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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내 인물의 표정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기술은 주로 실사 영상 안에서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구분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다수의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실사

가 아니며, 사람이 아닌 의인화 된 캐릭터가 등장하므로 유사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본 고에서는 애니

메이션 캐릭터 및 캐릭터의 감정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계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애니메이션 내 캐릭

터의 감정은 주로 눈매와 입모양을 통해 전달되므로, 이 영역을 주로 선택하여 감정을 레이블링(labeling) 

하도록 한 후, 객체 검출 딥러닝 기법인 R-CNN (Regions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eatures)을 기반

으로 캐릭터의 표정에 대한 지도학습을 수행하였다. 실제 적용 예로서, 유명 유아용 애니메이션인 ‘뽀롱

뽀롱 뽀로로’에 대해 학습을 시도하였다. 실험 결과, 테스트 데이터 상 캐릭터 및 감정 인식 성능으로 

mean Average Precision (mAP) 0.75의 인식율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스토리 상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예와 

낙서형식의 그림에서도 일부분 인식에 성공하였다. 또한, 전이학습 측면에서 다른 애니메이션 및 실제 사

진에 적용한 결과, 얼굴 검출 및 감정인식을 일부 수행할 수 있었다. 

 

1. 서  론 

최근 컴퓨터 비전 기술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사진 또는 

동영상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Face 

Detection), 얼굴에 드러난 표정(Emotion)을 구분하는 

기술이다[1,2]. 이러한 기술은 주로 얼굴의 키포인트를 

찾아 분석을 하는 방식을 취하며, 동일인 여부의 판별은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유아용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표정으로부터 

감정을 읽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위의 기술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주로 실사가 

아니며,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무생물이 의인화 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로보카 폴리 외 다수) 

본 고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표정으로부터 

감정(sentiment)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키포인트를 잡거나 규칙을 만드는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 방법이 적절하다.  

의인화 된 캐릭터라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내 캐릭터의 

감정은 주로 눈매와 입모양을 통해 전달되므로[3,4], 이 

영역의 정보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눈, 코, 입이 

포함된 영역만을 선택하여 감정을 레이블링 하고, 객체 

검출 딥러닝 방법인 R-CNN (Regions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eatures) [5,6]을 기반으로 캐릭터의 

표정에 대한 지도학습을 수행하였다. 실제 적용한 

예로서, 유명 유아용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의 

출시된 DVD 내에서 주로 등장하는 9명의 캐릭터에 

대해 학습을 시도하였다. 실험 결과, 테스트 데이터 상 

캐릭터 및 감정 인식 성능으로 mean Average Precision 

(mAP) 0.75의 인식율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스토리 상 

변신하여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성공적인 인식하였으며, 낙서형식의 그림에서도 

인식하는 경우를 관찰하였다. 또한, 전이학습 측면에서 

기 학습모델로 다른 애니메이션 및 실제 사진에 적용한 

결과, 얼굴 검출 및 감정인식을 일부 수행할 수 있었다. 

이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2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3 장에서는 실험 세팅 및 

결과를 보인 후,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표정 감정 학습 방법 

2.1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표정 특성 

사람이 표정으로 내적 상태를 추론할 때, 눈썹, 눈, 코, 

입 등의 특징 요소가 기타 요소에 비해 중요한 

요인임이 알려져 있다[3]. 반대로, 애니메이션에서 

추상화 된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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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뽀롱뽀롱 뽀로로’ 캐릭터 별 정서 표현의 예 

 
그림 2. 표정 레이블링 된 영상조각의 예 

명확하게 보이는 특징인 상기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룬다[4]. 그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특성과 캐릭터의 

설정에 따라 표현 요소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림 1은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요 캐릭터의 감정 

별 영상의 예이다. 일부 감정 – joy, surprise는 명확히 

드러나지만, 기타 감정들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표정 레이블링 방법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표정 레이블링에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부여하였다. 

