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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술은 사회적인 인간

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발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찰스 다윈은 인

간 및 동물의 표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감정에 따른 표정의 표현

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음을 보였다[1]. 이를 바탕으로 통하여, 폴 에커만

(Paul Ekman) 교수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표정이 인종에 차이가 

없이 공통적이라는 주장을 하며[2], 표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육에 대

한 해부학적 분석을 통하여 표정변화를 기술하는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라는 표정변화에 대한 기술 방법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표정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로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표정

인식 및 인간 감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

나로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 분야[3]로 사람과 컴퓨터의 상

호작용 및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인간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에 있어서 표정인식은 인간 감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교육자의 

감정이나 집중정도에 대한 판단,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졸음여부 판단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기계 

및 로봇들이 사람들의 많은 업무들을 대체해 가면서 인간과의 상호작용

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호작용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인간의 감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더욱 정교한 인간 표정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간표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얼굴검출, 특징 추출, 분류기, 표정 인식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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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 영역의 결합에 의하여 최종적인 표정인식 결과

를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를 통하여 밝혀진 기본 표정 및 이들의 조합에 의한 다양

한 복합 표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이해

를 바탕으로, 표정인식을 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기존에 

많이 활용되었던 기술 및 최근에 딥러딩을 활용한 기술들

을 검토하여, 다양한 표정인식에 필요한 기술들을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향후 표정인식 관련 전망을 제시한다. 

Ⅱ. 표정의 종류 및 표정 기술 방법

표정인식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표

정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 대한 가

장 직접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

(Charles Darwin)은 표정 인식의 범용성(universality)

을 주장하고, 이러한 표정들이 타고난 특정한 감정과 연

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특징들이 사람 뿐 아니라 

동물에서도 유사한 근육이 사용됨을 관찰하였다[1]. 현대

에 들어서는 슬리번 톰킨슨(Silvan Tomkins)에 의하여,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기저로 정서(affect)가 있으며, 

이 정서로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emotion)을 

설명하였다. 

폴 에커만(Paul Elman)은 이러한 표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술을 위하여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라는 표정기술 방법을 제시하였다. 무표정을 기

준으로 하여 임의의 표정 생성에 따라 변하는 얼굴 표정

에 나타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제공한

다. 얼굴근육과 관련된 해부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

었으며, 얼굴에 나타나는 외관상의 변화(appearance)가 

기준이 된다. FACS 코딩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표정동작

단위(action unit)가 움직임의 정도에 대해서도 최대 가

능 움직임을 바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폴 에커만 교

수는 여섯 가지의 기본표정을 선정하고, 이 기본표정은 

문명사회 뿐 아니라 비문명사회에서도 동일함을 보이며, 

이 여섯 가지 기본표정이 보편적임을 주장했다.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이 여섯 가지의 기본 표정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 기본 표정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표정

(compound expression)에 대한 연구를 오하이오대의 

마르티네스(Matrinez) 교수 그룹에서 수행하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공개하고 있다[5]. 연구에 따르면, 각각

의 기본 표정에 따른 표정동작단위에 의하여 구분되고 기

술될 수 있듯이, 복합 표정도 기본 표정동작단위의 조합

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표정동작단위의 세기

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림 

2>는 행복함(happy)과 놀람(suprised)의 조합에 의하여 

행복한 놀람의 복합 표정에 의하여 두 감정의 조합이 가

능하며, 이때, 각각의 기본 표정동작단위의 조합도 일어

남을 볼 수 있다[5]. 연구에 따르면 기본 표정 외에 이러한 

복합 표정은 17가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림 1> 표정인식 단계 <그림 2> 복합 표정의 예: 행복한 놀람(happily surprise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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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정 인식 단계별 접근 방법 및 최신 

동향

표정인식은 얼굴검출, 특징추출, 분류기, 표정판단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각의 단계별 접근 방법 및 최근의 

딥러닝을 이용한 접근 방법을 살펴본다.

1. 얼굴검출

표정인식을 위해서는 얼굴검출이 1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얼굴검출의 목적은 얼굴검출을 통하여 표정인식을 

위한 특징점 추출의 영역을 정하고, 또한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얼굴 검출에 있어서 전체 얼굴에 

대한 검출뿐 아니라 표정인식을 위하여 필요한 얼굴 부분

만을 검출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얼굴검출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PCA를 이용한 eigenface[6], 이를 시점

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점에 대하여 확장

한 view-based eigenface, 약한 인식기의 계단식 결합

(cascade)에 의한 Viola-Johnson의 Adaboost 기법을 

이용한 얼굴검출기[7] 등 기존의 전형적인 얼굴검출 방법

들이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얼굴검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딥페이스(DeepFace)는 딥러닝을 적용

한 얼굴검출[8]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며, 이외에도 

CNN 구조의 계단식 결합을 이용한 견고한 얼굴검출 방

법[9]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얼굴검출 성능

이 향상되고 있다. 

