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383-630X(Print) / ISSN 2383-6296(Online)

Journal of KIISE, Vol. 42, No. 11, pp. 1459-1466, 2015. 11

http://dx.doi.org/10.5626/JOK.2015.42.11.1459

†

††

†††

학생회원

비 회 원

종신회원

:

:

:

한국과학기술원 산학과(KAIST)

mania@kaist.ac.kr

(Corresponding author임)

한국과학기술원 산학과 

parkjunsoo91@kaist.ac.kr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 학원 교수

wwoo@kaist.ac.kr

심사완료 : 2015년 8월 19일

(Accepted 19 August 2015)

CopyrightⒸ2015 한국정보과학회ː개인 목 이나 교육 목 인 경우, 이 작물

의 체 는 일부에 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합니다. 이 때, 

사본은 상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첫 페이지에 본 문구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목 으로 복제, 배포, 출 , 송 등 모든 유형의 사용행

를 하는 경우에 하여는 사 에 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2권 제11호(2015. 11)
논문 수 : 2015년 5월 28일

(Received 28 May 2015)

논문수정 : 2015년 8월 10일

(Revised 10 August 2015)

■ 2015년도 학생논문 경진 회 수상작

Quantified Lockscreen: 감정 마이닝과 

자기정량화를 한 개인화된 표정인식  
모바일 잠 화면 통합 어 리 이션

(Quantified Lockscreen: Integration of Personalized Facial 

Expression Detection and Mobile Lockscreen application for 

Emotion Mining and Quantified Self)

김 성 실
†
     박 수

††
     우 운 택

†††

                    (Sung Sil Kim)        (Junsoo Park)        (Woontack Woo)

요 약 잠 화면은 인들이 모바일 랫폼에서 가장 자주 면하는 인터페이스  하나이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일일 평균 150번 잠 해제를 수행하지만[1], 패턴인식, 비 번호와 같은 잠 화

면 인터페이스등은 보안  인증의 목 을 제외하곤 별 다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용도의 기존 잠 화면을 방 카메라를 활용한 얼굴  표정인식 어 리 이션으로 체하

여 표정 데이터를 수집한 뒤 실시간 표정  감정 변화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본 연구

에선 Quantified Lockscreen 어 리 이션을 통한 실험을 통해 1) 잠 화면을 활용한 비침습 인 인터페이

스를 통해 연속 인 표정데이터 획득과 감정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검증했으며 2) 개인화된 학습  

분석으로 표정인식  감정 검출의 정확도를 개선하 으며 3) 표정으로부터 추론된 감정 데이터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한 양 식 검증기법을 도입하여 감정 검출의 다 채   다 입력 방법론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키워드: 개인정보학, 자기정량화, 라이 로깅, 사용자 인터페이스

Abstract Lockscree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encountered interfaces by smartphone users. 

Although users perform unlocking actions every day, there are no benefits in using lockscreens apart 

from security and authentication purposes. In this paper, we replace the traditional lockscreen with an 

application that analyzes facial expressions in order to collect facial expression data and provide 

real-time feedback to users. To evaluate this concept, we have implemented Quantified Lockscreen 

application, supporting the following contributions of this paper: 1) an unobtrusive interface for 

collecting facial expression data and evaluating emotional patterns, 2) an improvement in accuracy of 

facial expression detection through a personalized machine learning process, and 3) an enhancement 

of the validity of emotion data through bidirectional, multi-channel and multi-input methodology.

Keywords: personal informatics, quantified self, life logging,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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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기정량화(Quantified Self)와 사물인터넷(Inter-

net of Things: IoT)과 련된 개념들이 보편화되면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  수

치화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 인 

자기정량화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

록 보조하는 지표가 됨과 동시에 자신의 기록에 한 

검색  공유가 가능하게 해주고, 창의성  생산성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자아 심층분석, 개인 데이터의 체계

화  가시화를 제공한다는 목표가 있다. 이를 실 하기 

해선 개인과 련된 신체 , 환경 , 심리 , 감정 인 

정보가 축  가능해야 하고 이미 의료분야를 심으로 

많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며 자가 추 (self-tracking) 

하는 솔루션들이 등장하게 되었다[2]. 과거에는 자가측

정을 한 특수 센서들을 휴 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불편했던 반면 최근 Nike+, Jawbone, Fitbit과 같

