으로 연

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실질적인 응용

에서 얼굴영상의 역학정보를 신뢰성 있게 모델링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 번째 기존 연구방법은 시공간 

기술자를 이용하여 공간 및 시간적 식별 정보(spatial

and temporal discriminative information)를 모두 활

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세 

개의 직교평면으로부터 추출된 LBP-TOP 특징정보

[14,15]와 세 개의 직교평면으로부터 추출된 LPQ-

TOP[15,16] 특징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

나 시간에 따른 표정 변화의 다양한 특성들(예를 들

어, 얼굴근육 전이 혹은 전이 유형)이 동적 특징 추출

(dynamic feature extraction)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들은 영상 시

퀀스에서 차별적인 공간 및 시간 정보 추출하는데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표정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가중 소프트 투표 분류 알고리즘

(weighted soft voting algorithm)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가중 소프트 투표 분류 알고리즘은 영상 시퀀스

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감정인식을 수행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한 방법은 비디오 시퀀스 

내에 존재하는 얼굴영상들을 서로 다른 특징표현들

(feature representations)로 학습된 다중 분류기들에

(multiple classifiers) 입력하고 획득한 표정인식 투

표들(votes)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표정인식 성능

을 최적화한다. 제안 방법의 기술적인 특징들은 다음

과 같다.

∙입력된 얼굴 영상의 최종 감정인식 분류결과는 

주어진 얼굴영상에서 추출된 특징표현들로 훈련된 

다중 분류기들에 의해 결합된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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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하고 상이한 특징표현들이 표정인식을 위한 

얼굴영상의 상이한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어 일부 모

호한 표정인식 특징정보를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상이한 특징 표현으로 훈련된 다중 분

류기들에서 수집된 투표 결과들을 이용하여 얼굴 표

정의 복잡한 패턴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차별적

인 정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표

정인식 정확도(accuracy)를 높일 수 있다.

∙각각의 분류기가 불확실한 얼굴 영상 분류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성능을 나타내는 경우, 과반수 

투표(majority voting)[17] 기반 분류 프레임워크에

서 다른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얼굴감정인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인식을 위

해 더욱 강력한 (또는 더 신뢰할 수 있는) 투표 결과

들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중치 

결정(weight determination) 알고리즘을 개발하였

다. 제안한 가중치 결정 알고리즘은 얼굴 영상에 대

한 분류기 신뢰도와 현재 입력 얼굴 시퀀스들에 포함

된 각 얼굴영상의 품질(quality)을 계산하고 분류기

들의 투표들의 가중치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

를 위해 얼굴 시퀀스의 품질 척도로서 ‘표정의 피크

표현 강도(peak expression intensity)’와 ‘정면자세 

정도(frontal-pose degree)’를 정의하고 효과적으로 

구한다.

비디오 표정인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베이스인 CK+ DB[18]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제안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CK +DB를 활용해서 

평가되었던 기존 표정인식 성능들과 비교하여 제안

한 방법은 향상된 감정인식 정확도를 획득하였다.

2. 개  요

Fig. 1은 얼굴 시퀀스(face sequence)를 입력으로 

하여 표정인식을 수행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을 전

체적으로 보여준다. Fig. 1에서 얼굴 시퀀스는 하나

의 동일한 감정유형(예: 분노)을 가진 일련의 다중개

의 얼굴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얼

굴 시퀀스는 얼굴추적(face tracking)[19]과 얼굴검

출(face detection)[20] 기술들을 사용하여 얼굴 영역

을 포함하는 비디오 시퀀스에서 획득한 것이라 가정

하자.

