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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technology of emotion recognition is necessary for human computer interaction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cases where one cannot communicate without considering one's emotion. As such, emotional recognition technology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n this regard, it is high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Various bio-sensor sensors 

are used for human emotional recognition and can be used to measure emotions.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for recognizing 

human emotions using two physiological sensors. For emotional classification, two-dimensional Russell's emotional model was 

used, and a method of classification based on personality was proposed by extracting sensor-specific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emotional model was divided into four emotions using the Support Vector Machine classification algorithm. 

Finally, the proposed emotional recognition system was evaluated through a practic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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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과 관련된 연구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간공학 시스템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과 같이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1-2]. 인간공학은 인체공학, 생체역학, 인지

공학, HCI(Human Computer Interface), 감정공학, UX(User 

Experience) 등으로 연구영역이 세분화 되고 측정, 실험, 분석, 

설계, 평가의 관정에서 심층적이며 정교한 최신 기술들이 계속 접

목되고 있다. 인간과 시스템 사이의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시스템 효율성과 더불어 사용성, 안

정, 감성 품질을 향상하고 차별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감정은 인

식하는 방법에는 음성, 표정, 바이오센서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

이 있다[3-7]. 최근 주목을 받는 기계 학습 기술과 바이오센서를 

결합하여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8-10].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나 감정의 기준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주관적이 지표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고

려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PPG(Photo Plethysmo 

Graphy), EMG(Electromyogram) 두 가지 바이오센서를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감정 분류를 위한 data를 고안했으며, Arousal- 

valence 기반으로 구분한 2차원 감정 모델을 활용한 분류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성격을 기반으로 한 감정 모델로 한 사람에게 

특화된 감정모델을 제안하였다. 특징을 추출하는 주기를 짧게 지

정하여 순간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

였다. 각 감정들은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통해서 4가

지 감정 패턴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4가지 감정에 대해서 평

균 이상을 확률로 감정이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장에서는 감정인식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센서의 어떤 

특징 정보를 사용해서 감정을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3장에서는 2

장에서 설명한 센서를 이용한 실험 환경과 실험의 결과에 4장에

서는 결론에 관해서 서술한다. 

2. 성격 기반 감정 인식 모델

2.1 감정 인식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광혈류, 근전도와 같은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생체 신호를 측정한 후 각 센서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SVM을 이용하여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를 분류한다.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분류한 감정에 대해서 성

격 모델을 이용해서 성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2차 감정을 분

류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감정은 개인에 생체신호와 성격

의 특성을 반영한 감정으로 단순 생체신호를 통한 특징 분류를 

이용한 감정분류보다 더 정확한 감정이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성격 기반 감정 인식 시스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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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ussell의 2차원 감정 모델 구성도

Fig. 2 Russell's 2-Dimensional Emotional Model Diagram

그림 1 감정 인식 시스템 개요도

Fig. 1 Emotional recognition system overview

2.2 감정 모델 구성

사람의 감정 분류는 감정이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객관적인 좌표로 표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감정

에 대해서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차원적(Dimensional) 

접근방법, 감정 변화 추정(Emotion Variation Detection) 등과 같

이 다양한 모델이 있다. 감정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을 위하여 

Russell은 감정을 2개의 축으로 나눈 2차원 감정 모델을 제안하

였다[12]. 감정을 분류하는 2개의 축 중 첫 번째는 각성(Arousal)

으로 감정의 흥분 정도를 나타낸다. 이 값이 작을수록 차분한 감

정을 나타내며 이에는 지루함, 졸림, 편안함 등이 있다. 반대로 이 

값이 클수록 흥분한 감정을 나타내며 이에는 흥분, 분노, 공포 등

이 있다. 두 번째 축은 정서가(Valence)로 감정의 긍정 혹은 부정

의 정도를 나타낸다. 앞서 나온 감정에서 공포는 아주 부정적인 

Valence를 나타내고 지루함은 중간의 Valence 행복은 긍정적인 

Valence를 나타낸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감정을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림 2>에 표현되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성격 모델로 five factor model을 사용한

다. Five factor model은 성격을 5가지의 factor로 나누고 그와 

감정을 연관지을 수 있는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표1>은 

Five factor model에 대한 설명이다[21]. Five Factor Model은 

심리학자 P.T.Costa와 R.R.McCrae가 개발했으며 인간의 성격을 5

가지 요인들로 설명하는 심리학적 모델이다. 각각의 요인들은 외

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과 같이 5개의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향성은 개인이 열

