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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감정 반응은 문화적 요인이기에,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 예측
을 목표로 하는 학제적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난해한 심리학적, 뇌과학적 모델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한 감정 인식 연구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다중 뷰 기반의 감독학습이 감정 인식 및 예측 모델로서 다양한 장점과 잠재적 활용성이 있음을 
서베이와 실제 데이터 기반 실험을 통해 보인다. 특히, 기존의 휴리스틱에 기반한 단순 뷰 통합 방식보다 
최적화 설정 및 커널 기법에 기반한 다중 뷰 학습 기법의 장점에 대해 논의한다.

1. 서  론
최근 MIT의 미디어랩에서는 Jibo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

봇 보급에 나섰다. 이 작은 로봇은 사람과 상호 작용하
며 로봇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을 선보인다고 한다. 이 이전에도 로봇 완구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
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감정적
으로 교감을 시도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의 다음 목표로 
감정, 의도, 선호도와 같은 사용자의 인지 상태 예측 기
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가트너 그룹에
서 매년 발표하는 각광받는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목록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감성 기반 인지 컴퓨팅
(affective computin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1). 유발된 
감성을 예측하는 이 분야는 특히 많은 영상 기반의 데이
터 셋을 공개하며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영상을 이용한 감성 기반 인지컴퓨팅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상을 분석하여 거기서 유발되는 감정
을 예측하는 연구와 영상 시청자의 감정 반응을 분석하
여 예측하는 연구로 구분된다[1-2]. 어느 방법이든 유리
천장과 새로운 돌파구를 언급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연
구이다. 기존의 접근 방식은 다중 모달 퓨전(이하 MMF)
을 기반하고 있다[3]. 예를 들어, 모달 데이터가 음성과 
텍스트처럼 서로 다른 포맷이거나 음성과 영상의 샘플링 
빈도가 다를 경우 등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 수집된 
feature를 합치거나 혹은 각각에 대해 분류 결정 결과를 
합치는 것을 MMF라고 부른다. 또는 여러 개의 feature 
sets을 다른 말로 다중 뷰라고 부르며 하나의 데이터 집
합 또는 모달리티를 하나의 뷰(view)라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MMF에서 휴리스틱 단계에 머물렀

던 감정 예측 모델에 기계학습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체계적인 해법으로서 MKL과 EKP를 도입하여 성능 향상 
및 다양한 추가의 장점을 취하고자 한다. 

1) http://www.gartner.com/newsroom/id/2819918

2. 기존 연구
 MMF에는 고려해야 될 네 가지 사항이 있다. 퓨전의 단
계, 어떻게, 언제, 무엇을 퓨전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필요하다. 퓨전의 정도란 feature 단계에서의 퓨전
(early-fusion)을 할 것인가 아니면 decision 결과 단계에서
의 퓨전(late-fusion)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다. 
 퓨전을 언제 할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되는데, 다양한 
capture rate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동기화 시킬 것
이며 언제까지 수집할 것인지 등 많은 결정을 요구하기
에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퓨전할 것인지 
결정할 때, 퓨전 시 모달리티 간의 상호보완 관계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정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
택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어떻게 퓨전 하느냐에 대
해선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다. rule-based 방식으로 
majority voting을 통한 퓨전, Estimation-based 방식으로 
Kalman Filter를 통한 퓨전, classification-based 방식으로 
SVM을 통한 퓨전 등 매우 다양하다[1].
 이렇게 MMF에는 고려할 점이 많고 휴리스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이러한 연구에서는 견고한 체계(framework)
가 중요한 연구 소재가 된다. 특히 앞서 말한 성능이 뛰
어난 커널 머신인 SVM을 실험에 사용하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 있는 커널을 여러 개 사용하는 
다중 커널 학습(이하 MKL)을 이용한 연구는 드물었다. 
다중 커널 학습은 Ensemble Kernel Predictors와 더불어 대
표적인 다중 뷰 기반 학습 중 하나이다.
 다중 모달리티 데이터의 classifier를 결정할 때 heuristic
에 의존하거나 크로스 확인을 이용하는데, 모든 것을 아
우르는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다중 뷰 기반 학습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Mid-level의 시각 features를 통해 계산 모형을 설계하고, 
각각의 비디오의 같은 장면에서 사람들 마다 다른 감정
을 일으킨다는 결과의 연구가 있었다[4]. 또는 비디오 시
청자로부터 EEG, 홍채 반응, 응시 거리 수집하여 MMF
를 한 분류 결과가 설문 조사보다 낫고 late-fusion이 제
일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다[5]. 기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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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뷰 및 raw feature 구성 window 모드
전체 3분할-병치

