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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생활에서 수집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체험 기반 감정 태그 

정보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 본인의 감정과 사용자가 보고 듣는 정보를 종합 으

로 고려하여 네 가지의 감정 태그를 정의한다. 직  수집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심으로 기존 감성 

컴퓨  연구를 통해 알려진 보조 정보를 결합하여, 다  센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고 감정 태그를 구분

하는 머신러닝 기반 분류 시스템을 학습하 다. 다  모달리티 기반 감정 태깅 시스템의 유용성을 보이기 

해, 기존의 단일 모달리티 기반의 감정 인식 근법과의 정량 , 정성  비교를 한다.

키워드: 인공지능, 기계학습, 감성 컴퓨 , 라이 로그, 웨어러블 센서, 자동 태깅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automatically assigns user's experience-based 

emotion tags from wearable sensor data collected in real life. Four types of emotional tags are defined 

considering the user's own emotions and the information which the user sees and listens to. Based 

on the collected wearable sensor data from multiple sensors, we have trained a machine learning-based 

tagging system that combines the known auxiliary tools from the existing affective computing 

research and assigns emotional tags. In order to show the usefulness of this multi-modality-based 

emotion tagging system,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single-modality- 

based emotion recognition approach are performed.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ffective computing, lifelog, wearable sensors, 

automated ta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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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이 로그 감정 자동 태깅 임워크

Fig. 1 Automated emotion tagging framework for lifelogs

1.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려 개인

의 체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라이 로깅(lifelogging)은 

요즘 일상처럼 이 지는 일  하나이다. 한, 근래 

리 보 된 시계형/밴드형 웨어러블 장치 덕분에 라이

로깅은 더욱 풍족해졌다. 그러나 풍족해진 만큼 리가 

어려워졌다. 재검색(retrieval)할 때는 단순하며 여러 매

체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 이 있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

이 요하다. 이런 에서 감정 태그는 이런 을 충족

시키면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일반 으로 감정 측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용자의 

반응만을 이용해 인식하는 1인칭  방식이다. 웨어러블 

센서의 종류에 따라 방 촬 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상에 등장하지 않거나 시각  입력만으로는 사용자의 

1인칭  감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를 들어 촬

된 상황은 어둡고 침침한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웃고 

떠드는 상반되는 상황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1인칭  감정과 3인칭  주  환경

을 모두 통합하여, 사용자 체험 기반의 감정 태그를 인

식한다. 이 감정 태그는 흥분도와 정부정도를 인식하

여 결정한다. 흥분도와 정부정도를 모델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으나, 웨어러블 장치에서 쓰이는 센서 

에 피부 도도(Electrodermal Activity, EDA) 센서는 

감정 변화와 직 인 연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EDA는 감정 에서도 특히 흥분도(arousal)에 연

되어 있으며, 화가났을 때나 긴장했을 때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2]. 웨어러블 장치 데이터를 이용해 행복, 슬

픔, 립, 분노의 4가지 특징 인 감정 태그를 인식하도

록 설계했다.

본 논문에서는 1) 웨어러블 장치 상 데이터로 정

부정도(valence)를 인식하고 피험자의 EDA 데이터로 

흥분도(arousal)를 인식해 2차원  감정 모델에 기반을 

두는 연속  감정 태깅 시스템(그림 1)을 제안한다. 2) 

웨어러블 센서 상에서 소리만으로 감정 태깅을 한 결

과와 표정과 EDA 정보를 함께 모델링하여 측한 결과

를 분석해 본 시스템의 정당성을 논한다.

2. 련 연구

2.1 라이 로그 태깅

태그를 자동으로 발굴하는 연구는 많은 연구가 있었

으나, 웨어러블 센서의 보 은 비교  근래 이 져 라이

 로깅 데이터를 재검색하는 연구는 진행 에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시각, 청각, 

EDA  청각 정보를 태그로 이용해 재검색을 하려고 

한 연구가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소리 정보와 웨어러

블 센서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감정 태그를 발굴한다.