정적으로 타인을 찾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요인

이다. 우호성은 대인 관계에서 보이는 질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요

인이다. 우호성의 반대 개념은 반사회성이나 경쟁성, 적대성, 공격

성으로 나타난다. 성실성은 개인의 조직화된 정도를 확인하는 요

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지나치게 높은 

경우 괴팍스러운 성미, 일 중독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신경성은 개인이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힘든 경험들에 부정적 정

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확인하는 요인이다. 신경성이 낮

은 사람은 무던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광

범위한 주제에서 “새로운 것”에 대해 개인이 판단하는 경향을 확

인하는 요인으로 외향성과는 달리 새로은 것이 꼭 위험하거나 흥

분시키는 것일 필요는 없다. 5가지 이외에도 정직성-겸손의, 종교

성, 성적요인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을 교려할 수 있지만 본 논

문에서는 기본적인 5가지 요인에 대해서 고려를 하였다. 

표 1 성격의 5가지 요소

Table 1 Five elements of a personality

요소 설명 

외향성 말이 많음, 에너지 넘침, 사교적인

우호성
대인 관계와 관련 있는 성향, 믿음직스러움, 친화력

이 높음, 협동적인

성실성 체계적임, 질서 정연, 충실함

신경성 불안함, 감정적인 괴로움

개방성 창의적임, 창조적임

2.3 성격 모델 구성

사람의 감정은 단순 한가지의 요소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격, 이전의 감정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격을 기반으로 감정을 분류하

고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감정을 얻을 수 있다. 성격은 여러 가

지로 정의가 되며 행렬 기반의 선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 기반 모델의 모든 과정은 성형 동역학 방정식으로 

유도될 수 있다. 식 (1)은 성격 기반 감정 모델을 통해서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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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혈류 센서의 특징 추출

Fig. 5 Extracting the feature of a Phoplethymography sensor

그림 4 광혈류 센서와 측정 데이터 

Fig. 4 Phoplethymography sensor and measurement data

구하는 과정, 식 (2)는 최종 감정을 구하는 식이다.

 ·· (1)

 · (2)

성격은 Five Factor Model에 의해서 외향적임, 배려&겸손, 성

실성, 신경질적임, 마음이 열려있음 이 5가지 차원으로 분류가 된

다[13-14]. <그림 3>은 성격 기반 감정 모델을 나타낸다. 정확도

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지만, 반응과 내부자극은 노

이즈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제한다. 

그림 3 성격 모델 구성도

Fig. 3 Composition of Character Model 

2.4 바이오 센서의 특징과 특징 추출 

바이오 센서는 사람의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센서로서 측정을 

원하는 생체 신호에 따라서 해당 부위에 부착하여 측정한다. 생체 

신호는 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호를 측정 후 분석하여 

감정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15-1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

스템은 감정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2가지 센서를 사용한다.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광혈류 측정 센서(PPG), 사람의 목 뒤 

근육에 부착하여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근전도 측정 센서 

(EMG)를 사용한다. 센서에서 얻은 신호에서 감정 정보를 반영하

는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감정 분류의 인자로 사용한다. 

2.4.1 광혈류 측정 센서(PPG)

광혈류 측정 센서(PPG)는 LED와 빛을 감지하는 빛 감지 센서

로 규성되어 있다. 해당 센서를 손가락 끝에 부착하여 심장박동 

시 혈류가 증가함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양의 증감을 이용하여 

심박을 추정한다. <그림 4>와 같이 검지 손가락에 착용하여 손가

락 끝에 흐르는 혈류량을 통해서 신호를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

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광혈류 센서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은 시간 축과 주파수 축에

서 여러 가지로 추출할 수 있다[17]. 광혈류 센서의 신호를 시간

축에서 2차 미분한 신호는 심박수 신호로서 광혈류 신호를 2차 

미분한 신호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심박수 (NN의 개수), 

신호의 Peak값의 간격(NN간격 혹은 RR간격), NN간격의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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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s), NN간격의 차이에 대한 

제곱의 합의 평균(Root Mean Square of the Successive 

Differences), NN 간격이 50ms를 초과하는 것의 개수(pNN50), 

NN 간격이 15ms 미만인 경우(TINN) 6개의 특징 정보를 이용하

였다. <표 2>는 6개의 특징을 추출하는 수식을 서술하였다. 