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등장을 통해 보다 쉽고 비간

섭 인이고 무의식 인 트래킹이 가능하게 되었고, 신체

의 물리 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   정신

인 정보를 비침습 으로 얻기 한 시도들도 계속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신체 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감정 

상태를 알아내고 분석하는 단계는 이상 인 자기정량화

를 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에 속한다[3]. 그

러나 지 까지 감정을 검출하는 방법은 많이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법들은 활용성과 정확성 측

면에서 문제 들을 안고 있다. 를 들어 뇌 , 압, 맥

박, 심박수 등의 정보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정량화시

키고 행동, 성향 그리고 감정을 악하는 연구 방법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특수성을 

띈 센서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

다는 단 이 있다[4]. 한 사람의 감정은 사람마다 기

이 다르고 개개인의 주 인 단으로 그 상태가 정

의  재정의(redefine)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

이터 수집이나 검증 부분에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실정

이다[3]. 따라서 감정에 의한 신체  혹은 심리 인 변

화는 어느정도 일반화된 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으나 데

이터의 타당성과 해석된 결론의 신뢰도는 아직까지 개

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다 활용성이 높고 정확한 자기정

량화를 한 감정 데이터 수집 방법  분석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방안으로써 표정인식 알고리즘을 잠 화면

에 목시킨 어 리 이션 Quantified Lockscreen을 소

개하고 실험을 통해 이 근법을 검증하고자 하고자 한

다. 본 논문에서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잠 화면과 표정인식의 결합으로 비침습 인 감정 

마이닝  자기정량화 방법 제시

2. 개인화된 표정학습  분류를 통한 표정인식 정확

도 개선

3. 표정으로부터 추론된 감정 데이터의 타당성을 강화

하기 한 양 식 검증 기법 제시

먼  본 논문에선 Quantified Lockscreen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비간섭 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감정 상태

를 측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데이터의 양을 찰할 

것이며, 표정 인식을 한 분류 과정에서 일반화된 학습

법과 개인화된 학습법을 용한 표정인식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개인화된 표정 인식 알고리즘의 필요성에 

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감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

기 한 양 식 검증 기법을 시도하여 감정의 다  채

  다  입력의 필요성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2. 련 연구

2.1 자기정량화 데이터 수집 모델

자기정량화와 사물인터넷과 련하여 과거에 많은 기

존 연구들에선 개인의 감정과 련된 데이터를 얻기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시도되어왔다. 뇌 , 심박수, 피

부 항, 압, 엔트로피 등을 측정하여 감정 상태를 계

산하는 방법[5]뿐만 아니라 보폭 주기[6], 음성[7], SNS

상에서의 상호작용[8]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소개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감정 측정에는 크게 감정에 의한 1) 신

체  혹은 2) 심리 인 변화를 측정하면서 사용자의 상

태를 효과 으로 분류  측하는 다수의 방법론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이러한 방법들은 시공간의 물리

인 제약, 계산 비용 혹은 센서 의존도의 측면에서 

근성이 떨어진다는 치명 인 단 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거나 한정된 기능만을 가진 센서들을 사용한 

자기정량화 방식들보다 사람에게 간편하게 항상 근할 

수 있는 센서들과 비침습 인 방법을 통해 감정 데이터

를 효율 으로 얻을 수 있는 안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스트 스 센서[9]를 부착한 

시계가 등장하 지만 아직 스마트폰에 내장되어있는 센

서들을 활용하여 감정을 측정하여 자기정량화에 활용하

는 시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2.2 일반화와 개인화된 표정인식 방법론

사람의 표정을 통해 시각 으로 감정을 분석하는 방

법들은 상처리 분야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어왔다.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 에서는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식별해 이들의 특정 조합을 사람의 7가지 감

정에 체계 으로 응시키는 표 을 정의하 으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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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얼굴 사진을 종합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양한 인종, 나이, 성별에 해서 평균 인 표정과 이에 

상응하는 감정을 규정하고 이 모델을 개인에게 용 시

켜 감정을 읽어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11]. 이와 같은 

연구는 부분의 얼굴의 특징들이 일반 이며 데이터베

이스의 얼굴의 특징들의 평균치와 특정 얼굴의 특징을 

비교한다면 감정 상태 한 확인할 수 있다는 제하여 

제안되었다.

