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 상황으로 인

해 비대면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영유아의

행동·심리 문제 진단을 위한 비대면 상담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표현능력이 성인보다

미숙한 영유아 대상의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서는 비언어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감정 상

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유

아의 감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써 딥

러닝 기법 중 하나인 CNN을 활용하여 얼굴표정기

반 감정분석에 대하여 성능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영유아 얼굴기반 감정표현 학습 데이터

의 경우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는 CNN 모델들을 성인 데이터 위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1] 영유아의 감정인식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감

정 클래스(행복, 슬픔, 중립)으로 나뉜 2세 미만 영

아들의 데이터셋을 대량 구축하여 그에 맞는 CNN

모델을 제안하고 훈련시켜 약 87.90%의 높은 인식

률을 달성한 연구가 등장했다[1]. 다른 연구에서는,

영유아 감정 표현 데이터의 양적 한계에 대항하기

위해 성인 데이터로 사전훈련된 모델에 영유아 데이

터로 전이학습 하여 높은 인식률을 끌어냈다[2].

CNN 모델은 블랙 박스 모델(Black Box Model)

로, 출력 결과에 대한 처리 과정은 알기 어려워 결

과에 대한 신뢰성 판단은 전적으로 정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들어 설명 가

능한 AI(eXplainable AI, XAI)가 등장하였으며, XAI

를 통해 사람이 기계의 의사 결정 과정과 근거를 인

식하고 데이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XAI를 감정인식 분야에도 적용한 연구가

등장하였는데, Grad-CAM을 이용해 감정을 표현하

는 얼굴 부분 주위에 실시간으로 히트맵을 생성하여

시각화한 연구가 그 예이다[3]. 또 다른 연구에서는

CNN 모델과 LIME으로 구성된 설명 가능한 하이브

리드 프레임워크(HEF)를 제안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기 감정인식용

학습 데이터셋인 CAFE(2-8세)[5][6]와 NIMH-ChE

FS(10–17세)[7]를 비교하여 성인 데이터와 영유아

데이터를 분리 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해석 가능

한 대리 모델인 LIME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2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소개한다. 3장

에서는 CNN을 활용하여 두 데이터셋의 인식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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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영유아 비대면 상담이 증가하였다. 비대면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영유아의 감정을 예측하는 보조도구로써 CNN 학습모델
을 이용한 감정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정분석 CNN 모델은 성인 데이터를
위주로 학습이 진행되므로 영유아의 감정인식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본 논문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
데이터의 감정분석 정확도 차이의 원인을 XAI 기법 중 하나인 LIME을 사용해 시각화하여 분석하
고, 분석 결과를 근거로 영유아 데이터에 대한 감정인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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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하고 인식률 차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LIME을 도입하여 시각화한다. 또한, 시각화 결과를

근거로 사전훈련된 CNN 모델에 대한 추가 훈련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2. 실험 데이터

2-1. CAFE

CAFE(Child Affective Facial Expression Set)는

감정인식 학습을 위한 약 2-8세 아동의 표정 데이터

셋이다. 분노, 혐오감, 두려움, 행복, 중립, 슬픔, 놀

라움 7가지의 감정 클래스가 존재하며, 주로 입의

개폐 정도에 따라 데이터가 분류된다. 성별과 인종

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

2-2. NIMH-ChEFS

NIMH Children’s Emotional Face Picture Collec

tion(NIMH-ChEFS)는 감정인식 학습을 위한 약 10

-17세 청소년의 표정 데이터셋이며, 분노, 두려움,

행복, 중립, 슬픔 5가지의 감정 클래스가 존재한다.

화면을 직접 응시하는 데이터와 다른 곳을 응시하는

데이터로 나뉜다.