얼굴 검출 후에 일반적으로 검출된 얼굴을 바탕으로 

정규화를 수행한다. 얼굴이 기울어져 있거나(in-plane 

rotation), 정면을 보지 않고 돌아가 있을 경우(out-

of-plane rotation)에 전체 얼굴에 대한 회전이나 와핑

(warping)을 통하여 얼굴을 정규화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크기 변화에 대해서도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며, 이러

한 정규화기법에 따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성

능에 차이가 일어나기도 한다.

2. 얼굴 특징 추출

얼굴 검출 후에 표정인식을 위한 얼굴 특징 추출을 수

행하게 되며, 얼굴 특징 추출은 크게는 이미지 기반 특

징 추출(image-based feature extraction)과 모델 기

반 특징 추출(model-based feature extraction)로 나

눌 수 있다. 이미지 기반 특징 추출의 경우에는 얼굴

검출을 통하여 추출된 이미지에 대하여 이미지에 대한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와 같은 차원 감소 

기법을 이용하거나, 이미지들 사이의 변형(deformation)

을 추출하거나, 이미지 픽셀단위의 이동을 추출을 통한 

표정의 움직임을 추출하여 사용하게 된다.

모델기반의 특징 추출의 경우에는 2차원 점들의 분포

에 대한 모델(point distribution model)을 바탕으로 한 

ASM(Activve Shape Model), 3차원의 기하학적 모델 또

는 2차원의 외형모델(appearance model)을 바탕으로 한 

AAM(Active Appearance Model) 등이 개발되고 표정인

식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모

델 기반의 특징 추출의 경우에는 모델을 추정하는 과정에

서 기본모델로부터 변형된 모델에 대한 계수(parameter)

를 찾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규화도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얼굴의 기울여짐 등에 견고하고 간결한

(compact) 특징의 추출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표정인식 시스템들이 개발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모델(가령, 

AlexNet[10])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표정인식에 있어서의 

특징을 효과적을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도 개발되

고 제안되고 있다. 가령 표정인식에서는 딥러닝을 위한 

입력표정이 어느정도 정규화가 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에

서 각 표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특정 영역으로 한

정될 수 있다. 즉, 얼굴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의 

<그림 3> 딥러닝을 이용한 표정인식을 위한 특징추출의 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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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어떤 표정 또는 어떤 표정동작단위가 변했는지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

존의 CNN(Convolution Neutral Network)과는 달리 영

역 층(region layer)을 둔 표정 인식을 위한 네트워크가 

제안되기도 했다[11]. <그림 3>은 제시된 표정인식을 위한 

딥러닝 구조에서 영역층을 보여준다.

3. 표정 분류기

표정 분류는 추출된 표정 특징을 바탕으로 기본 표정 

중에 하나로 분류하거나 또는 표정인식을 위한 중간단계

의 분류를 수행하게 된다.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바로 기

본표정으로의 분류는 규칙기반 표정 인식 방법,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기, 및 SVM 등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기

본표정 분류기 등이 사용되어 왔다. 

중간 단계의 분류로는 표정동작단위인 AU로의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추출된 특징에서 AU로의 분류를 

위하여 기본 표정으로의 분류와 유사한 규칙기반 분류, 

신경망, SVM 등의 머신러닝 기법 등이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표정 판단

 표정 분류의 결과가 기본표정 중에 어떠한 표정인지를 

바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AU분류의 경우에는 AU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표정을 분류하게 된다. AU분류 결

과를 바탕으로 규칙기반의 표정 판단 결과를 제공하기도 

하며, 중간결과 또는 AU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류기를 학습하여 표정을 판단하기도 한다.

표정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표정의 동적 변화가 표정

을 인식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이

미지가 아니라, 표정의 움직임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자 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정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 또는 여러 개

의 이미지로부터 표정을 판단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영상 데이터로부터 표정을 인식하

기 위해서는 동적모델을 기반으로 한 표정인식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HMM(Hidden 

Markov Model) 모델을 이용하거나,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는 동영상의 각각의 이미지에 대하여 표정 인식을 하고 

그 인식에서 주요인식에서 가장 다수가 발생하는 표정을 

해당 동영상의 표정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최근에 딥러닝을 이용한 표정인식의 경우에는 위와 같

이 각 단계별로 분류되어 처리되기 보다는 검출된 얼굴을 

바탕으로 표정의 특징추출과 표정의 분류 및 판단이 동시

에 일어나게 된다. 