제안 방법에서는 입력 얼굴 시퀀스로부터 오정렬

된(misaligned) 얼굴영상들 및 비얼굴영상(nonface

images)들을 지원벡터기계(Support Vector Machine,

SVM)[21] 분류기 기술을 통해 제거한다. 오정렬된 

얼굴영상들 혹은 비얼굴영상들이 제거된 얼굴 시퀀

스는 다중개의 특징표현들로 학습된 다중 분류기들

에 각각 입력되어 얼굴 시퀀스에 포함된 각 얼굴영상

에 대해 특정 감정유형(emotion class)에 대한 소프

트 투표(soft voting) 값들을 얻는다. 또한, 얼굴 시퀀

스에 포함된 얼굴영상들의 품질(quality)을 측정하기 

위해 얼굴영상의 ‘피크표현 강도(peak expression

intensity)’와 ‘정면자세 정도(frontal-pose degree)’

를 계산한다. 얼굴 시퀀스 품질 값들은 가중치 결정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소프트 투표값에 부여될 가중

치 값을 구한다. 제안하는 가중치 소프트 투표 알고

리즘은 소프트 투표(soft voting)값들과 소프트 투표

값들에 부여된 가중치를 결합하여 입력 얼굴 시퀀스

의 최종 감정부류를 결정한다.

3. 오정렬된 얼굴영상 및 비얼굴영상 제거 방법

실질적인 응용에서는 잘못된 얼굴 검출 및 추적 

결과로 여러 개의 오정렬된 얼굴 영상 및 비얼굴영상

들이 얼굴 시퀀스에 포함될 수 있다. 주어진 얼굴 시

퀀스에 대해 올바른 얼굴 감정인식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불필요한 얼굴 영상들은 감정인식을 수행하

기 전에 제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SVM 분류

기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얼굴영상들과 올바르게 검

출된 얼굴영상들을 구별하였다. 긍정 혹은 부정 부류

(class)가 표기(labelling)된 훈련 샘플들을 

       

  ∈ 라 하자. 여기서 는 얼굴 

시퀀스에 포함된 i-번째 얼굴 영상을 나타낸다. 또한 

Fig. 2에서와 같이 오정렬된 얼굴영상들 혹은 비얼굴

영들을 부정부류(negative class)로 간주하여  

로 표시한다. 반면에 얼굴검출이 올바르게 된 얼굴영

상들을 긍정부류(positive class)로 간주하고   

로 표시한다. SVM 분류기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K(ž)는 입력 벡터를 특징공간에 삽입되는 

커널 함수(kernel function)이며, 는 이중 최적화

(dual optimization) 문제를 풀기 위한 라그랑지 곱수

(Lagrange multipliers), 는 부호함수[22] 이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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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표현된 SVM 분류기 모델 형성을 위해 우리

는 커널 함수로 방사형 기저함수(radial basis func-

tion, RBF[24])를 사용했다.

식 (1)에 SVM 분류기를 형성하기 위해 1,000개의 

긍정 얼굴 샘플들과 1,000개의 부정 얼굴 샘플 영상

들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Fig. 2는 긍정 샘플들과 

부정 샘플들로부터 구한 SVM 분류기 출력 값들을 

[-1,1]의 범위로 정규화[23]한 확률 분포를 보여준다.

Fig. 2에서와 같이 입력된 얼굴영상 에 대해 SVM

분류기 출력 가 음수 값(negative value)을 갖는

다면, 는 오정렬된 얼굴영상 혹은 비얼굴영상으로 

간주되어 최종 얼굴 시퀀스에서 제거된다.

4. 가중 소프트 투표 분류 알고리즘

I   

 를 비디오 시퀀스에서 오정렬된 얼굴영상

들 및 비얼굴영상들을 제거한 후 남은 N개의  얼굴영

상들로 구성된 얼굴 시퀀스라 표기하자. 감정부류 라

벨(emotion class label) 는 i-번째 감정부류(예: 행

복)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얼굴 시퀀스의 n번째 얼

굴영상 I 에 대해 총 K개의 다른 특징표현들

(feature representations)을 얻기 위해 참고문헌 [24]

에서 기술한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을 I 에서 계산된 m번째 특징

표현이라 가정하자. 본 논문에서는 을 얻기 위해 

Local Binary Pattern(LBP)[25]와 Gabor Wavelet

[26]을 활용한다. LBP 특징벡터 추출 연산 시 인접 

픽셀의 개수 P와 원의 반경 R을 다음과 같이 (8,1),

(8,2), (8,3), (16,1), (16,2)으로 조합하여 총 다섯 개의 

LBP 특징표현들을 활용하였다. Gabor Wavelet에 

경우 두 개의 스케일(scale)과 다섯 개의 방향(orien-

tation)을 갖는 Gabor 필터들을 구성하여 총 열 개의  

Gabor Wavelet 특징표현들을 활용하였다.