표 2 광혈류 센서 특징 추출 알고리즘

Table 2 Phoplethymography sensor characterization algorithm

특징 수식 or 설명

심박수    

NN간격 

SDNN 




 
  








RMSSD 




 
  



 
pNN50     

TINN     

<그림 5>는 6개의 특징을 추출 후 평온(파랑), 행복(검정), 슬

픔(초록)에 대해서 값을 비교한 모습이다. 

2.4.2 근전도 측정 센서 (EMG)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생성한다. 이런 

전기적 신호는 근섬유막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에 의해서 발

생 된다. 따라서 근전도 측정 센서(EMG)는 측정하고자 하는 근육

의 표면에 부착하여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승모근(Trapezius)에 부착

하여 신호를 측정한다. 목 근육 중에서 승모근은 뇌 신경에 지배

를 받는 근육으로 뇌 신경에 변화가 오면 승모근에도 변화가 오

고 그것을 측정하여 사람의 감정 분석에 사용한다. <그림 6>과 

같이 EMG 센서를 승모근에 부착하여 근전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6 근전도 측정 센서와 측정 데이터

Fig. 6 Electromyography sensors and measurement data

근전도 센서의 특징 추출 알고리즘은 시간 축과 주파수 축에

서 여러 가지로 추출할 수 있다[18].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특징 

정보 중에서 시간 축의 평균 절댓값(Mean Absolute Value), 수

정 평균 절댓값 1(Modified mean absolute value type 1), 수정 

평균 절댓값 2(Modified mean absolute value type 2) MAV1과 

MAV2는 MAV의 확장 버전으로 표면 근전도 신호의 분석에 많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분산(Variance of EMG), 일시적 순간의 4제

곱 절대 값(Absolute value of the 4th temporal moment), 평균 

진폭 변경(Average amplitude change) 6개의 특징 정보를 이용

하였다. <표 3>은 6개의 특징을 추출하는 수식을 서술하였다. 

표 3 근전도 센서 특징 추출 알고리즘

Table 3 Electromyography sensor characterization algorithm

특징 수식 or 설명

M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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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TM4 
 

  






AAC 
 

  





<그림 7>은 6개의 특징을 추출 후 평온(파랑), 행복(검정), 슬

픔(초록)에 대해서 값을 비교한 모습이다. 

 2.5. 감정 분류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감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각 센서 신호의 특징을 추출 후 그 특징 정보를 바탕

으로 SVM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차적인 감정을 분류한 후 

성격 기반 감정 모델을 통하여 최종적인 감정을 분류한다. 

2.5.1 SVM 기반 감정 분류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러시아 사람인 Vapnik에 의

해서 고안된 알고리즘이다. SVM은 지도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분

류하는 기법이다[19-20]. 분류 결과를 알고 있는 데이터 그룹들

에 대하여 그룹과 그룹을 나누는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

를 결정할 때, 판별경계(Hyper Plane)와 결정 경계와 학습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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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근전도 센서 특징 추출

Fig. 7 Extracting the feature of a Electromyography 

sensor

그림 8 기분 감정을 통한 성격 분석

Fig. 8 Character analysis through emotion

터 사이의 거리(margin)의 개념을 사용한다. Margin은 하나의 데

이터 포인트와 판별경계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분류에 있어서 일

반화 오차가 발생하는데 SVM에서는 이 일정 정도의 오차를 

margin으로 두면서 일반화 오류를 줄이고 데이터의 판별 도를 

높일 수 있다. SVM에서는 이 margin이 클수록 분별을 잘하는 

알고리즘이다. 

                    (3)

여기서, 는 초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고 는 원점에서 직선까

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값이 된다. 한점 에서 결정 경계의 거리

까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4)

위 결정 경계를 중심으로 d의 부호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

다. 이때 두 서포트 벡터로부터 판별경계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5)

 








 (6)

위의 식 (5), (6)과 같은 판별경계의 거리를 계산 후 거리가 가

장 큰 판별경계를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감정 인식 시스템은 2차원 감정 모델을 

사용하므로 Multi-Class SVM을 사용한다. 한 개의 감정 class별

로 해당 class와 나머지 감정 class로 binary decision을 내리도

록 만들고 hypothesis funcion의 값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한다.


     (7)

위의 식 (7)과 같이 각 class i 에 들어갈 확률 P(y=i)를 구하

기 위해 Regression classifier h를 training 한다.