하지만 얼굴 모델링을 할 때 보편 인 얼굴 요소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된 모델링을 하면 얼굴 인식의 정확도

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12] 표정 인

식 한 개인화 된 근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의 연구는 얼굴의 모델링 

 인식만을 다루지만, 감정상태에 따라 역동 으로 변

화하는 표정을 식별할 때는 더욱이 개인화된 모델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상된다. 특히 특정 감정상태에서 

보편 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얼굴표정과 상반되거나 명

확하지 않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일반화된 표정 

식별 알고리즘은 오차를 불러올 여지가 크다[13]. 따라

서 개인에게 맞춰진 감정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면 일

반화된 표정인식 보다는 개인화된 표정인식 방법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감정데이터의 타당성 검증

사람의 감정이란 개인의 내면에 의해 결정되는 지극

히 주 인 기 이기 때문에 한 가지 특징만을 찰하

여 감정을 정확하게 단하는 것은 아직까진 어려운 일

이다. Castellano와 D’Mello의 연구에선 사람이 상 방

의 감정을 악할 때 얼굴 표정, 음성, 동작 등을 동시

에 확인하여 그 감정을 악하듯이 기계도 역시 한 가

지 이상의 출처를 병렬 으로 측정하고 참고하여 감정

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14,15]. 최근에는 이런 

다  채  감정 악을 통해서 학습 상태를 악하거나 

정신 상태를 측정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 이

론의 설득력이 서서히 확 되고 있다[16,17]. 기존의 다

 채  감정 측정은 모두 물리 인 변화의 검출에 기

반한 방식의 조합으로 사람의 외 으로 드러난 상들

을 포착하여 조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감정 측정에는 

신체 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  요소(성격, 인지수 , 

경험, 동기  목표), 외  자극(환경, 행동, 의사결정), 

내재  특성(추동력, 주 성, 다양성, 불확실성, 규칙성) 

그리고 동  특성(역동성) 등의 요소들이 두루 조합되어 

활용되기 때문에[4] 외향  특성만을 조합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정 마이닝을 통해 얻는 결과와 사용자가 실

제로 느끼는 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이기 해 한 가지 

검출 방식만을 활용하기보다는 여러 방식을 동시에 활용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효율 으로 조합하여 감정 데이터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재 필요한 시 이다. 이에 한 해결책

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본인이 직  자신

의 감정을 보고하는 자기 보고 방식(Self-Reporting)을 

활용하는 것이다.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보

고 방식이 감정을 측정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외향  특성이 아닌 방식으로선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다[18]. 비록 자기 보고 방식조차 사

용자의 의지에 의해 부정확하고 인 인 결과를 래할 

수 있지만 센서를 통해 수동 으로 측정한 외  감정 데

이터와 자가 보고를 통한 사용자의 내  요소를 조합한

다면 감정 분석  응용을 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3.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선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잠  화면에서 얼

굴인식  표정인식으로 감정데이터를 검출하고 피드백

을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기 해 Quan-

tified Lockscreen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Quantified 

Lockscreen은 기존의 스마트폰 잠 화면 인터페이스를 

체하는 어 리 이션으로써 본 논문의 실험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구 되어 있고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얻고

자 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잠 화면에서 비침습 으로 획득할 수 있

는 퍼스  데이터의 양

2. 일반화된 표정인식 방법과 개인화된 표정인식 방법

의 정확도 비교

3. 사용자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감정인식의 정확도 

분석  결론 개선 여부 단

Quantified Lockscreen은 사용자들의 잠  해제 인터

페이스에서 얼굴인식과 표정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재 

자신의 표정에 한 평가와 표정 상태에 한 피드백을 

제공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표정 데이터를 축 함으

로써 스스로를 인증하는 시간을 보다 생산 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Quantified Lockscreen 내부

에서 획득하고 있는 데이터의 취득 방식과 결과의 분석

법에 해 다음 에서 다루도록 한다.

4. 실 험

4.1 실험 환경

Quantified Lockscreen은 안드로이드 5.0.1 버 에서 

개발되었으며 2.3 버  이상이 탑재된 기기에서 동작 가

능한 것을 확인하 다. 모든 상처리는 안드로이드 네

이티  라이 러리만으로 수행하 고 얼굴인식을 한 



1462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2권 제11호(2015. 11)

그림 1 Quantified Lockscreen 시스템 다이어그램

Fig. 1 Quantified Lockscreen System Diagram

그림 2 상처리 알고리즘 순서도

Fig. 2 Image Processing Sequence

기계학습은 Java기반 기계학습 오 소스인 LIBSVM[19]

을 사용하 다.