(ž)을 m번째 특징표현 으로 훈련된 분류기

(classifier)라 하자, 여기서  이고 M은 사

용가능한 특징표현 유형(type)의 총 개수이다. 얼굴

영상 I 이 (ž)에 입력으로 주어질 때 해당 출력은 

C차원을 가지는 벡터 

 I 

 I 

I  T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C는 총 감정부류들의 개수이고 T

Fig. 1. Overall process of the proposed facial expression based emotion recognition framework for a given face sequence. 

Note that a face sequence is assumed to be obtained by applying face tracking and detection to a given video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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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렬 및 벡터연산에서 전치 연산자(transpose op-

erator)이다. 어떤 분류기 모델을 활용해도 제안 방법

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분류기의 출력 범위는 



 I ∈이다. 또한 분류기 출력 

 I 은 C개의 

가능한 감정부류 라벨들  에 대한 사후확률

(posterior probability)의 추정치   I  를 나타낸

다. 얼굴영상 I 에 대한 소프트 투표 값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combined
 I   

I 

I   

I   for  

(2)

여기서 T(ž)는 K개의 분류기 출력 값들을 결합하

기 위한 결합규칙(combination rule)을 실행하는 함

수이다. 예를 들어, T(ž)함수가 최대규칙(max rule)

[27] 기반 결합을 수행할 경우 [즉,

combined
 I   max   

 

 I  ], K개의 출력 값들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분류기의 출력 값이 

combined
 I  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T(ž)함수로서 평

균규칙(average rule)[27], 최소규칙(min rule)[27],

최대규칙(max rule)[27]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최

대규칙 방식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후 내용에서 T(ž)함수를 최

대규칙을 수행하는 함수로 간주한다.

소프트 투표 값 combined
 I  을 활용하여 가중치 소

프트 투표 분류를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arg max 
  



combined
 I   for  

종속조건
  



   그리고  ≤ ≤

(3)

여기서, 은 n번째 얼굴영상의 소프트 투표 값 

combined
 I  에 부여된 가중치(weight)이며,  은 가

중치 기반 소프트 투표 결합 
  



combined
 I  을 최

대화하는 감정부류이다. 식 (2)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계산된 소프트 투표 값과 해당 가중치 값을 결합하여 

감정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중 소프트 투표 분류 알고리즘’이라 정의한다. 제

안 방법에서는 감정인식 정확도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더욱 신뢰성 있는 소프트 투표 combined
 I  들에 

대해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가중치값 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가중치 결정 알고리즘에 

Fig. 2. Distribution of SVM classifier outputs trained with 1,000 positive and 1,000 negative face examples for filtering 

out misaligned- and non-fac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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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다음 4.1절에서 설명한다.

4.1. 얼굴영상 품질 측정 활용 가중치 결정 알고리즘

식 (3)에서 제안한 가중치 기반 투표 분류 방법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가중치 을 효과적으로 결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에서 얼굴영상의 

품질은 ‘정면자세 정도(frontal pose degree)’와 ‘피크

표정 강도(peak expression intensity)[28]’ 요소들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피크표정 강도’란 특정 

감정(예: 분노, 행복)을 표현함에 있어 주어진 얼굴 

영상이 얼마만큼의 특성들을 표출하고 있는지 정도

를 나타낸다(Fig. 3 예시 참조). 위에서 언급한 요소

들을 측정하는 목적은 얼굴 시퀀스 내에서 정면자세 

및 높은 피크표정 상태들을 동시에 가지는 얼굴 영상

들의 소트프 투표  combined
 I  에 더 큰 가중치 값들

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들

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 된다.

