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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자와 감성 인 소통(Emotional Communication)이 요한 제품 디자인 역에서 디자이 가 사용

자 감성을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악하는 것은 제품 디자인 연구의 매우 핵심 인 활동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과정에 감성측정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서 행  감성 측정 방법인 표

정 부호화 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을 제품디자인 평가에 활용하 다. 표본으로 선

정한 감성 제품의 Image Map을 활용하여 정 , 부정 , 성 감성을 유발하는 제품 자극물 총 6개를 

선정하여 20  일반 제품 사용자를 실험 상으로 FACS 실험을 진행하고 사용자 얼굴 표정을 통하여 자

극물에 한 감성상태를 분석하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표정 부호화 시스템이 제품디자인에 용 과정

에서 “사용자 무의식 인 얼굴 표정을 기록할 수 있다” 등 장단 을 분석하 으며 “사용자 반응도 높은 

제품 자극물을 선정해야 한다” 등 용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향후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에 제품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사  사용자 감성 측 방법으로 FACS를 활용성 검토에 도움을  것으

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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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more emphasis on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users in product design field, designers’ 

clear and prompt grasp of user’s emotion has become the core activity in product design 

research. To increase the flexibility applying emotion measurement in the process of product 

design, this study has used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 of behavioral emotion 

measurement method in product design evaluation. To select specimens, it has flexibly used the 

emotional product Image Map. Then this study has selected six product irritants inducing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emotions, and conducted FACS experiment with ordinary product 

users of 20 generations as the experimental subject, and analyzed users’ emotional state in 

response to the irritants through their facial expressions. It also analyz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ACS in the process of product design, such as “recording users' unconscious 

facial expressions” and puts forward some applicable schemes, such as “choosing a product 

stimulus with high user response”.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an be helpful to the flexibility 

of FACS as a method to predict user's emotion in advance at the trial stage of product design 

before launching them 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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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 생리적 측정방법
* 심리적 측정방법: 형용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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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 언어 표현을 측정
* 생리적 신호를 측정

표 1. 감성측정 방법[2]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재 스마트 시 에서 수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인

간의 감성  경험의 요성을  더 강조하며 발 하

고 있다. 사용자 행 , 사용자 감성 등의 키워드는 디자

인 분야에서도 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감성 측정에 한 연구는 실질 인 제품디자인 

로세스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은 체 이다. 

인간의 감성은 주 이고 개인 이며, 직 이고 

모호한 것이어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

제이다. 특히, 제품을 사용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용자의 감성을 측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성측정방법은 크게 경험 , 생

리 , 행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제품 디자인을 용하는 환경에서 행  감성 측정 방

법은 다른 측정 방법에 비해서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

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제품을 하는 과정에서 계

속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움직임은 

생리  측정 결과에 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 행  감성 측정 방법은 심리상담이나 행  

기호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제품 디자인을 

용에 한 연구 실제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품 디자이 가 감성 측정 방법은 어떻게 실제

으로 실행하는지에 한 지식이 부족하고 감성 인 

소품 디자인 로세스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 방법

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행  감성 측정 방법인 

표정 부호화 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이 제품을 자극물로 일반 사용자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타나는 장단 을 악하고 감성 인 소품 

디자인 로세스에 사  평가를 한 표정 부호화 시스

템 용 방안과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표정 부호화 시스템은 심리학이나 기호학 분야에서 

많이 언 된 감성 측정 방법이지만 제품 디자이 가 

FACS에 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 과

정에서 활용도는 낮다. 본 논문은 표정 부호화 시스템

(FACS)이 사용자들이 제품을 인지와 사용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장단 을 악하기 해 일반 사용자 10명

을 상으로 FACS 실험을 실행하 다. 한, 제품 토

론 과 Image Map을 이용하여 FACS 실험용 감성

인 소품을 자극물 표본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는 감성 인 소품 디자인 로세스에서 

FACS 용 방안을 알아보기 해 실험 상은 20  일

반 사용자를 연구 상 범 로 선정하 다.

Ⅱ. 이론적 고찰

1. 감성 측정 방법의 유형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감성측정”을 키워드로 

RISS, KISS, NDSL, DBpia 등에서 검색하여 6490권 논

문  련도가 높은 7편의 감성측정 방법을 다음 [표 

1]과 같다. 이론  고찰을 통해 기존 감성 측정 방법은 

경험 , 생리 , 행  3가지 방법으로 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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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Unit

Description Example image

AU1 Inner Brow Raiser

AU2 Outer Brow Raiser 

AU4 Brow Lowerer

표 2. Action units of the Facial Action Coding System 

(Ekman & Friesen, 1978; Ekman, Friesen, & 

Hager, 1978)[7](일부)

