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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성 기반의 인지컴퓨팅 분야에서는 영상 컨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 반응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 시청 실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분석 및 모델링하는 과정이 표준적인 프로토콜로 자리잡고 있다. 사람의 감정
반응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인지컴퓨팅 연구는
다양한 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 반응 예측을 위한 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두 가지의 편향 요인으로서 감정 반응 수집 방식과 감독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설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공개된 대규모 감성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발견한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간의 편향을
보고하고, 최신 기계학습 연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한다.

1. 서 론
사람의 감정을 모델링하고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접목하고자 하는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은
인지컴퓨팅 분야의 대표적 연구 주제 중 하나로서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정 상태 변화의 지표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자극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측정, 기록하는 실험을 기반으로 대규모
구축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DB)가
사례로 LIRIS-ACCEDE[1], FilmStim[2], DEAP[3] 등이
있다. 이들 대규모 감성 데이터베이스에 감독학습
기반의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가
최근
인지
컴퓨팅
분야에서
활발하다[4-7].
사람의 감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연구는 학술적,
산업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적으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로부터 예상되는 하이라이트 지점을
찾아 더 강렬한 효과를 주거나, 유저 성향에 특화된
맞춤형 추천을 해줄 수 있다. 또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맞춰 적절한 반응과 제스처를 취하는 교감형 로봇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감정 반응 수집
방식에 따른 문제점과 감독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설정 과정에 따라 편향이 발생한다.
감정 반응 수집 방법은 크게 설문이나 인터뷰와 같은
직접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방식과 사용자의 암묵적,
무의식적인 반응을 센서를 이용해 기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직접적인 피드백 방식의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감독학습 기반의 예측 모델링을 위해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로 구분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두 데이터 군이 동일한 모집단/환경에서
수집되었다는 가정 하에 모델을 학습한다. 그러나,
실세계 문제에서는 두 데이터가 유래한 모집단이 같지
않거나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에
대해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8]
또는
개념
유동(concept
drift)[9]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되고 있다. 감성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감성
데이터베이스인
ACCEDE[1] (그림 1)를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의 해결방안과 모델
학습 단계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 감성DB 기반 인지컴퓨팅 연구 시의 문제점
2.1 감정 반응 수집 방식에 따른 편향 요인
ACCEDE에서 사용된 방식과 같이 피험자의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실험 방식에는
인지적,
사회
심리학적
요인에
기인한 다양한
편향(bias)이 포함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편향에 대한 직접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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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형적인 감독학습용 데이터와 감성DB의 비교실험을
위한 구성. PCA 차원 축소는 학습 데이터에 PCA를 적용하고
원본 분산의 90%를 커버하는 principal component를 선택.

Instance 수

데이터

학습 : 100
테스트 : 50

Iris
[가장 낮은 arousal 클립]

[가장 높은 arousal 클립]

그림 1. ACCEDE 는 160개 영화에서 추출한 9800개의 클립(각
8~12초 길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피험자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 arousal(흥분도)와 valence(긍정도)를 기준으로
각각 순위를 매겨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러나 감정 반응에 관련한 피드백의 경우는
일반적인 설문 조사에 비해 보다 심각한 편향 요소와
노이즈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설문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응답이 가능한 주거 환경,
소득수준, 제품의 사용기간 등과 같은 질의가 많은 반면,
감정 반응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오직 응답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의
편향이 개입될 요인이 다분하다.
ACCEDE는 온라인 상에서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익명의 유저에게 응답 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감정
반응을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저는 보상만을
목적으로 무작위 응답을 하는 편향 요인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성 DB 수집 시 피험자 모집단과
실험
환경을
일정하게
컨트롤해야
하지만,
크라우드소싱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문 문항을 접한 순서나 주변의 시간-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인 편향이 유저의 응답을 불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다.
2.2 감성 DB 기반 감독학습 모델 구축시의 편향 요인
ACCEDE에서는
제공하는
감독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는 동일한 영화에서 추출한
클립이 학습데이터 또는 테스트데이터 중 한 곳에만
포함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경우 각 데이터가
추출된 모집단이 서로 달라 데이터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에서 covariate shift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편향을 확인한다.
2.3 대규모 감성 DB의 편향 요인 분석
대규모 감성 DB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ACCEDE를
선정하고, DB에서 제공하는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구성에 편향 요인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비교를 위한 feature로는 영상과 음성을 구분하였으며,
각 feature 공간을 기준으로 두 데이터 군 간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
영상 feature로는 4Hz의 주기로 한 스냅샷에 대해 Hue
& Tone 기반 130종의 색상을 추출하였으며[5], 음성
feature로는 MFCC와 LPC를 추출하였다(MFCC 20 bands,
LPC 12 bands. 기반 볼륨과 Delta 및 ACC 값도 추출). 각
클립 별로 샘플링 된 feature기반의 평균, 중앙값, IQR
(inter-quartile range), 최대값 및 최소값을 최종 feature로
선정하였다.
비교를 위해 대표적인 감독학습 성능 비교용

PCA 차원축소

Feature 수

(분산 범위 90%)

4

1
49

MNIST
(숫자 0,1)