Ⅳ. 표정 인식 시스템의 사례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실제 몇가지 표정인식 관련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앞에서 설명된 표정인식의 각 단계가 어떻

게 결합되어 실제 표정인식의 결과를 얻고 있는지를 검토

한다.

1. Multilinear 모델을 이용한 표정 인식[12]

표정인식을 위해서는 개인에 따른 특성과 표정에 따른 

<그림 4> 동작, 스타일, 표정의 분리 모델(decomposible model)을 이용

한 표정인식[12]

<그림 5> 표정 추적 기반 특징 추출 및 스트레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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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분리함으로 표정인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표정 동영상으로부터 

동작(motion)과 개인스타일(style), 표정(expression)의 

요소를 나눌 수 있다. <그림 4>는 네사람에 대하여, 네가

지 다른 표정의 특징들과 이것에 대한 동작을 임베딩에 

분석한 예이며,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개인의 스타일 

변화에 독립적인 표정인식이 가능하다[a].

2.   표정의 변화 추적과 이를 이용한 표정 및 스트레스 

정도 인식[13]

표정인식 및 표정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하

여, 모델 기반의 얼굴 표정의 특징점들을 추정하고 있으

며, 대표적으로 ASM(Active shape model)이 많이 사용

된다. 이러한 모델의 확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적용이 가

능하며,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얼굴이 비대칭적으

로 찌그러지는 것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3.   지역적인 특징에 대한 Dictionary 학습을 통한 표정 

인식[14]

사람이 표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정신분석학

적 연구에 따르면, 얼굴에서 눈, 입 등과 같이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표정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표정의 특

징들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들를 살려서 특

징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적인 특

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전학습(Dictionary Learning) 방

법을 적용하여 표정을 인식함으로 견고하고 효과적인 표

정인식 방업을 제안하였다. 표정의 변화가 중요하고, 따

라서 모델 학습에 있어서 이미지가 아니라, 모션 흐름

(motion flow)라는 조밀 옵티컬 플로우(dense optical 

flow) 기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함으로 인식률

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4. 딥러닝을 이용한 표정인식

딥러닝의 기법들이 다양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 적용되

고 있으며, 표정인식의 경우에도 다양한 표정인식을 위

한 네트워크 구조 및 딥러닝을 이용한 표정인식과 관련된 

특징 추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정에 대한 조밀 옵

티컬 플로우 데이터에 대하여 딥러닝 네트워크를 활용하

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조밀 옵티컬 플로우 데이터를 컬

러코딩하여 RGB 이미지와 유사하게 표현한 후에 네트워

크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조밀 옵티컬 

플로우의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의 흐름을 입력으로 사용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AlexNet을 이용하여 위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표정인식 관련 실험을 해 본 결과 

후자의 경우에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림 7>은 

AlexNet 구조를 변형하여 표정인식을 위하여 딥러닝 네

트워크를 구성한 예이다. CK+ 표정 인식 데이트베이스

를 이용하여 표정학습인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5.   딥러닝을 이용한 표정인식과 특징점 흐름에 대한 

인식기의 결합에 의한 표정인식[15]

얼굴 표정의 분석에 있어서는 얼굴의 외형 특징과 기하

학적 특징(geometric feature)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하여 외형특징에 대한 딥러닝 모델

<그림 6> 지역적 사전학습을 통한 표정인식시스템[14] <그림 7> 표정인식을 위하여 제안된 CNN 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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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하학적 특징에 대한 딥러닝 모델을 결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기

하학적 특징에 의한 효과적인 표정인식 부분을 SVM 등

의 인식기로 학습하고, 외형 특징에 대한 딥러닝 기반의 

인식결과를 얻어 이를 상호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그

림 8>은 이러한 딥러닝과 기하학적 변화에 대한 SVM 인

식기의 결합한 모델을 보여주며,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CK+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표정인식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

Ⅴ. 전망 및 결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는 인간과 로봇이 

보다 가까이 교류하게 되는 미래사회에 인간과 로봇의 상

호작용을 위한 핵심 기술의 하나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IoT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표정인식은 가장 명확하게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수단

이 될 것이다. 따라서 표정인식에 대하여 향후 보다 효과

적인 인식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기

존의 표정인식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표정 인식 관련 제

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얼굴 표정으로부터 기본 정서 정보 뿐 아니라 

보다 복잡한 표정을 이해하려는 연구 및 표정 분석을 통

하여 인간 감정의 변화 분 아니라 정서 장애, 자폐 등의 

진단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표정인

식 분야가 계속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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