4.2 Quantified Lockscreen 구동 과정

Quantified Lockscreen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잠

화면 상에서 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의 얼굴을 

캡쳐를 하게 된다. 이 게 비침습 으로 캡쳐된 상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로 송하여 상처리 

과정을 거친 뒤 Support Vector Machine (SVM) 분류

기를 통해 학습  분류를 하게 되고 기존에 학습되었

던 표정 인식 데이터와 함께 분석이 되어 웃음의 빈도, 

연속성을 고려해 감정 상태가 별하게 된다. 검출된 감

정 상태의 결과는 토스트(Toast)  알림(Notification)

의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도록 설계하 다(그림 1).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상 처리  기계 학습 알

고리즘은 다음과 같다(그림 2). 먼  백그라운드에선 안

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얼굴 탐지 라이 러리를 통해 

카메라에서 캡쳐된 사진 상 안에 존재하는 얼굴의 

치의 좌표를 받아내게 된다. 카메라의 좌표계를 비트맵

(Bitmap) 상의 좌표로 변환시킨 후 상에서 얼굴 만을 

잘라내게 되고 편집된 상의 색채 포화도를 조정하여 

회색조의 상을 생성하게 된다. 회색조 상은 Local 

Binary Pattern (LBP) 알고리즘[20]을 활용하여 상의 

밝기와 색상 비에 향을 받지 않는 특징들을 추출하

게 된다. LBP는 여러 구  방식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반경 1픽셀의 3×3 필터를 용하 다.

LBP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특징들은 기계학습을 해

SVM의 매개변수로 사용하게 된다. 기계학습 에 실시

간 상처리의 성능을 해서 모든 상은 128x128픽셀

로 축소되고 목 에 따라서 SVM은 학습 혹은 분류를 

실행하게 된다. 만약 재 기 등록 과정이라면 학습을 

하고, 이미 학습이 되어 잠  해제를 해야 하는 과정이

라면 분류를 한다. 어 리 이션 실험 단계에선 SVM의 

분류를 통해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  어느 이블에 

속하는지 단하여 결과를 송한다.

4.3 사용자의 실행 단계

사용자들은 개인 스마트폰에서 Quantified Lockscreen 

을 설치한 후 어 리 이션 메뉴를 실행시킨다(그림 3). 

잠 화면을 활성화시키기에 앞서 사용자는 어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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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Quantified Lockscreen 메뉴와 피드백 UI

Fig. 3 Quantified Lockscreen menu and feedback UI

션에서 “Upload” 버튼들을 통해 자신의 평소 표정과 웃

는 표정을 등록한다. 그리고 “Create Train Set” 버튼

을 러 자신의 얼굴  표정 데이터를 학습 시킨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 “Activate Lockscreen” 버튼을 통해 

잠  화면을 활성화하면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시작되어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카메라를 동반한 잠  화면이 켜

지게 된다. 잠 화면 상에서 얼굴이 검출되면 잠  화면

이 풀리면서 사용자는 감지된 표정 상태에 따라 상응하

는 피드백을 알림 형식으로 제공받게 된다.

4.4 실험방법

본격 인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사  

설문조사에 참여하 다. 본 설문에서는 참가자들의 기본 

정보들을 포함하여 얼굴 표정 인식 잠 해제 장치의 필

요성  웃음치료에 한 필요성을 물었다. 곧이어 참가

자들의 개인 스마트폰에 Quantified Lockscreen을 설치

하고 에서 기술한 사용자의 실행 단계에 따라 참가자

들의 스마트폰 잠 화면에서 실행되도록 비하 다. 참

가자들은 Quantified Lockscreen이 설치된 상태로 3일

간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잠 화면에서 표정과 련된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추가 으로 최  한시간에 한번씩 

참가자들의 실제 기분을 물어보는 알림을 띄워서 참가

자들의 기분에 한 직 인 답변을 얻었다. 결과 으

로 3일동안 간 이고 객  감정 지표인 얼굴 표정 

데이터와 주 인 자가 보고 데이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모든 실험이 끝난 후에 

사  설문과 같은 방식으로 사후 설문을 진행하여 사람

들의 어 리 이션에 한 효용성에 해서 질문하 다. 