2.2 감성 컴퓨

감성 컴퓨 (affective computing)은 인간의 감성을 

분석하여 계산 모델을 설계하는 분야이다. 사람의 얼굴

에 나타나는 공통 인 감정은 분노, 슬픔, 행복, 공포, 

오, 놀람까지 6개로 알려져 있다[4]. 여기에 기 이 되

는 립 상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을 명확히 

구분짓는 카테고리식 근과 흥분도와 정부정도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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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실험에서 고려하는 입력 X와 목  이블 Y(고려하지 않는 요소는 ×로 표기함)

Table 1 Input X and personal/environmental target label Y(elements not considered are marked as ‘x’)

Scope
Input (X) Output (Y)

Visual Audio EDA Emotional Tags

personal × speech ○ personal

environmental facial expression external sound × mood

축으로 가지는 차원  근법이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차원  근과 카테고리식 근을 혼합하여 감정을 모

델링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근래 시계형 웨어러블 센

서로 채용되는 EDA를 시스템에 포함하는데, EDA는 

특히 흥분도와 직 인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 이는 피부 도도와 직 인 련이 있는 분노 

혹은 긴장을 느낄 때 두드러진다[2]. 흥분도와 직  연

이 있는 EDA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가 

화 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 히 

정부정도를 결정하는 연구는 진행 에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정부정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청각 데이터를 

학습시킨 기계학습 모델로 분류하여 결정한다.

2.3 감성 화 인식

감성 화 인식(Emotional Speech Recognition)은 

감정을 담아 발화한 것을 녹음하여, 발화에 담긴 감정을 

분석하거나 분류한다. 인간의 화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략 60% 정도의 정답율을 보인다고 한다[6]. 

인간은 화로 분노와 슬픔을 행복과 공포 보다 더 잘 

인식한다. Caridakis는 화에서 분노와 슬픔을 각각 

93.30%, 76.67% 분류한 결과를 얻었다[7]. 그 실험에서

는 intensity, pitch,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

ents(MFCC), Bark spectral bands, voiced segment 

characteristics, pause length를 이용한 377개의 특징을 

기계학습 모델에 학습시켰다. 이 듯 감성 화 인식 분

야에서는 많은 특징을 발굴해 유의미한 특징을 찾는 것

이 요하다. 발화자를 구별해서 감정을 인식하는지 여

부에 따라 발화자 의존(speaker-dependent), 발화자 비

의존(speaker-independent)로 나뉜다. 발화자 의존의 

근 방식은 먼  발화자를 구분한 뒤에 감정을 인식하

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비교  쉬워진다. 

발화자 의존 방식으로는 운율, 음질, MFCC를 학습시킨 

Gaussian mixture 모델을 분류기로하여 98% 성능을 

낸 연구가 있었다[8]. 범용 가능한 발화자 비의존 근 

방식 연구에서는 런 높은 성능은 나오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감정 화 인식 모듈의 학습에 사용한 베를린 

감정 발화 데이터셋[9]으로 발화자 비의존 근의 최고 

성능은 81%로 알려져 있다[10]. 가장 최근에는 딥러닝 

기법인 컨벌루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특징을 발굴하

고, 이 데이터로 SVM을 학습시켜 분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11].

3. 감정 태깅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그림 1)은 웨어러블 장치로 촬 된 

상에 감정 태그를 발굴한다. 피험자가 직  말하는 1

인칭  발화 뿐 아니라 타인의 말소리나 환경 소음과 

같은 3인칭  외부음도 고려한 입력 X로부터 감정 태그 

Y를 추출해야한다. 이러한 문제 특성을 (표 1)에서 나

타낸다. 입력으로 피험자의 발화 뿐 아니라 타인의 발화

까지 포함되는 데이터 특성상, 발화를 다루는 ESR 벤

치마크 데이터셋을 학습한 모델로 감정을 인식하며, 개

인화에 을 맞추는 웨어러블 센서 EDA를 모델링하

여 rule-based로 개인의 감정을 포 하는 동시에 환경

의 분 기까지 포함하는 감정 태그를 결정한다.