(그림 1) (좌)CAFE와 (우)NIMH-ChEFS 데이터 예시

3. 분석 및 실험

3-1. CNN기반 감정인식 정확도 분석

실험에서 CAFE 데이터셋은 원래 데이터 669장

중 얼굴 감지 알고리즘에서 이상이 있었던 혐오감

클래스의 1장을 제외하여 668장, NIMH-ChEFS 데

이터셋은 534장을 모두 활용하였다. 각 데이터셋의

클래스별 데이터 개수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감정 클래스별 CAFE 데이터 수

angry disgust fear happy
112 109 84 123

neutral sad surprise 합계
126 57 57 668

<표 2> 감정 클래스별 NIMH 데이터 수

angry fear happy neutral sad 합계
104 107 108 111 104 534

실험에 사용한 CNN 모델은 사전훈련된

MobileNet 모델로, AffectNet 데이터셋을 예측한 결

과 약 64.71%의 정답률을 보인다[8]. 이러한 CNN모

델을 기반으로 CAFE와 NIMH 데이터셋을 예측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NIMH 데이터셋에는

disgust, surprise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

에서 제외하였다. happy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클래

스에서 두 데이터의 정답률이 크게 차이나며, 특히

영유아의 감정 예측 성능이 낮다. 이는 성인 데이터

로 사전훈련된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유아의

표정보다는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의 표정을

더 잘 예측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CNN 예측 결과 정답 수

angry disgust fear happy
CAFE 62(0.553) 90(0.818) 56(0.667) 111(0.902)
NIMH 86(0.827) N/A 95(0.888) 108(1)

neutral sad surprise 합계
CAFE 57(0.452) 28(0.491) 44(0.772) 448(0.671)
NIMH 88(0.793) 83(0.798) N/A 460(0.861)

* 괄호 안 숫자는 정답률

3-2. LIME에서 CAFE와 NIMH의 차이

예측 정확도 성능차이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정답

으로 분류된 데이터에 LIME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해당 감정으로 예측하는 데 영향을 미친 부분을

노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클래스별로 10장씩 겹쳐

공통적인 부분을 파악하였다(그림 2). 인식률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happy 클래스는 제외하였다.

(그림 2) 감정별 시각화

CAFE 데이터는 감정분석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얼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콧대 부분은 영향

이 적다. 반면에 NIMH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눈썹

과 미간, 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angry, fear,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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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에서는 입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토대로,

기존 CNN 기반 감정인식 모델에서는 영유아의 표

정을 예측할 때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특징이 상

대적으로 적게 학습되어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3. CAFE 데이터 추가 훈련

영유아의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전훈련된

CNN 모델에 CAFE 데이터를 추가 훈련하였다. 실

험 전후 비교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추가 훈련 전후 CAFE 데이터 인식 수

angry disgust fear happy
전 62(0.553) 90(0.818) 56(0.667) 111(0.902)
후 111(0.991) 102(0.936) 84(0.785) 113(0.919)

neutral sad surprise 합계
전 57(0.452) 28(0.491) 44(0.772) 448(0.671)
후 116(0.921) 52(0.912) 37(0.649) 615(0.921)

* 괄호 안 숫자는 정답률

<표 5> 추가 훈련 전후 NIMH 데이터 인식 수

angry fear happy neutral sad 합계
전 86(0.827) 95(0.888) 108(1) 88(0.793) 83(0.798) 460(0.861)
후 22(0.211) 104(0.972) 104(0.963) 95(0.856) 62(0.596) 387(0.725)

* 괄호 안 숫자는 정답률

CAFE 인식률은 angry, neutral, sad 클래스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NIMH 인식률은 angry, happy,

sad 클래스에서 감소하였다. 그 중 크게 감소한

angry와 sad 클래스는 CAFE 데이터 예측 시 정확

도가 크게 증가한 클래스이며, 영유아의 특징을 추

가 학습하였기에 성인 위주로 학습한 모델에서의 정

확도보다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에서는 CNN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영유

아와 청소년의 감정인식률을 측정하고, 영유아의 감

정인식률이 더 낮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XAI 기

법인 LIME을 사용하였다. 시각화 결과, 영유아는

감정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얼굴 전체에 분산

되어있고, 성인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영유아의 표정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학습해야

함의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영유아 데이터를 추가

훈련한 결과, 영유아 감정인식률이 매우 향상된 것

을 확인하였다.

추후 영유아와 성인이 구별되는 특징이 잘 드러

나는 데이터로 학습하면 영유아 감정인식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성별이나 인종별 특징을 기반으로 분리 학습한다면

상황에 따라 모델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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