4.5 실험참가자

본 논문의 실험을 해 주 에 있는 20-40세의 참가

자들을 10명을 모집하 다. 참가자들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으며 참가자의 

성비는 남자 9명, 여자 1명으로, 재 사용하고 있는 잠

해제 방식으로 20%는 슬라이드, 40%는 패턴, 그리고 

나머지 40%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얼굴

인식 잠 해제 방식은 아무도 쓰지 않고 있었다. 참가자

들의 60%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얼굴인식 잠 해

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5. 결 과

5.1 Quantified Lockscreen을 통한 표정 데이터 추출

Quantified Lockscreen을 사용한 10명의 참가자를 통

해 얼굴 표정 데이터  표정 패턴 데이터를 다수 축

할 수 있었다(그림 4). 결과 으로 3일 동안 10명의 참

가자들 로부터 하루 평균 약 48.7번의 표정 데이터를 얻

었고 동일한 횟수로 표정 인식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림

으로 제공하 다. 핸드폰 사용량이 은 밤 00시부터 6

시까지는 평균 으로 1시간에 1번 정도로 표정인식 횟

수가 었으며, 오  10시경에 평균 4번 정도로 가장 빈

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어지는 낮 시간 에

는 평균 으로 한 시간에 2번에서 3번 사이의 빈도로 

얼굴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다.

그림 4 시간 별 얼굴 촬 량

Fig. 4 Number of Face Detection per Hour of the Day

이 게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 정보를 직  간섭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기가 스스로 얼굴 표정 측정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진단해주기 때문에 얼굴 표

정 인식 시스템의 비침습 인 데이터 축 은 효과 으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5.2 일반화와 개인화된 표정인식

표정 인식에서 개인화된 분석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학습 데이터를 경험해 

보도록 하 다. 첫 번째 학습 데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표정들이 학습되어 있는 일반화된 방법이고 두 번째 학

습 데이터는 실험 참가자 본인의 웃음 데이터만을 사용

하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 을 때 획

득된 사진과 표정 분석의 정결과를 비교하여 정확도

를 확인하 다(표 1).



1464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2권 제11호(2015. 11)

표 1 붙특정 다수 표정 학습과 개인화된 표정학습의 정

확도 비교

Table 1 Difference between generic and personalized 

training sets’ facial expression detection accuracy

Type of 

Training Set

Number of 

Trials

Error Rate 

(%)

Standard 

Deviation

Generic 62 28.6 10.3

Personalized 60 19.2 8.5

5.3 양 식 검증을 한 피드백 결과

표정인식에 따른 결과를 강화시키기 한 사용자 피

드백은 매번 잠 해제를 할 때가 아닌 최  1시간에 한

번 알림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 따라서 사용

자의 피드백은 감정 마이닝의 횟수와 별개로 하루 평균 

10.5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표 2).

표 2 양 식 피드백의 반  횟수  정확도

Table 2 Number of reflections and correction rates of 

multi-feedback

Average Number

of Feedback

(Day)

Number of 

Feedbacks Reflected

for Correction

Correction

Rate

(%)

10.5 5.4 51.4

6. 논 의

6.1 잠  화면을 활용한 비침습 인 감정 데이터 추출

실험 결과를 통해 Quantified Lockscreen을 극 활

용한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48.7번의 감정 데이터를 표

정인식을 통해 비침습 으로 얻을 수 있었고 동일한 횟

수의 표정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정 시간 에 확연하게 더 많은 감정 데이터를 획득했

다는 패턴을 찰할 순 없었지만, 이는 사용자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스마트폰 사용 빈도와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간 에 따른 데이터 취득 횟수의 큰 편차

의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선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평균 으로 하루 

10-200번 잠  화면을 해제한다는 을 고려했을 때 

[1], Quantified Lockscreen에서 얻은 감정 데이터의 수

는 측 가능한 범  내인 것을 확인하 다. 재 실험

을 통해 얻은 감정 데이터의 축 량과 피드백 횟수를 

고려했을 때 Quantified Lockscreen은 표정 인식을 비

침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랫폼이자 감정마이닝의 

측면에서 자기정량화를 한 도구로써 가능성을 입증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방법들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 정보를 직  입력하지 않아도 기기가 

스스로 표정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진단해

주었다는 은 앞으로의 자아정량화 인터페이스에 있어

서 요한 기 연구가 될 것이다. 추가 으로 추후에는 

분석방법과 피드백의 종류에 따라 자기정량화와 별개로 

웃음 훈련, 표정 리 등의 응용으로 사용자에게 유익을 

주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확장 한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6.2 개인화를 통한 표정인식의 정확도 개선