이 시스템은 발화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모델에 웨어

러블 센서 상 데이터의 소리 데이터를 입력하여 얻은 

ESR 결과를 정부정도(valence)를 결정한다. ESR의 

측 결과는 감성 컴퓨 과 같이 복수의 감정을 인식하

는데, 이 감정들은 정 인 결과와 부정 인 결과로 구

분하여 척도로 사용한다. 그림 1에는 피험자의 EDA 데

이터를 오랫동안 수집하여 개인화를 구 하는 것을 나

타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의 EDA 데이터를 

high, low, neutral로 단순 이산화 하여 흥분도(arousal)

를 결정한다. 일정 시간 구간(time window)마다 통계

 계산을 통해 상향, 하향, 변화 없음을 결정한다.

이 실험에서 소리 데이터는 정부정도(valence)를 보

여주는 척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원래의 7개 이블이 

아닌 행복, 분노, 슬픔, 립 4개의 이블을 가진 인스

턴스만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감정 태그 분류 

결과 한 얻는다. 4개의 측된 감정 상태는 그림 2의 

우측에 있는 흥분도- 정부정도 2차원 평면의 x축에 해

당하는 정부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했다. 즉, 행

복은 x축에서 (+)방향, 슬픔과 분노는 (-)방향, 립은 

(0)원  근처로 가정한다. 앞서 high, low, neutral로 이

산화한 EDA 값을 함께 고려하여 흥분도- 정부정도 

평면상에 측해야 될 4가지 감정을 맵핑해보면 그림 2

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규칙 기반 모델은, 

음성으로 측한 감정이 (+)인데 EDA로 측된 감정이 

high라면 상에서 상되는 감정은 분노가 되는 방식

이며, EDA가 립 인 상황이라면 립상태로 가정한

다. 이후 소단원에서 이런 모델을 포함하여 설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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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성과 EDA 데이터 분석 결과의 조합을 흥분도

- 정부정도 평면에 맵핑하여 얻는 감정 태깅 모

델의 개념도

Fig. 2 Four emotional tags and their mapping for the 

arousal-valence plane. Valence from voice and EDA 

determine the tag for a specific period of the lifelog

시스템의 출력 결과와 사람이 기록한 감정 기록과의 정

확도를 비교한다.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녹화한 상에서 촬 된 사람

들의 표정은 감정 태깅에서 큰 정보를 주는 요소이다. 

표정도 감성 컴퓨 의 기본 인 7가지 감정을 분석하게 

된다. 앞서 언 한 음성이나 EDA에 비하면 높은 신뢰

도를 주는 데이터인 반면 지속 인 데이터 획득이 어렵

다. 그림 2와 같은 차원 모델링에 포함하기는 어렵지만, 

감정 태그의 결정 근거로는 충분하다고 단하여, 앞서 

규칙기반으로 결정한 감정 태그보다 표정에서 추출한 

감정 데이터가 있다면 이 결과를 우선시하도록 한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감정 자동 태깅 임워크 그림 1의 각 시각

(표정), 청각(소리), EDA 모듈을 앞 단원에서 설명한

로 각각 모델링하고 통합한다. 통합된 임워크에 웨

어러블 장치로 녹화한 상과 EDA 센서 데이터를 입력

하여 얻은 1 마다의 감정 태그와 사람이 매긴 1 마다

의 감정 태그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한다.

4.1 음성 학습 데이터 : 벤치마크 데이터셋

학습에 사용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독일의 Burk-

hardt가 공개한 베를린 감정 데이터셋[9]을 이용한다. 