피크표현 강도(Peak expression intensity) : 실

질적인 비디오 기반 감정인식 응용에서 얼굴영상들

이 특정 감정을 대변하는 정도(degree)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28]. 따라서, 다중개의 얼굴영상들로 구

성된 얼굴 시퀀스를 활용하여 표정인식을 수행하는 

경우, 높은 표현정도를 가지는 비디오 프레임에서 얻

어진 인식 결과가 최종 인식결과 결정에서 큰 가중치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28]에 내용을 기반으로 제안 방법에서 ‘피크표현의 

강도’는 얼굴 영상에서 표현 된 감정상태(emotion

state)가 무표정(neutral expression) 감정상태와 다

른 정도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유

공간(Eigenspace[29])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무표정 

매니폴드 모델(Neutral Expression Manifold Model)’

을 개발하였다. Tneu을 무표정을 갖는 얼굴영상들로 

구성된 훈련집합(training set)이라 가정하자. 본 논

문에서는 공식 표정인식 데이터베이스들인 FER-

2013[30]과 Multi-PIE[31]에서 무표정 얼굴영상들 

5,120개를 수집하여 형성하였다. 참고문헌 [29]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Tneu를 일반적인 얼굴 고유공간

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집합으로 활용하면 무표정 상

태의 얼굴특성들의 주고유벡터(principal eigenvec-

tors)들로 구성된 기저집합(spanning set)으로 구성

되는 매니폴드(manifold)  neu를 얻을 수 있다. 얼굴 

시퀀스 집합 I   

 에서 각 얼굴영상 I 의 피크표

현 강도 
peak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eakmaxI neu  

 minI neu   

 

I neu minI neu   

 

(4)

(a)

(b)

Fig. 3. Visualized illustration for measuring the "peak expression intensity" for each facial image contained in a face 

sequence. Facial images within a face sequence are sorted in decreasing order of corresponding "peak expression 

intensity". Note that the value below each facial image represents the value for the peak expression intensity 

measured via using Eq. (4) and (5). (a) Face sequence with angry emotion class and (b) face sequence with 

happy emotio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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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ž)은 얼굴영상 I 에 대해 무표정 감정상

태와의 비유사성(dissimilarity)을 측정하는 재구성 

에러(reconstruction error)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I neu  ∥v neu e║
 (5)

그리고 e neu Tv
여기서 v은 2차원 영상 I 의 1차원 열 벡터

(column vector) 표현이고(영상 화소 값들을 행(혹

은 열) 방향으로 스캐닝(scanning)해서 형성) e은 

주성분들을(principal components) 원소로 가지는 

벡터이며 ║ž║은  놈(norm)을 나타낸다. 식 (4)에

서  neu의 값의 범위는 [0, 1]이며 Fig. 3에 예시와 

같이 ‘1’의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특정 감정(분노 혹

은 행복)을 대변하는 표정상태가 뚜렷해짐을 볼 수 

있다.

정면자세 정도 (Frontal-pose degree) : 얼굴영

상 I 의 정면자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면자세 

부공간(frontal-pose subspace)[33] 모델을 형성하

였다. 이를 위해 CMU-PIE[34]와 FERET[35]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된 정면 자세 얼굴영

상들을 활용하였다. 정면 자세를 갖는 총 1,530개의 

얼굴영상(101명의 인식 대상자)들이 정면자세 부공

간 형성을 위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행하는데 활용되었다. 형성된 

정면자세 부공간을  frt로 나타낼 때,  frt는 부공간 

평균(subspace mean)과 고유벡터들(eigenvectors)

로 구성된다. 얼굴영상 I 의 정면자세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rt maxI frt   

 minI frt   

 

I frt minI frt   

 

(6)

여기서 ·은 I 이 정면자세 부공간을 구성하는 

고유벡터들과 고유값들을 이용해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으로 재구성될 때 재구성 오차를 계산

하는 함수이며 식 (5)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수행된

다. 
frt는 [0,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정면

자세를 갖는 얼굴영상으로 판단된다.

