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 맞춤형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교감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1]. 사람의 감정

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얼굴, 음성, 신체 동작, 생

체 신호 등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표정이다. 감정에 따른 표

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안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

른 주름, 눈, 입 모양 등 이미지 속 작은 특징들과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

능하다. 현재 영상 기반 감정분류 기반 딥러닝 모

델의 기법들은 이미지 속 작은 특징점들을 명확히

추출하고 학습에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영상 정보와 함께 다른 부가 정보

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미지 이외에 다른 특징 정보들을 함께 사용하여야

하기에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다른 특징 정보들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영상에서 나타나는 감정 분류

기반 딥러닝 모델이 주름, 눈, 입 모양 등 이미지 속

작은 특징들과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

는 Identity-CBAM Module을 제안한다.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CBAM)[2]을 기반으로 한 Identity-CBAM

Module은이미지에서핵심특징점의위치와중요도를파악하여기

존 Input에 Attention을 부여할수있는Module이다.

2. 제안하는 모듈

그림 1과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dentity-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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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교감하
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얼굴, 음성, 신체 동작, 생체 신
호 등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표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정확도 높은 얼굴 감정 식별을 위해서 Convolution Block Attention Module(CBAM)의 각 Gate
와 Residual Block, Skip Connection을 이용한 Identity- CBAM Module을 제안한다. CBAM의 각
Gate와 Residual Block을 이용하여 각각의 표정에 대한 핵심 특징 정보들을 강조하여 Context 한
모델로 변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게 하였으며 Skip-Connection을 이용하여 기울기 소실 및 폭발에
강인하게 해주는 모듈을 제안한다. AI-HUB의 한국인 감정 인식을 위한 복합 영상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총 6개의 클래스로 구분하였으며, F1-Score, Accuracy 기준으로 Identity-CBAM 모듈을
적용하였을 때 Vanilla ResNet50, ResNet101 대비 F1-Score 0.4∼2.7%, Accuracy 0.18∼2.03%의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다. 또한, Guided Backpropagation과 Guided GradCam을 통해 시각화하였을
때 중요 특징점들을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내 표정 분류 Task
에서 Vanilla ResNet50, ResNet101을 사용하는 것보다 Identity-CBAM Module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 더 적합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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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의 전반적인 Architecture이다. Identity-CBAM Module

의 경우감정에 따라다르게 나타나는표정의핵심특징을잘

추출하기 위해 Channel Attention Module[2]을 이용하여 학습

한 특징에서 중요 특징 정보를 선별하고 Spatial Attention

Module[2]을 통해 위치 정보를 고려해 중요 정보를 선별하여

Attention 효과를부여한다. 그 결과, 기존의 딥러닝 모델로

는 추출하기 힘들었던 세밀한 특징들을 더 잘 추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CBAM에 Bottleneck Residual

Block[3]을 추가하여 계층을 통과하면서 추출된 핵심

특징점을 적은 파라미터를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Skip connection[4]을 추가하여 많은

layer를 거치게 되면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 및 폭주[5]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Input에 Attention을 부여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dentity-CBAM Module을 학습

및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한국인 감정 인식을 위한 복합 영상 데

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6개의 감정

클래스를 사용하여 감정을 분류하였다. 각 클래스당

4,160장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검증과 테스

트 데이터 세트에서는 각 클래스당 360장을 사용하여

총 이미지 27,120장을 크기 256×256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 환경은 RTX 3080, PyTorch 1.11.0, CUDA 11.3

을 사용하였으며, Identity-CBAM Module을 적용하기 위한

모델은 이미 성능이 검증된 SOTA(State-Of-The-Art) 모

델 ResNet50, ResNet101[4] 모델을 선정하여 그림 2와 같이

사용하였다. 표 1과 표2를 통해 F1-Score 기준 ResNet50,

ResNet101에서 약 0.4∼2.7%의 향상, Accuracy 기준 약

0.18∼2.03%의 성능 개선을 확인하여 본 모듈이 성능 향상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됨을 입증하였다.

Class

Model

ResNet50 ResNet101
ResNet50
+Identity-
CBAM

ResNet101
+Identity-
CBAM

Happy 0.97 0.98 0.98 0.98

Anger 0.85 0.85 0.87 0.87

Unrest 0.69 0.71 0.73 0.72

Wound 0.61 0.64 0.69 0.66

Sad 0.79 0.80 0.81 0.78

Neutrality 0.93 0.92 0.92 0.91

Average 0.806 0.816 0.833 0.82

<표 1> F1-Score based performance analysis

Model

ResNet50 ResNet101
ResNet50
+Identity-
CBAM

ResNet101
+Identity-
CBAM

81.2 81.99 83.23 82.17

<표 2> Accuracy based performance analysis

또한, 모델이 특징을 정확하게 추출했는지 검증 및

해석을 위해 딥러닝 모델이 추출한 특징들을 시각화

하여 주는 Guided Backpropagation[6]을 사용하여 시

각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미지 속 중요한 특

징들을 잘 학습하여 분류에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Guided Backpropagation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에 각 클래스에서 감정분류를 위한 특징

들을 잘 학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Guided

GradCam[6]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더 명확한 해석 결과

를 도출하였다. 그림 3을 통해 기존 ResNet50, ResNet101

모델을 단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Identity-CBAM Module

을 적용하여 Guided Backpropagation을 적용하였을 때 감

정분류를 위한 특징을 전체적으로 더 뚜렷하게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를 통해 추가적으로 진행한

Guided GradCam을 통해 시각화하였을 때는 이미지 속

눈동자를 더 명확하게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

히, 안경을 쓴 경우 기존의 모델보다 더 명확하게 추출

해 안경과 같은 폐색(Occlusion)에도 중요한 특징을 명

확하게 추출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

로 얼굴 감정 분류 Task에 Vanilla ResNet50,

ResNet101을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 특징점을 효과적으

(그림 1) Identity-CBAM Module Architecture

(그림 2) ResNet based Model + Identity-CBAM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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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Identity-CBAM

Module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 Guided Backpropagation Visualization.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 높은 얼굴 감정 식별을 위해

CBAM의 각 Gate와 Residual Block, Skip Connection

을 이용한 Identity-CBAM Module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Vanilla ResNet50, ResNet101 모델에 각 layer 당

1개의 Identity-CBAM Module 적용 시 약 F1-Score

기준 0.4~2.7%, Accuracy 기준 약 0.18∼2.03%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Guided Backpropagation과 Guided

GradCam을 통해 시각화할 때 이미지 내에서 추출한

특징점들이 더 세밀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폐색이 존재하여도 중요한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Vanilla

ResNet50, ResNet101을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 특징

을 강조해 줄 수 있는 Identity-CBAM Module을 함

께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 내 표정 분류 Task에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Neutrality 와 같은 클래

스에서는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 Identity-CBAM

Module 적용 위치 및 적용 개수 등을 추가로 실험하

여 최적의 적용 위치 및 적용 개수 등을 찾아내 지금

보다 더 고도화된 성능을 가지도록 하여 현재 발표된

다른 감정 식별 모델들과 성능 비교를 진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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