시각
색상 (Hue&Tone 130[4] 
- 4Hz, contrast 2, 장면
전환요인 2) 

670 3350

소리

MFCC (delta, acc 포함
21*3=63, 80Hz) 315 1575

LPC (delta, acc 포함
13*3=39, 80Hz) 195 975

표 1. 동영상의 내용 기반 감정 예측을 위한 다중 뷰 구성서 다중 모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퓨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휴리스틱에 기반을 둔 접근을 
했었다.

3. 다중 뷰 기반 감독학습
3.1 다중 뷰 학습
 다중 뷰 판별기를 학습할 때 서로 다른 views로 학습한 
판별기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중 뷰 학습에
서 집중하는 문제이다[6]. 여러 개의 서로 다른 feature 
sets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은 감성 기반 인지컴퓨팅과 멀
티미디어 분야에서 다루는 MMF와 문제 설정 면에서 유
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MMF는 앞서 말했 듯이, 체계적
이지 않고 휴리스틱이 개입하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비어있거나 서로 상반된 판별기 결과를 내놨을 경우 등
에서 한계를 보인다. 
 다중 뷰 학습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
다. 하나는 앙상블 학습 기반 방식으로, 각 뷰에 대한 판
별기 학습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뷰의 특
성을 최대한 반영이 가능한 방식이다. 각 뷰 별로 서로 
다른 기계학습 파라미터 등과 같이 특화된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감독 학습을 뷰 별로 
적용하거나, 감독 학습과 반감독 학습을 뷰 마다 적용할 
수도 있다. 특정 뷰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 효과
(negative effect)를 앙상블 과정에서 상쇄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앞서 말한 다중 커널 학습 기반 방식이 있
다. 다중 커널 학습은 뷰 별로 기반 커널을 각각 구성한 
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하는 방식이다. 가중치도 데
이터에서 convex-formulation을 통해 학습하며 특정 뷰에
서 발생하는 오류를 다른 뷰를 통해 보정이 가능하다.  
  학습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입력 공간 X는 
다중 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뷰마다 고유의 feature를 
가진다. 

  x  x   x  y  


where ∈ and xi ∈X v for ∈  (1)

각 뷰 별로 각각 feature selection/transformation g를 적용 
하여 뷰별 최적의 feature를 선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 (2)

3.2 커널 머신 기반의 다중 뷰 학습
다중커널 학습 기법(MKL)과 커널 머신 앙상블(EKP)를 
결합한 다중 뷰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각 뷰 별로 다중 커널 학습 기법(MKL)을 적용하여 타겟 
y를 예측한다. 이 때, Basis 커널은 뷰마다 동일하게 적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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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을 위한 다양한 해법 중 본 논문에서는 
simpleMKL[7]을 적용한다. 각 뷰별 MKL로 학습한 f값을 
EKP (ensemble of kernel predictors)[8]를 통해 취합한다. 

EKP는 Lq regularization의 일반화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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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q=1(lasso)과 q=2(ridge) 설정을 적용한다. 

4. 실험 및 분석
4.1 데이터 및 다중 뷰 feature set 구성
다중 뷰 기반 감정 예측을 위한 데이터로 
LIRIS-ACCEDE2)[9]를 선정하였다.  ACCEDE는 160편의 
영화에서 추출한 9800개의 클립(8~12초 길이)에 대해 크
라우드소싱 결과 정리한 시청자 감정 반응의 세기
(arousal)와 긍정·부정도(valence) 순위를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이다. 4900개씩의 클립을 각각 학습 및 테스트 데
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한다.

Valence과 arousal 중앙값(median)을 원점으로 하는 2차
원의 Valence-arousal 감정 평면[10] 상에서 [11-12]와 같이 
세 영역(1: calm, 2: positive excited, 3: negative excited)을 
구분하는 문제로서 감정 예측 문제를 설정한다. 즉, 
  의 3-레이블 분류 문제로 설정한다. 레이블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사례가 적은 2번 레이블을 
기준으로 1 및 3번 레이블에 해당하는 영화의 수를 조정
하였다. 학습데이터의 경우 1083*3=3249, 테스트데이터의 
경우 961*3=2883 개의 클립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데이터
를 구성하였다. 