2.5.2 성격모델 기반 감정 분류 

표와 같은 5개의 성격 특성을 이용해서 감정을 추출한다. 위의 

5가지 성격 요소와 더불어 기분(mood)을 추가로 이용해서 정확

한 감정을 분류한다. <그림 8> 성격과 기분을 통해서 감정을 정

확하게 분류하는 과정에대한 설명이다.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센서로 측정한 감정은 Amusement, Anger, Sadnes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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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400 센서 주요 특징 및 사양

Table 4 The proposed antenna specification

주요 특징

4채널 생체 신호 입력(,Bio, ECG, PPG, Bridge)

각 채널 최고 2000 샘플율

12bit 해상도

생체신호 측정 모듈 4대 연결 구성 

Plug-In 커넥터

PC 바로 연결, 모니터링 분석

항목 사양 

입력신호

입력 채널 수 4채널

입력 전압 범위
생체 계측 모듈: 2.5V

외부 입력 신호: 5V

출력신호
샘플링율 최대 2000 SPS

ADC 해상도 12 bit

통신 통신 방식/속도 USB 1.1/12Mbps

전원
전원 공급장치

입력: AC 80~240V

출력: DC 12V

동작 전압/전류 12V/2A

Russel의 감정모델에서 다양한 영역의 감정을 추출할 수 있다. 

기분은 감정보다는 더 지속되는 요소로 Russel의 감정모델에서 

Valence를 기반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Amusement, 

Sadness, Contentmetn, Anger 분류한 것에 대해서 Valence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성격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감정을 분류하게 된다. 성격은 감정이나 기분과 같이 순간적으

로 바뀌는 요소가 아니라 지속적이 요소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

람은 앞서 설명한 성격의 5가지 요소 중 1가지 특성을 갖는다. 

기분을 통해서 Valence를 분류하였으면 성격을 통해서 처음으로 

분류된 감정인 4가지 감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지 

확인한다. 

성격은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성격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바이오 센서

를 측정할 때 감정이 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질적인 사람이 즐거운 영상을 감상하면서 측정을 하

였는데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고 할 때 신경질적인 사람이라는 요

소를 고려해서 최종 감정을 분류한다.

3. 실험 결과

3.1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PhysioLab 사의 P400 제품을 이용하여 바이오 

센서를 측정하였다[22]. P400 제품은 생체전기신호, 물리적 신호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생체신호 기록기이다. 측정 

모듈은 6가지 종류로 최대 4채널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

다..iDAQ-400을 통해 PC로 전송하여 센서의 측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록/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댜양한 

바이오 센서 Amp를 연결하기 위한 베이스 모듈, 혈류량을 측정

할 수 있는 PPG-Amp, 심전도, 근전도, 뇌전도, 안전도 등의 바

이오 신호를 측정하는 Bio-Amp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4>

는 P400의 베이스 모듈의 특징 및 사양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림 9>는 전제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PPG와 

EMG 센서를 20~30세 사이의 10명의 사람에 대해서 측정하였고, 

남자 7명 여자 3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DEAP와 같이 직접 실

험하여 Dataset을 확보하였다.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도 사

용할 계획이다.

그림 9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

Fig. 9 System BlockDiagrams

3.1.1 Stimuli 구성

바이오 센서를 측정하기에 앞서 무슨 자극제를 통해서 감정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stimuli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바이

오 센서 측정을 통한 감정 연구에는 사진, 음악과 영화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25].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인 자극과 

청각적인 자극 모두를 사용해서 바이오 센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선정하였다. 뮤직비디오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장르

와 비트를 통해서 가장 뚜렷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

정하였다. Stimuli는 각 감정에 대해서 3분 길이의 동영상 10개를 

선정하였다. 총 40개의 동영상으로 측정한 신호의 특징을 추출하

여 Training 400개, Test 80개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표 5>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5 학습 데이터

Table 5 Training and test data 

감정 Training Test

Amusement 100개 20개

Sadness 100개 20개

Contentment 100개 20개

Anger 100개 20개

총 합계 400개 80개

3.1.2 비교 알고리즘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순 SVM을 사용하여 

슬픔, 공포, 기쁨, 평온의 4가지 감정에 대해서 분류한 결과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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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았다. 