제목 감성측정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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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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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고식 감성측정
* 생리적 신호 기반의 감성측정 
* 행동적 반응 기반의 감성측정

제목
감성어휘 로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 사용중 사용자의 
감성변화 연구

자 정상훈, 이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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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적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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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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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 생리적 방법: 침분비, 전기피부반응(GSR)
* 의미의 일반화나 학습전이를 사용한 학습방법.
* 지각적 방법, 연상방법, scaling method

제목
제품 사용 중 표출되는 사용자의 감성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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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 심리적 측정방법: Self-report, Interview
* 생리적 측정방법
* 제품 사용중 표출되는 사용자 감성 측정방법 

2. 행위적 감성 측정 방법

행  측정방법은 사람의 몸짓, 얼굴의 표정  목

소리 등 행  반응을 측정하여 감성을 분석하는 방법

이다. 그 에 표 인 측정 방법은 표정부호화 시스

템과 근 도(Electromyography EMG) 측정법이다. 근

도 측정법 역시 무의식 인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분

석하는 얼굴표정 분석방법이다. 근 도 측정법은 얼굴

에 센서를 부착하여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으로부터의 

류를 감지[3]하는 방법이다. 

2.1 표정 부호화 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

FACS는 Paul Ekman과 Wallace Friesen에 의해 

1976년 제안된 얼굴 표정 분석 기법으로 해부학  토

로 사람의 얼굴 근육을 분석, 46 개의 표정 단 (Action 

Unit)로 얼굴 표정 특징 역을 구분 지었다[4]. FACS

는 기 버 (FACS 1978), 문서 기반의 업데이트

(FACS 1992), 그리고 교육용으로 개선된 내용을 포함

한 새로운 버 (FACS 2002)의 3가지 버 을 통해 발

되었다[5]. 

얼굴 액션으로 기 된 해부학(다음 [그림 1]과 같다)

은 Action Unit의 획득에 증거를 제공한다. 극소수의 

외를 제외하면 모두가 같이 얼굴 근육을 갖고 있다

(Schmidt & Cohn, 2001). 근육과 련된 외모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Ekman과 Friesen은 류를 통해 개별 

근육을 자극하고 각 근육을 능동 으로 통제하는 것을 

연구한다. 각 표정 단 마다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얼굴 

근육과 하게 연 되어 있다[6].

그림 1. 얼굴 근육 (Clemente, 1997)

지 까지도 FACS의 표정 단 는 2002년에 Paul 

Ekman과 Wallace Friesen 업데이트된 2002버 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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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5 Upper Lid Raiser

AU6 Cheek Raiser

AU9 Nose Wrinkler

AU10 Upper Lip Raiser

AU11
Nasolabial 
Deepener

AU12 Lip Corner Puller

AU25 Lips part

AU27 Mouth Stretch

Ⅲ. FACS 실험 설계

1. 제품 자극물 선정

표정 부호화 시스템을 제품디자인에 용하기 해 

Image Map를 이용하여 제품 자극물을 선정하 다. 

국에 규모가 가장 큰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 Taobao(淘

宝)에서 “감성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인기순  25

개 제품을 1차 표본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디자인을 

공하는 문가 집단이 참여한 Image Map(positive- 

negative, strong-weak) 법을 통하여 25개 상물 에 

측정 신뢰도 높일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 다. 한, 제

품이 사용자에게 가극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을 고려하고 정 과 부정   성 감성 자극물 표

본 2개씩 총 6개를 선정하 다(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품 자극물의 image map

[그림 2]에 따라 사용자 반응도를 높이기 해 감성 

정도 가장 강한 정 과 부정  자극물  Image Map

에서 가장 큰 거리차 표하는 성 자극물은 다음 [표 

3]과 같이 선정하 다.

감성 유형 번호 이미지 용도

긍정적

1 와인 따개

2 장난감

부정적

3 펜 파우치 

4 동전 지갑 

중성

5 컵

6 책갈피

표 3. FACS 실험 제품 자극물 개요

2. FACS 실험 과정

본 실험은 20  일반 사용자들이 선정된 제품 자극물

을 처음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감정을 측정하기 

해 측정 환경에서 사용자 얼굴 표정 촬  카메라 2 를 

설치하 다. 실험 장면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한, 

실험장소는 다른 외부 환경 요인(사람, 소음, 조명 등)

이 방해 없도록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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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1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AU6+AU12+AU25 /

사용자 2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 AU6+AU12+AU25

사용자 3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AU25 AU6+AU12+AU25

사용자 4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 AU6+AU12+AU25

사용자 5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AU25 AU12+AU25

사용자 6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AU1+AU2+AU13+AU2

5
AU12+AU25

사용자 7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AU25
AU1+AU2+AU5+A

U25

표 5. FACS 분석 결과(자극물 1번)
그림 3. FACS 실험 예시 사진

본 실험에서 남성 사용자 5명과 여성 사용자 5명 총 

10명을 상으로 제품 자극물과  과정을 촬 하여 

상 데이터를 장하고 FACS 2002를 해석 방법으로 

분석하 다. 실험 개요는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하 다.