동영상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영상 및 소리 정보를 추출하였다(표 1). 윈도우 내 
샘플의 대표값으로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IQR 
(inter-quartile range) 및 최대값의 다섯 가지 통계량을 적
용한다. 3분할-병치 모드의 경우, 하나의 클립을 3등분한 
크기의 window를 50% 중복 모드로 이동시켜 얻은 5개의 
윈도우 각각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순서대로 병치하여 하
나의 벡터로 구성한다. 

세 요인 각각을 별개의 뷰로 설정하고 다중 뷰 감독학
습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각 뷰 별로 전체 feature군 
및 information gain이 0인 feature를 제거한 선별군을 구성
후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뷰별 감정 예측 모
델을 구성한다. 

4.2 MKL을 이용한 뷰별 학습
 MKL 연구자들 사이의 표준 커널을 그대로 적용한다
[5-6]. MKL 표준 커널은 10개의 가우시안 커널(폭
(gamma)∈{2-3, 2-2, 2-1, 20, ... 26}과 세 개의 다항 커널(차
2) http://liris-accede.ec-lyon.fr/databas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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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r Data Vision Mfcc Lpc

Naive
Bayes

whole full 35.62 35.9 37.53
IG 35.06 35.69 37.43

D&C full 36.05 34.56 37.92
IG 35.62 36.66 37.84

Delta full 33.92 35.24 35.76
IG 34.44 34.06 36.66

TAN
(BN)

whole full 42.8 38.05 39.13
IG 41.03 37.57 35.62

D&C full 42.75 39.45 39.56
IG 42.84 38.05 39.13

Delta full 40.31 33.37 34.86
IG 40.31 33.37 34.86

Random
Forest

whole full 41.66 36.56 36.52
IG 41.69 36.42 37.08

D&C full 43.82 38.06 39.45
IG 42.14 37.91 37.63

Delta full 40.65 35.83 35.38
IG 39.26 33.19 35.59

simple
MKL D&C IG 44.89 40.13 41.2

표 2. 세 가지 모달리티 데이터를 whole, D&C, Delta

방식으로 처리하고 거기서 또 information gain (IG)을

기준으로 feature selection한 데이터의 분류 비교 결과

(accuracy). 38% 이상의 결과는 진하게 표시.

수∈{1,2,3})으로 구성된다. 비교를 위해 세 가지 대표적
인 분류 알고리즘으로서 나이브베이즈, 트리보완 나이브
베이즈(TAN) 및 랜덤 포리스트를 추가로 적용한다.

4.4 EKP를 이용한 다중 뷰 통합 학습 
MKL을 이용한 각 뷰별 예측 결과를 EKP로 취합하고, 
기존의 단순 majority voting 등과 결과를 비교한 결과, 단
순 majority voting의 정확도는 44.3%인 반면, 제안한 
MKL+EKP 프로토콜의 정확도는 48.5%로 측정되었다.

5. 분석 및 논의
실험 결과, 다중 뷰(모달리티) 데이터에 대해 MKL을 사
용한 결과가 일반 단일 커널 머신인 SVM 사용한 결과보
다 좋았다. 이는 여러 커널을 이용하기에 데이터에 대한 
표현력을 높였기 때문에, 딥 러닝과 유사한 representation 
학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모달리티 간 
상충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므로 감정 기반 인지
컴퓨팅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
으로서 제안할 수 있다. 체계적인 방식이지만 여전히 성
능 면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감
성 기반 인지컴퓨팅의 근본적인 문제인 피처 문제에 있
다. 이 논문에서 다룬 ACCEDE set을 비롯한 이 분야의 
많은 데이터들은 피처 추출 방식에 대해 아직 명확한 표
준이 없고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한 것처
럼 색깔이나 명암 대비 같은 low-level feature를 기반으로 
한 mid-level feature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리천
장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6.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감성 기반 인
지 컴퓨팅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이론적으로 정립된 다중 
커널 머신 기반의 다중 뷰 체계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다중 뷰 체계가 기존 단일 커널 머신인 SVM에 비해 낫
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이 연구를 통해 표준화
되지 않고 진행중인 감성 기반 인지 컴퓨팅 분야에 새로
운 대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새로운 피처 발굴이라는 과
제를 던지고 있다. 물체 인식과 딥 러닝을 통한 새로운 
피처 발굴을 통해 향후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며, MKL과 
관련해서도 최근 비모수적 베이지안 기반 EKP-사전 확
률을 MKL에 적용하는[13]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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