1) 눈, 코, 입 부분을 포함하되 가능하면 작게 영역을 

택하고 감정을 레이블링 

2) 옆 얼굴 또는 일부가 가려진 경우 1)의 일부라도 

보이면 그 부분 영역을 택하고 감정을 레이블링 

그림 1과 같이 캐릭터 정서가 사람이 보기에도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상기 기준에 맞추어 캐릭터 

별로 Positive, Neutral, Negative로 레이블링 하기로 하였다 

2.3 객체 검출으로서의 캐릭터 표정 인식기 

상기 설명한 방법으로 얻은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캐릭터 표정인식 문제를 객체 검출 (object detection) 

문제로 바꾸어 캐릭터 및 감정 인식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aster R-CNN[6]을 객체 검출 모델로 

이용하였다 (그림 3). R-CNN은 크게 3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된다. 입력 영상으로부터 영상인자를 추출하는 CNN 

부분 – ImageNet 데이터로 사전 학습한 VGG-16  

 

그림 3. 적용한 R-CNN의 기능별 간략 구조도  

네트워크의 인자를 이용하였다. 나머지는 입력 영상에 

따라 적합한 영역을 학습하는 네트워크 (region proposal 

network), 제안된 영역과 영상 인자로부터 분류성능 오차

와 영역에 대한 오차를 계산하는 부분이다. 딥러닝에서

와 마찬가지로 학습에 stochastic gradient descent로 네트워

크 전체(end-to-end)를 업데이트한다. 

 

3.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에 대한 작동 여부 및 성능 평가를 위해 유

아용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이용하였다. 그림 

4의 (a)와 같이 DVD로 출시된 에피소드들을 이용하되, 

자막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영상을 캡처하고, 여기

에 2기 이상 등장하는 캐릭터 9 명에 대해 영역과 캐릭

터별 감정을 레이블링 하였다. 16 × 16 보다 작은 영역

을 제외하고 남은 레이블링 된 영역들의 개수는 그림 4 

 

그림 4. 학습 데이터 크기. (a) 영상-자막 쌍 기준 분량 

(b) 영역별 레이블링 영상조각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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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같다. 이를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7:3의 비율로 

무작위로 나누고, 이에 속한 영상조각들을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정면 모습, 가려진 모습에서도 캐릭터-

감정을 잘 검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6과 같이 

잘못 추론한 예의 경우도 순간 포착에 의해 사람도 

헷갈려 할만한 경우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림 8에 

캐릭터-감정 별 성능이 정리되어 있다. mAP 값이며, 

Precision-Recall 곡선의 하단 면적 (Average Precision)을 

질의(query)별로 구하여 평균을 낸 값이다. 클래스 별 

균형이 맞지 않아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림4, 

그림7) 반면 포비 Negative는 성능이 좋지 않은데  

 
그림 5. 테스트데이터에 대한 캐릭터-감정 검출 예 (영

역은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 확신도는 그림 위에 표기) 

 
그림 6. 잘못 추론한 예 (우: 기지개 켜는 모습) 

 
그림 7. 에피소드 상 얼굴이 달라졌으나 감정인식 됨 

 

그림 8. 캐릭터-감정 별 검출 성능 (값: mAP) 

실제 영상도 구분이 쉽지 않다. (그림 2) 

그림 7은 그림 5의 로봇 로디가 친구들처럼 생명체가 

되는 소원이 이루어져 얼굴이 달라지는 에피소드를 

다루었으나 캐릭터-감정을 대부분 옳게 인식해냈다. (48 

샷 중에 43은 인식성공, 3은 캐릭터 인식오류, 2는 

감정인식 오류. 그림 7의 중앙이 오류의 예). 또한, 

낙서형식의 그림에서도 인식하는 경우를 관찰하였다.  

전이학습 측면에서 학습된 모델로 다른 애니메이션 및 

실제 사진에 적용한 결과, 얼굴 검출 및 감정인식을 

일부 수행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기술을 기반으로 

애니메니션 캐릭터의 표정을 읽어 감정을 인식하는 

기법을 소개하였다. 자동화된 유아용 비디오 분석 및 

스토리 학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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