항목 내용

실험 
방법

표정 부호화 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

실험 
목

사용자들이 제품을 처음으로 접근하여 사용할 때 유발하는 
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얼굴 표정을 카메라로 
기록하고 표정 부호화 시스템(FACS)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 
상

긍정적(Positive) 감성, 부정적(Negative) 감성과 
중성(Neutral)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 2개 씩(총 
6개)을 선정하였다. 실험실 환경의 한계와 측정 방법의 
특성에 따라 제품 크기는 30*30*30cm 이하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험 
기간

2018.07.16.~2018.07.29

실험 
상

20대 일반 사용자 10명(남/여=5/5)

실험 
장소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뉴밀레니엄관 7층 교실

실험 
장비

카메라 2대(1번, 2번)

실험 
과정

1. 카메라 설치 및 실험 자극물 준비
2. 참여자에게 실험내용 설명
3. 제품 자극물이 하나씩 1분 동안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참여자의 얼굴 표정을 촬영
4. 동영상 파일 저장

해석 
방법

참고 문헌: 
1. Jeffrey F. Cohn, Zara Ambadar, Paul Ekman, 
Handbook of Emotion Elicitation and Assessment-
Observer-Based Measurement of Facial Expression 
With the Facial Action Coding System, Oxford Univ Pr, 
2007  
2.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 – A Visual 
Guidebook,
https://imotions.com/blog/facial-action-coding-syste
m/
3. Facial Expression Analysis-The Complete Pocket 
Guide, iMotions - Biometric Research, Simplified  

표 4. FACS 실험 개요

Ⅳ. 실험 결과 분석

1. 자극물 1번

실험을 통해 장된 상 데이터를 표정 부호화 시스

템에 따라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1번 자극물에 한 표

정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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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8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AU1+AU2+AU5+AU25 AU6+AU12+AU25

사용자 9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AU6+AU12+AU25 AU6+AU12+AU25

사용자 10번 Normal 기 후기

사진

Action Unit / / AU1+AU2+AU5

제품 자극물 1번의 FACS 분석 결과에 따라 1번, 2번, 

3번, 4번 여성 사용자와 8번, 9번 남성 사용자는 모두 

“Happiness/Joy” 감성을 표하는 형 인 “AU1+ 

AU6+AU12” ([표 2] 참조)표정 단 로 나타났으며 

정  감성으로 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  감성

을 나타나는 시간이 서로 달랐다. 7번과 10번 남성 사용

자의 표정은 “AU1+AU2+ AU5” 표정 단 로 표시할 

수 있으며 “Surprise”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되

며 측된 정  감성과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한, 5

번과 6번 사용자는 표정으로 반응도 낮고 성 감성을 

볼 수 있었다.

2. 자극물 2번

2번 자극물은 정  감성을 유발하려고 하는 제품 

자극물이다. [표 6]에 따라 2번 여성 사용자는 기에 

정  감성을 표 하는데 후기에는 뚜렷한 “거부감, 

징그러움” 감성을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여성 사용자

는 다 정  감성을 표 하 다. 한, 6번 남성 사용

자는 극한 “징그러움, 염오함” 감성을 표 하 다. 나머

지 4명 남성 사용자는 다 정  감성을 나타났다. 

3. 자극물 3번

부정  감성을 유발하는 3번 자극물에 하여 1번 여

성 사용자는 기 단계에 “미소” 표정을 나타났지만 후

기에는 “무표정”으로 변했다. 2번 여성 사용자는 기

에 정  감성이며 후기에는 부정  감성으로 나타났

다. 3번 사용자는 내내 부정  감성을 표 하 다. 4번 

사용자는 표정으로 정  감성을 단되었지만 언어

로 극한 부정  감성을 표 하 다. 따라서 FACS는 얼

굴 표정만으로 사용자 감성을 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7번과 10번 사용자는 후기에 부정  

감성을 표 하 다. 8번과 9번 사용자는 얼굴 표정으로 

정  감성을 단되었다.

4. 자극물 4번

1번과 5번 여성 사용자는 기에 “웃음”과 같은 정

 감성을 표 하 지만 후기에는 “놀라움, 거부감” 등 

부정  감성을 나타났다. 2번과 3번 사용자는  과정

에 “징그러움, 거부감” 등 부정  감성을 표 하 다. 4

번 사용자는 기에 “놀라움”과 같은 부정  감성을 나

타났으며 후기에 얼굴표정으로 정  감성을 단되

지만 상 데이터에서 뚜렷한 부정  감성을 표 하

다. 5번 사용자는 기에 정  감성이었는데 제품에 

한 소개를 들고 나서 아주 “놀라움” 표정으로 바꾸었

다. 6번 남성 사용자는 기에 “염오함” 표정이었으며 

후기에 “놀라움”과 같은 부정  감성이었다. 8번, 9번과 

10번 사용자는 기에 “웃음” 표정을 후기에 “염오함, 

놀라움” 등 표정으로 변했다.

