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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동차 패러다임이 스마트카의 개념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은 졸음
에 의한 각종 사고들을 예방하는데 적극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 시스템의 경우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을 이미 
탑재하고 있으므로, 운전자 표정을 인식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인 인포테이먼트 기술
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1. 서론 

 
(그림 1) 운전사고 유형과 비율 

운전사고가 매년 증가 하면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
템이 개발되고 있다. 주로 운전 사고 비율이 높은 졸
음운전은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도 운전사고 비율에서 항
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위의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보
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운전자가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
해 의도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는 서
비스를 개발한다면, 교통사고 비율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 본론  

2-1 서비스 구성도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Pi Camera 모듈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수집하여 Open 
CV 로 얼굴 데이터를 가공한다. 그 후 수집된 얼굴 
데이터 기반으로 TensorFlow 를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라벨링을 해준다. 가져온 데이터를 Arduino 로 전달하
여 상황에 맞게 처리하고, Web 에서는 가져온 데이터
를 그래프화 시켜 사용자의 일일 감정을 기록하게 된
다. 이를 사용해 운전자의 데이터를 축적해 웹페이지

에서 자신의 운전 상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준다. 
 
2-2 얼굴인식 모델 Xception 
 
운전자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데 사용된 모델은 
Xception 이다. Xception 모델은 Inception 모델에서 발
전된 것으로 딥러닝 모델 경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모델이다. 

ACK 2022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권 2호)

- 788 -

mailto:0313alsrud@inu.ac.kr
mailto:ghdtmdvy2@inu.ac.kr


 
(그림 3) Inception module 

 

 
(그림 4) Xception module 

 

Xception module 은 Input 부분을 대규모 1x1 

convolution 으로 줄이고 모든 channel 을 분리시켜 

output channel 당 3x3 convolution 을 해주기 때문에 

channel wise 와 spatial mapping을 완전히 분리해 준다.  

이로 인해 1 개의 kernel cross-channel correlation 과 
spatial correlation 로 과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Inception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위의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Xception을 이용한 얼굴 인식 

2-3 데이터 생성 

 

 모델 학습 시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이용한 모델로 

데이터를 생성했다. GAN 알고리즘은 적대적 학습을 

통해 생성기와 판별기가 동시에 경쟁하듯이 학습되기 

때문에 다른 생성망보다 더 사실과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먼저 GAN 을 사용하기 위해 선별한 

data를 Face Morphing 사용하여 얼굴선을 찾아내 이
미지를 재편집하였다. 이후 styleGAN2 을 이용해 이

미지들을 생성하여 새로운 얼굴 이미지를 만들어 냈

다.  

 
(그림 6) styleGAN2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2-4 딥러닝 서버 
딥러닝 서버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를 통해 실
시간 프레임을 받게 된다. 서버 내 딥러닝 모델을 통
해 얼굴 인식과 감정 분류 후 DB 의 site_users 테이블
에 결과를 저장하고 Spring Boot 서버로 데이터를 전
송한다. DB 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일일 감정 
그래프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된다. 

 
(그림 7)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그림 7)에서 사용자를 구분하는 고유한 값인 id, 감
정이 기록된 날짜인 created_date, 각 감정의 백분율을 
기록하는 angry, happy, neutral 의 감정들이 기록 되고, 
작성자의 id 를 알려주는 author_id, 어떤 게시판에 기
록된 id를 알려주는 question_id 를 나타냈다. 
 
2-5 웹 서버 

 
(그림 8) 웹 서비스 페이지 

Spring boot 는 딥러닝 서버로부터 표정 결과(angry, 
happy, neutral), 사용자 id(author_id), 게시판 

id(question_id), 등록된 날짜(created_date)의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면 운전자의 일일 감정이 기록된 것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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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다. 각 감정이 기록된 것은 링크로 되어 있는데 

그 링크를 들어가면 상세 페이지로 접속하게 된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구글 Chart API 의 그래프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운전자의 일일 감정을 시각화

하여 보여주게 된다. 또한 평균 감정 기록 비교 그래
프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평균 감정과 전체 이용자 평
균 감정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결론 

Xception 모델을 표정 데이터를 학습하였고, 부족한 
데이터들은 GAN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
여 보충하였다. 이 모델을 활용해 운전자의 감정을 
추출해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
는 서비스(향, 조명)을 제공한다. 또한 운전자의 표정 
데이터를 그래프화 하여 자신의 운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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