식 (4)와 (6)의 
peak와 

frt를 활용해 아래와 같이 

I 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peak

frt


peak
frt

(7)

여기서 는 피크표정 강도 
peak과 정면자세 정도 


frt의 절충관계(trade-off)를 조정하는 매개변수

(parameter)이며 본 논문에서는  로 설정하여 

피크표정 강도를 좀 더 부각하였다. 식 (3)에서 제안

한 가중치 소프트 과반수 투표 분류 방법의 종속조건 


  



  과≤ ≤을 만족하기 위해 식 (7)에 

을 다음과 같이 정규화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8)

5. 실험환경 및 결과

제안한 가중치 소프트 투표 분류 알고리즘을 검증

하기 위해 공개된 표정인식 데이터베이스 CK+ DB

[18]에 대해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intra-face SW [36]의 안면표식검출 기술(facial

landmark detection method)을 사용하여 두 눈의 위

치를 기준으로 영상에서 얼굴을 포함하는 영역만을 

분리한 후 정렬하였다 [37]. Fig. 4는 얼굴표식검출 

결과 얼굴영상들의 예시들을 보여준다.

CK+ DB는 총 123명의 인식 대상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593개의 비디오 시퀀스들을 포함한다. 593개

의 비디오 시퀀스들에서 118명의 인식 대상자로 구

성된 325개의 비디오 시퀀스들을 일곱 개의 감정부

류들에 따라 선택하였다[18]. 선택된 비디오 시퀀스

들에 Fig. 4와 같이 안면표식검출 기술을 적용하여 

얼굴 시퀀스들을 생성하였고, 분노(anger), 경멸(con-

tempt), 혐오감(disgust), 두려움(fear), 행복(happy),

슬픔(sadness), 놀람(surprise) 감정부류에 대해 각

각 45, 18, 58, 25, 69, 28, 82개의 얼굴 시퀀스들로 

구성하였다. Fig. 5는 실험에 사용된 얼굴 시퀀스들 

중 일부 예시들을 제시한다. 각 얼굴 시퀀스 당 한 

개의 피크표정(peak expression)을 갖는 얼굴영상이 

존재한다.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 [38,

39]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Leave-one-sub-

ject-out(LOSO)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평가 

프로토콜(evaluation protocol)로 활용 하였다. L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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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18명의 인식 대상자 중 117명의 얼굴 시퀀스

들이 훈련 집합(training set)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얼굴 시퀀스들은 테스트(test) 과정에 사용되었다.

이 과정을 118명의 인식 대상자 모두에게 반복하여 

반복 횟수에 대한 평균성능을 표정인식 성능으로 도

출하였다.

제안 방법에서 (ž)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벡터기

계(SVM) 분류기 모델을 활용하였다. 표정인식을 위

해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텍스처 특징

(texture feature) 기반 방법들이 제안한 방법과 비교

를 위해 적용되었다. 이를 위해 LBP(Local Binary

Pattern), 가보 웨이블렛(Gabor wavelet) 및 LPQ

(Local Phase Quantization) 방법들을 비교하고 평가

하였다. [40]에서 사용된 LBP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

해, uniform LBP 연산(operation) 실행 시 매개변수 

P = 8, R = 1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LPQ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5 × 5 neighborhoods를 사용하였다

[41]. 가보 웨이블렛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다섯 개의 

크기와 여덟 개의 방향을 사용하여 가보필터뱅크

(Gabor filter bank) 집합을 구성하였다[44]. LBP와 

LPQ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40,43]에서와 같이 얼굴

영상들은 64 × 64를 갖는 영상 크기로 재조정 하였다.

Fig. 4. Facial landmark points detected using the method in [36]. For each facial iamge, the coordinates of the left 

eye and the right eye are obtained by averaging the coordinates of the facial landmarks No. 20-25 and the 

facial landmarks No. 26-31, respectively.