학습 : 12,000
테스트 : 2,000

768

ACCEDE

학습 : 3,638
테스트 : 3,662

Vision : 670
MFCC : 315
LPC : 195

Vision : 191
MFCC : 141
LPC : 40

데이터인 Iris와 MNIST를 함께 분석하였다. Iris는 붓꽃의
아종 3가지를 구분하기 위한 고전적인 데이터이며,
MNIST는 대표적인 숫자 필기체 데이터베이스로서,
영상처리와 기계학습 분야에서 표준적인 비교 데이터로
널리 쓰이고 있다.
[표 1]과 같이 구성한 데이터에 대해 학습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이 동일한지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수행하였다. 평균 비교는 각 feature 별로
이분산을 가정하여 T-검정을 수행하고 1 , 분산 비교는 F검정을 수행한다. 다중 변수를 갖는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다중 가설 검정을 추가로 수행한다. 다중 가설
검정의 기준으로는 FDR (false discovery rate)를 선택하여,
두 집단이 동일할 확률 값으로서 π0를 보고한다2.
통계적 검정 수행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Iris와
MNIST 데이터의 경우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CCEDE는 평균과 분산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기존의 표준적인
기계학습 모델 비교용 데이터와는 달리 ACCEDE에서는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는 가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감성 DB 편향 요인에 대한 대안
표 2.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H0: 두 집단간 통계량 동일함). Feature별 t-test 수행
후 다중 가설 검정을 FDR로 수행한 결과 π0값, 즉, 두
데이터의 통계량이 동일할 확률 값을 표기함.
(X: 전체 feature 적용, PCA(X): 학습 데이터에서 추출한(표 1)
principal component를 기준으로 비교, (*): Iris 데이터의 유효 PC
1개를 기준으로 t-test 수행한 결과 p-value, (**): feature별 t-test
수행 결과 모든 경우에서 p-value≪0.001로 관측됨)
평균 비교
X
PCA(X)

분산 비교
X
PCA(X)

Iris

1.0

0.857(*)

1.0

0.921(*)

MNIST

0.689

0.475

0.582

0.813

데이터 셋

1

2

ACCEDE-Visual

0.394

0.158

0.015

0.005

ACCEDE-MFCC

0.12

0.455

7.06e-4

0.006

ACCEDE-LPC

0.009

0.257

0.058

(**)

Feature 전체를 기준으로 Hotelling’s T2 기반 검정도 수행하였
으나 표2 결과 표기의 통일성을 위해 제외함
Tool은 Matlab Bioinformatics Toolbox의 mafd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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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감정 반응 수집 방식에 따른 편향 요인 처리
감성 DB에서의 편향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편향 요인을 명시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감독학습 시 유저의 성향, 성별, 나이, 응답
시간대 등을 편향 요소로써 고려하여 모델 구축 단계에
적절한 처리 방법을 포함시켜 예측 성능을 높인 사례는
추천 시스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11]. 또는
데이터의 전처리 단계에서 이런 편향 요소를 먼저
제거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12].
그밖에 감정 DB를 구축하고 수집하는 방법으로
직접적 피드백 요청 방식 대신, 암묵적 반응 수집
이는 유저의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무의식적인 반응을 기록하므로 직접적인 피드백에 비해
편향이 적다. 그러나 이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하여 해석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표 3. 두 가지 감정 반응 수집 방식 비교

방식

장점

단점

직접적
피드백 요청

크라우드소싱 등의
방법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 가능

실험 데이터에서
편향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

암묵적 반응
기록

피험자의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 수집이
가능

수집된 데이터에 정교한
분석과 모델링을 통한
해석이 과정이 필요

3.2 감정 반응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한 대안
2절의 분석 결과처럼 유사한 환경에서 수집한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를 나눌 때 특정 패턴이
한쪽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특정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를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에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CCEDE의 경우, 현재는 특정 영화의 클립이
학습 또는 테스트 데이터 한 쪽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양쪽에 분배하여 이러한 편향을 줄일 수 있다.
안정적 모델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학습데이터에
유효한
변형을
가하여
추가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일반화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한 MNIST가 있다3 .
감정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유효한 변형 탐색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또 다른 근본적인 대안으로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이 있다[8]. 전이 학습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응용이 가능하여 어떤 문제에 적용된 모델을 다른
문제에서 활용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covariate shift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 가능하다.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4.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감성 컴퓨팅 분야에서 자리잡고 있는
대규모 DB 구축 및 기계학습을 이용한 감정 반응 예측
모델링 과정에 두 가지 큰 장애 요소가 있음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감정 반응에 대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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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은 암묵적 피드백 정보를 기초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기계학습의
감독학습
모델링을
적용하는
경우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 구성에 유의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공개된 ACCEDE 감성 DB의
경우, DB에서 제공하는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가정을 취할 수 없음을
통계적 검정을 통해 보였다.
인간의 감정 반응을 예측하는 문제는 개별적 차이와
정적이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난제로 남아 있다. 현재
감성 컴퓨팅 연구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감정 반응 유발
요인 탐색과 함께 기계학습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과학의 첨단 기법이 함께 적용되면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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