5.3 의 실험을 통해서 표정 인식의 학습을 개인에 한

정하여 진행했을 경우 일반 인 표정 학습 데이터를 

용했을 경우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개개인이 같은 표정을 짓는다 하더

라도 고유의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특히 한 명의 

상(소유자) 만을 분석하고 인식하면 되는 스마트폰 환

경에서 활용하기에 합한 근법임을 증명하 다. 부

분의 존하는 표정 인식 알고리즘은 불특정 다수의 표

정을 학습 시킨 뒤 분류한다는 이 정확도의 불확실성

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근법은 데이터

가 축 될 수록 보다 정교하고 정 한 표정 인식이 가

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표정 인식 알고리즘에 비해 유

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정  얼굴 학습의 정확도는 자기정량화 이 에 사

용자의 표정을 인식하고 잠  해제 장치로 활용하는 보

안의 수단으로써 핵심 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화를 

통한 표정인식의 정확도 개선은 얼굴인식의 신뢰성 확

보에 있어서도 요한 결과로 귀결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감정 인식으로 하여  자기정량화 한 더

욱 체계화될 것이며 건강 모니터링, 심리치료, 비즈니스, 

마  등의 더욱 정 한 응용으로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상된다.

6.3 양 식 검증을 한 피드백 결과

5.3 에서의 실험 결과는 표정 분석의 결과에 해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직  받음으로써 표정인식과 사용

자의 주 인 감정의 괴리감을 일 수 있다는 개연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에서 언 했던 바와 같이 외

 자극의 조합으로 사람의 내면을 포착하는 방법은 한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Quantified Lockscreen은 사용자

들에게 알림형식으로 자기 보고(self-reporting)를 수행

하도록 하 다. 결과 으로 사용자들은 감정 검출 결과

를 재확인함으로써 신체의 물리 인 정보(표정)와 자기 

주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감정 데이터를 창출해 내어 

표정 인식의 결과와는 별개로 51.4%의 경우 보다 타당

하고 신뢰성 있는 결론으로 개선시키는데 성공하 다.

이와 같이 결론 강화를 한 양 식 피드백은 추후에 

다른 센서 혹은 감정 검출 방식을 Quantified Lock-

screen과 결합했을 때 한 시 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특히 IoT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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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따라 내  요소, 외  자극, 내재  특성과 동  

특성을 조합한다면 감정 데이터는 지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정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도 검출된 감정 데이터와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

의 괴리감을 좁히기 해서 자기보고 방식 외의 다  

채  입력  양 식 검증을 통한 연구는 더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잠  해제 인터페이스와 표정 

인식의 통합을 통해 비간섭 이며 자기정량화의 데이터 

수집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환경에서 합

한 개인화된 표정 인식의 효율성을 알아보고 감정 데이

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양 식 검증 기법을 제시

하 다. Quantified Lockscreen은 연구의 주장을 뒷받

침할 실험을 해 구 된 어 리 이션으로 잠  화면 

상에서 사용자의 표정을 비침습 으로 수집하고 측된 

감정 상태 결과에 한 정확도에 해 실시간으로 제공 

받으면서 검출된 감정 데이터의 결론을 더 신뢰성 있게 

개선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서 본 논문은 표정인식과 

잠  해제 인터페이스의 결합을 통해 하루 평균 47.8번

의 얼굴 표정 데이터를 비침습 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화된 표정학습을 통한 얼굴

인식은 일반화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의 오차율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비

침습 인 표정 데이터 검출 방법과 개인화된 표정 학습

과 더불어 감정 데이터의 타당성 향상을 한 한 양

식 검증기법을 통하여 보다 신뢰성있는 감정 데이터 

생성을 해선 다  채   사용자의 외 인 요소와 

내 인 요소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감정을 다양하게 표 할 수 있는 비언어 인 의사소

통 요소인 얼굴표정은 측정과 해석의 다양성, 깊이를 세

분화하여 더욱 정교하게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구소재이다. Quantified Lockscreen과 같은 어 리

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감정, 그리고 그와 그

와 련된 정보를 기록  수치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상 인 자기정량화를 통해 육체 으로 건강한 

삶을 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감정 , 심리 으로 건

강한 삶을 통해 창의성, 생산성 등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아 심층분석의 출발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정 하고 체계화 된 감정 데이터 마이닝과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에 한 더 진

보된 이해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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