Fig. 5. Examples of face sequences, each corresponding to one of the seven emotion classes, used in our experim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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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DB에 대한 비교 실험결과들이 Table 1에 제시

된다. LBP, LPQ 및 Gabor Wavelet 기반 비디오 표

정인식 방법들은 79.75%에서 82.91%로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였다. 반면, 제안한 방법의 경우에는 약 

91.20%의 가장 높은 표정인식 성능을 달성하였다.

제안 방법의 우수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최근에 발표된 표정인식 방법들[44,45,46,47,39]과 비

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

이 참고문헌 [39]의 표정인식 방법이 인식 성능 92.3

%로 가장 높은 표정인식 정확도를 보였고, 제안하는 

방법은 91.2%에 성능으로 두 번째로 높은 표정인식 

정확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참고문

헌 [39]의 표정인식 방법은 수작업(manual oper-

ation) 방법으로 얼굴영상들을 정렬(alignment)하였

고 심지어 피크표정(peak expression)을 갖는 얼굴

영상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반자동(semi-auto-

matic) 기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39]에서 보고된 

표정인식 성능 결과는 실질적인 감정인식 응용에서

의 표정인식 성능을 신뢰성 있게 대변한다고 생각하

기 어렵다. 반면에 제안 방법이 달성한 표정인식 성

능은 얼굴검출 및 정렬, 소프트 투표 가중치 결정,

감정 분류 등 제안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

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획득한 성능이기 때문에 실제 

응용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표정인식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실행속도 측면에서 

제안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컴퓨터 사양은 

window 10의 운영체제, CPU는 3.40GHz I7-6700,

RAM은 16GB, 그래픽카드는 NVIDIA GeForce

GTX 950을 활용하여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제안

방법은 얼굴영상 당 0.026초의 수행시간이 필요한 것

으로 판명되었고 이는 최신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른 고속처리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식을 위한 비디오 시퀀스 기

반 가중치 소프트 투표 분류 알고리즘과 가중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가중치 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오정렬되거나(misaligned) 비얼굴영상(non-face

image)이 제거된 얼굴 시퀀스는 상이한 특징표현들

로 학습된 다중 분류기들에 각각 입력되어 얼굴 시퀀

스에 포함된 각 얼굴영상의 특정 감정유형(emotion

class)에 대한 소프트 투표(soft voting)값들을 얻은 

뒤, 얼굴 시퀀스에 포함된 얼굴영상들의 품질 척도인 

‘표정의 피크표현 강도(peak expression intensity)’

Table 1. Comparison of FER recognition rates on CK+ 

DB with texture feature based video FER meth-

ods

FER method Recognition rate (%)

LBP[40] 79.75

LPQ[43] 82.91

Gabor[44] 82.20

Proposed method 91.20

Table 2. Comparisons with the recent advances in FER on CK+ DB

Method
Cross
validation

No.
subjects

No.
expressions

Recognition
Rate (%)

Computation
time (sec)

Proposed LOSO1 118 74 91.2 0.0267

LDN_K[44] 10-fold2 118 74 82.3 0.0377

LDN_G[44] 10-fold2 118 74 89.3 0.0377

Intra-class variation reduction[47] LOSO1 118 74 90.5 0.157

Intra-class variation reduction[47] 10-fold2 118 74 89.6 0.157

STLMBP-C[39] LOSO1 118 74 92.3 Not stated

Component-based[46] LOSO1 106 75 89.2 Not stated

Neutral-independent Geometric features[45] LOSAO3 Not stated 75 82.3 Not stated

Neutral-independent Geometric features[45] LOSAO3 Not stated 76 73.4 Not stated
1leave-one-subject-out cross validation, 210-fold subject-independent cross validation
3denotes leave-one-sample-out cross validation, 4six basic expressions + contempt
5six basic expressions (contempt is excluded), 6six basic expressions + neutral (contempt is excluded)
7average computation time per faci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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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면자세 정도(frontal pose degree)’를 정량화하

여 구한 가중치와 해당 소프트 투표 값들을 결합하여 

최종 감정부류를 결정하였다. 최신 비디오 기반 표정

인식 기술들과의 비교실험 결과 제안방법은 91.2%

의 높은 감정인식 성능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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