비교 알고리즘은 3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

행하였고 30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단순히 

센서의 특징 정보를 이용해서 분류를 한 경우에는 평균 83%의 

정확도로 감정을 성공적으로 분류하였다. 이 경우에는 사람의 성

격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히 분류기를 통해서 센서값을 

분류한 것으로 평균 이상의 정확도이지만 개인의 감정적 특정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감정이기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을 보인다. <그림 10>은 비교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300개의 데이터 중에서 250개는 정확한 분

류가 되었다. 위의 결과는 Wrong Classify이고 아래의 결과는 

Correct Classify이다[26]. 

그림 10 비교 알고리즘 실험 결과 

Fig. 10 Results of a comparison algorithm experiment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선정한 비교 알고리즘은 4가

지 감정에 대해서 2가지 생체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신호를 

SVM 알고리즘을 분류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비교 

알고리즘에서는 사람의 성격과 감정의 연관성에 대한 분류가 아

닌 단순 분류를 진행했지만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성격과 감정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분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교 알고리즘에서

는 2가지 센서에 대해서 공통으로 평균과 변화량을 특징으로 사

용한 반면에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센서별로 감정에 영향이 있

는 특징을 다르게 6개씩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제안한 알고리즘과 비교 알고리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비교되어 있다.

표 6 알고리즘 비교

Table 6 Algorithms Comparison

알고리즘

비교
제안 알고리즘 비교 알고리즘

공통점

SVM분류

4가지 감정모델 사용

2가지 생체 센서 사용

차이점

센서별 다른 특징 

사용(각 6개, 총 12개)

평균, 변화량을 

특징으로 사용(총 4개)

개인별 성격 

특성 적용

개인별 성격 특성 

적용 안함

3.2 감정 인식

실험과정 중 사용자가 감정을 잘 느꼈다고 느끼는 100개의 데

이터를 기반으로 EMG와 PPG 센서를 각각 분류하였다. 센서별 

감정 인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EMG, PPG센서 감정 인식 시스템 정확도

Table 7 Emotional recognition system accuracy by senosors

센서
정확도

EMG PPG

Amusment 84/100 85/100

Sadness 81/100 85/100

Contentment /100 82/100

Anger 81/100 86/100

실험에서 센서별로 특징을 사용해서 감정을 추출한 후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의 감정을 인식한다. EMG와 PPG센서의 결과를 통

합한 감정 인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감정 인식 시스템 정확도

Table 8 Emotional recognition system accuracy

출력
입력

Amusment Sadness Contentment Anger

Amusment 85/100 2/300 10/100 3/100

Sadness 3/100 83/100 6/100 8/100

Contentment 12/100 6/100 81/100 5/100

Anger 6/100 9/100 1/100 84/100

실험 결과 바이오센서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를 이용한 감정 

인식 시스템은 평균 83% 이상의 확률로 감정을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원 감정 모델에서 Contentment에 해당하

는 감정이 다른 감정에 비해서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Russell의 감정 모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접한 영

역에 있는 감정은 정 반대편에 있는 감정보다 높은 확률로 인식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SVM 분류기만을 이용한 감정 분

류보다 실험자의 성격과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기분에 대한 

요소까지 적용된 감정이다. 이 감정은 순간적인 감정을 나타내기

도 하지만 기분과 성격과 같이 지속성이 큰 요소에 영향을 주기

도 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면서 광혈류와 근전도 2개

의 바이오 센서의 신호를 측정한 후 그 신호를 분석하였다. 신호

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 분류에 사용하기 위한 특징 정

보를 각 센서 신호에서 추출하고, SVM 분류기와 성격 모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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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사람의 감정을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하

는 알고리즘은 Russell의 2차원 감정 모델을 사용하여 Arousal과 

Valence를 기준으로 감정을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 기준에 해당하

는 Amusement, Sadness, Contentment, Anger 4가지 감정을 기

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감정을 정확하게 분류하

기 위해서 자극제로 사용되는 뮤직비디오는 장르와 비트를 고려

해서 4가지 감정에 대해서 각 10개씩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으로 84% 이상의 확률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단순 SVM 분류

기를 이용한 감정 분류에서는 83%로의 확률이 나온 것에 비해 

좋은 성능으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신호의 특징을 단순

히 분류기로 분류한 것과 비교했을 때 성격 기반 모델을 활용하

여 사람의 성격에 기반에 감정을 분류함으로 더 정확한 감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생체 센서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감

정 또는 상태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은 기존의 단순하게 의

료용으로만 주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신호처리 없이 사용하던 알

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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