5. 자극물 5번

5번 자극물은 Image Map에서 가장 약한 감성을 유

발하는 자극물로 측하 으며 실제 인 실험에서도 

사용자의 성 감성으로 볼 수 있었다. 1번, 2번, 4번 여

성 사용자는 정  감성을 나타났지만 감성 정도는 낮

은 강도로 볼 수 있었다. 남성 사용자 에 9번 사용자만 

정  감성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남성 사용자는 성

으로 단할 수 있었다. 

6. 자극물 6번

6번 자극물에 한 얼굴 표정을 보면 체 으로 사

용자의 감성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그  1번, 5번, 

7번, 8번, 10번 사용자는 “무표정” 성 감성으로 단

될 수 있다. 한, 2번, 3번, 4번, 6번, 9번 사용자는 비교

으로 정  감성을 단할 수 있었지만 낮은 감성 

정도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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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FACS 분석 결과(자극물 2번~자극물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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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본 논문은 행  감성 측정 방법  표 이고 

이 활용하고 있는 표정 부호화 시스템이 제품 디자인에 

한 용성을 알아보기 해 20  일반 사용자를 상

으로 FACS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을 통해 FACS의 

장단 을 다음 [표 7]과 같이 정리하 다.

장

1. 사용자의 감성은 표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2. 실험 실행이 어렵지 않고 데이터 기록하기 쉽다.
3. 사용자 개인의 언어, 문화, 사회배경 등에 대한 한계가 

없다.
4. 사용자 무의식적인 얼굴 표정을 기록할 수 있다.
5. 경제적으로 실험 실행 가능성이 높다.
6. 결과 분석은 시간에 대한 한계가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다.

단

1. 실험 과정에서 주변 방해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높다.

2. 개인마다 같은 감성에 대한 표정이 다를 수 있다. 
표정만으로 사용자의 감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3. 사용자의 감성과 나타나는 얼굴표정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4. 사용자 아주 세미한 표정은 데이터 분석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5. 사용자 복잡하고 혼합하는 감성을 단일한 표정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6. 고품질의 카메라 설비를 필요하다.
7. 결과 분석에서 FACS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표 7. FACS의 장단점 분석

한, 제품을 자극물로 FACS 실험에 용하는 과정

을 통해 도출된 용 방안은 다음 [표 8]과 같이 도출하

다. 

자극물
1. 제품 자극물이 사용자 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2. 제품 자극물에 대한 사용 경험과 사전 지식은 

사용자 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실험 과정

1. 사용자가 제품 자극물을 사용하는 도중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포착하기 쉽지 않다.

2. 제품자극물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제품 소개를 
들었는지에 대한 표정 차이가 크다.

결과 분석
일반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자, 안경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을 쓰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8. 제품디자인에 FACS 적용 방안

FACS 실험 결과를 통해 제품디자인에 한 용성

에 따라 감성 인 소품 디자인 로세스에서 표정 부호

화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표 8]과 같은 용 방안을 고

려해야 한다. 

VI. 결 론

재 제품 디자인은 사용자 감성의 고려가  더 

요해 지고 있지만 실제 으로 제품 디자인 로세스

에서 감성 측정 방법은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  감성 측정 방법  표정 

부호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단 을 분석하여 감성  

소품 디자인 로세스에 용에 한 활용 가능성의 시

사 을 제시하 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첫째, 표정 부호화 시스템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사용

자의 얼굴 표정과 실제 인 감성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별견하 다. 그러므로 감성 인 소품 디자인 로

세스에 용하여 사용자 감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

기 해 다른 측정 방법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용자 제품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움직여

야 하기 때문에 표정 포착하기 어려운 을 고려하여 

얼굴 표정 촬  시 카메라 수량과 설치 각도는 설계해

야 한다.  

셋째, FACS 실험에 한 지식을 디자이 에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성 인 소품 디자인 로세스에서 

실제 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FACS를 활용하면 제품 디자인 사  평가에 도

움이 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용자 반응도 더 높은 제품 자극

물과 더 다양한 사용자의 감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연구

의 한계 이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에 제품 시안 단계에서 사  측 방법으로써 사용자 

감성을 측하는데 FACS를 통한 도움을  것으로 

망된다. 이는 시장에서 사용자의 정 인 반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논문은 제품을 자극

물로 한 FACS실험의 기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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