이 데이터셋은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총 10명의 피험

자에게 사를 1  읽게 했다. 그 사는 7가지 감정: 

분노, 지루함, 오, 공포, 행복, 슬픔, 그리고 보통 상태

로 연기를 하도록 지도 받았다. 10명이서 10종류의 사

를 7가지 감정 상태로 읽어서 약 500 여개의 음성 일

과 거기에 담긴 감정의 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4.2 음성 검증 데이터 :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셋

그리고 검증에 사용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셋은, 아

이트래커(eyetracker)를 실생활에서 착용하고 음식 에

서 주문과 식사를 하면서 화를 나 는 데이터셋이다

[13]. 실험에 사용한 아이트래커는 음성도 녹음되며, 추

가 으로 EDA 센서도 함께 착용하여 수집하 다. 2개

의 데이터를 실험에 사용했으며, 각 상은 평균 33분이

다. 상에서 음성만을 추출하여, 10 를 음성 클립 하

나로 설정하고 5 씩 이동하면서 클립을 추출했다. 상 

하나 당 약 396개의 클립으로 나눠진다. EDA 값은 1

당 4회 측정하므로 음성 데이터와 싱크를 맞추기 해 

10  단 로 묶어서 통계  계산을 한 뒤 5 씩 넘어가

며 반복했다. 통계  계산에는 10  단 로 묶은 EDA 

값이 상향하는지 하향하는지 유지되는지를 계산하며, 1

차원 데이터인 EDA 값을 산 도(scatter plot)에서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경사도(gradient)를 계산한다. 계

산된 각 상의 값을 모두 모아 상향하는 경향을 보이

는 상  25%를 high,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는 하  

25%를 low, 나머지 50%를 neutral로 이산화 한다.

감성 컴퓨 에서는 감정이 짧은 시간 내에 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개 데이터셋인 LIRIS-ACCEDE

의 사례를 참고하여[14], 본 논문에서는 10  단 로 데

이터를 처리하고 5 씩 넘어간다(shift). 실험에 참가하

지 않았던 2명의 피험자가 상을 보면서 1 마다의 행

복, 슬픔, 분노, 립 상태를 기록했다.

4.3 음성 데이터 공통 처리 방법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서 음성 일 하나와 음

성 클립 하나 당 표 2에 나타낸 6가지 특징을 특징별 

채 을 다르게 추출하여 총 95차원의 인스턴스 하나로 

만들었다. 데이터셋 간의 분포차이를 확인하여, 정규화

표 2 음성 정보에서 감정 측을 해 추출하는 95차원의 

feature 구성. 9차원 feature의 경우 지정 길이의 음성

에 해 평균, 분산, 1-2차 변화량, 앙값, 최 값, 최

소값의 9가지 통계량을 사용. Essentia[12]로 추출

Table 2 Features from speech data for emotion prediction. 

Calculation of 9 statistical quantities- mean, std, 

1st&2
nd
 difference, median, max, and min for the dedi-

cated length of data for the 9 dimension feature. 

Essentia[12] is used to extract these features

Feature Type Feature Name Dimension

Spectral descriptors
MFCC 13 Mel-ch

spectral contrast coeffs 6ch*9

Time-domain 

descriptors

zero-crossing rate 9

average loudness 9

Tonal descriptors HPCP entropy 9

Rhythm descriptors beats loudness 1



390 정보과학회 컴퓨 의 실제 논문지 제 23 권 제 6 호(2017. 6)

과정을 거쳤다. 각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인스턴스를 모

아 각각의 처리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만든다.

4.4 표정 데이터 처리  분석

앞서 음성 검증 데이터에서 언 한 웨어러블 센서인 

아이트래커로 촬 한 착용자의 1인칭 상에서, 그림 3

과 같이 1  간격으로 상의 정지화면을 표정 인식 어

리 이션에 송하여 결과를 얻는다. 표정 인식 어

리 이션(이하 표정 인식기)은 마이크로소 트사의 옥스

퍼드 로젝트를1)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표정 인식 

결과에는 각 얼굴의 치를 먼  찾아 좌표로 나타내며, 

얼굴 별 7가지 감정을 확률로 나타내 다. 다른 데이터

와의 시간 간격을 맞추기 해 5개의 인스턴스 결과를 

하나로 묶었으며, 5개의 결과가 모두 같으면 해당 결과

로 나타내고, 모두 같지 않다면 다른 것끼리 묶어서 모

두 이블로 삼았다. 표정 인식기 결과를 4.2 에서 언

한 피험자가 직  매긴 감정 이블과 비교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얼굴이 정지 화면에 존재하는 경우는 

체 데이터에서 18% 정도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

견 으나, 이 안에서 만의 인식 결과는 77%와 97%로 

앞선 실험의 결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정을 감정 태깅 시스템의 결정 규칙에 추가 으로

그림 3 아이트래커로 촬 한 화면의 정지화면 시와 

그 시의 표정 인식 결과

Fig. 3 Snapshots from an eyetracker-recorded video and 

the predicted facial expression results

표 3 표정 인식기에서 표정 인식 결과

Table 3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result

% of face existence Accuracy

Data1 18.5% 77.4%

Data2 18.8% 96.6%

1) https://www.projectoxford.ai/demo/emotion

모델링한다. 표정 인식이 안 된다면 앞선 흥분도와 정

부정도를 모델링한 결과를 우선하고, 표정 인식이 된다

면 표정 결과를 우선하도록 모델링한다. 기존 음성과 

EDA 정보를 추가한 감정 태그 성능보다 성능이 향상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4.5 체 시스템 성능 분석

그림 4에 체 시스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트

래커로 촬 한 비디오를 본 시스템의 각 하  모듈에 

입력하여 얻은 출력과,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1

마다 매긴 감정 태그 이블과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비교한다. 를 들어, 녹음된 음성 데이터에서 1  단

의 클립을 ESR 모듈에 입력하여 얻은 결과를, 감정 태

그 이블과 비교하여 정답/오답을 검증한다. 음성과 

EDA를 단락 3에서 제안한 규칙에 의해 측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정 태그 이블을 비교한 결과가 두 번째 

그래 이며, 음성, EDA, 그리고 표정까지 함께 포함하

여 규칙에 의해 측한 결과가 세 번째 그래 에 나타

내고 있다. 모달리티가 늘어날수록 인식 성능이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웨어러블 센서 검증 데이터를 음성만으로 3가지 

기계학습 모델의 결과로 감정 태깅을 했을 때와 

그 결과에 EDA 모델링 함께 감정 태깅을 했을 

때, 표정 인식 결과를 모델링하여 감정 태깅했을 

때의 성능 비교(RF: 랜덤 포 스트, SMO: 선형 

커  서포트 백터 머신, MLP: 인공신경망)

Fig. 4 Emotional tagging accuracies for two lifelogs 

according to modalities. Personal EDA signal and 

emotion detection from nearby people results in 

significant improvements under three classifiers 

(RF: random forest, SMO: support vector machine 

with a linear kernel, MLP: artificial neural network)

5. 결론  논의

본 논문에서는, 개인 요소와 환경 요소를 모두 고려하

여 감정 태그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했고, 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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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의 감정 태그를 수행한 

결과 사람이 남긴 태그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견고한 결

과를 얻었다. 최근 연구가 이 지고 있는 감성 컴퓨

과, 해당 분야에서 연구 인 EDA 센서의 모델링을 감

정 태깅 결과에서도 음성만 사용한 것보다 웨어러블 센

서인 EDA를 함께 모델링하여 사용했을 때, 그리고 거

기에 표정 인식 결과를 함께 모델링 했을 때 각각 정확

도가 높아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 

실용화 단계인 감정 인식, 감성 교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실 환경의 어려움에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처하

는 방법을 보여줬다.

그러나, 독일어를 읽은 학습데이터와 한국어를 이야기

한 검증데이터의 분포가 차이가 나는 covariant shift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한국형 감정 발화 데이터셋이나 이 학습(transfer 

learning)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하루 생활 

에 감정이 격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표정 인식에서도 

언 했듯이 표정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부분인 경우 

등 이블과 데이터의 편향에 처하는 것 한 앞으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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