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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감성 측 시스템

(Group Emotion Prediction System based on 

Modular Bayesian Networks)

최 슬 기
†
       조 성 배

††

                                (SeulGi Choi)           (Sung-Bae Cho)

요 약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공간 내 환경 자극을 나타내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

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추론 근거를 확률 으로 고려함으로써 센서 데이터의 불확실하고 불완 한 특성

을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환경 자극의 심리  향력을 고려하여 설계된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감성 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 단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모듈화하여 공간 내 환경 자극 

변동의 유연한 응  효율  추론을 수행하 다.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해 유치원 공간에서 수집된 

조도, 음량, 온도, 습도, 색 온도, 음향, 향기,  감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성을 측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의 측 정확도는 85%로 여타 분류 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정량 , 정성

 분석을 통해  감성 측을 한 확률 기반 방법론의 가능성  한계를 분석하 다.

키워드: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감성 측,  감성, 센서 데이터

Abstr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t has become possible to 

collect various sensor data that indicate the environmental stimuli within a spa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group emotion prediction system using a modular Bayesian network that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environmental stimuli. A Bayesian network can compensate for 

the uncertain and incomplete characteristics of the sensor data by the probabilistic consideration of the 

evidence for reasoning. Also, modularizing the Bayesian network has enabled flexible response and 

efficient reasoning of environmental stimulus fluctuations within the space.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we predict public emotion based on the brightness, volume, temperature, humidity, color 

temperature, sound, smell, and group emotion data collected in a kindergarte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is 85% greater than that of other classification 

methods.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we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robabilistic methodology for predicting group emotion.

Keywords: Modular Bayesian networks, Emotion prediction, Group emotion, Senso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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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각종 사물들이 통신 기술을 내장함으로써 공간 

내 환경 자극을 나타내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자극은 사람의 감

각 기 을 통해 종합 으로 인식되어 감성  반응을 형

성한다[1]. 따라서 환경 자극의 심리  향력을 고려하

여 센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공간 내  감성을 추

론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불완 하고 

불확실한 특성을 갖는다[2]. 센서 데이터를 용하는 시

스템의 성능 보장을 해선 이러한 불확실성을 리해

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해 확률  추론 방식이 용

되고 있다. 특히 추론 근거를 확률 으로 고려하는 베이

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를 활용해 Castro

는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수 의 상황 정보를 추론

하 고, Tapia는 가정 내 센서 데이터로 행동을 인식하

다[3,4].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인과 계를 고려하여 구성 노

드들을 아크로 연결하고, 각 노드마다 조건부 확률 테이

블(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을 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통한 

학습과 도메인 지식 기반 문가 설계 방법이 있다. 학

습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 이상 인 설계가 가능

하지만 실제 감성 측 환경에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

집하는 데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데이터가 

락될 경우도 존재한다. 반면, 문가 설계 방식은 수집

된 데이터가 제한 이어도 용이 가능하며, 도메인 지

식으로 환경 자극의 심리  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간 내 환경 자극은 유동 으로 새롭게 추가

되거나 수정  제거가 가능하다. 이는 도메인 지식 기

반으로 설계된 단일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

크의 체가 수정되어야 하므로 비효율 이다. 그러나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하나의 독립 인 추론 결

과를 내는 모듈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해당 노드가 포

함된 모듈만 변경됨으로써 효과 으로 반 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유치원 공간 내 학생들의  감성을 측

하기 한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인간

의 감각을 통한 감정 생성 과정을 반 하여 네트워크를 

감각 모듈과 이들을 통합하는  감성 추론 모듈로 구

성하 다. 환경 자극으로 유치원 내 온도, 습도, 조도, 음

량, 색 온도, 음향, 향기와 재  감성을 수집하 다

(표 1). 네트워크의 성능 검증을 해 측 정확도를 측

정하 고, 여타 분류 기법과의 비교를 실시하 다. 실험 

결과에 한 정량 , 정성  분석을 통해  감성 측

을 한 확률 기반 방법론의 가능성  한계를 분석한다.

표 1 유치원에서 수집한 환경 자극  자극 값

Table 1 Stimuli in the controlled kindergarden

Resource Stimulus Value

Environment

Brightness 200lx, 700lx, 1000lx

Volume 20dB, 40dB, 60dB

Humidity 30%, 40%, 50%, 70%

Temperature 18°, 23°, 25°, 28°

Color temperature 1000k, 3000k, 7000k

Sound 4 predefined sounds 

Scent Lavender, Rosemary

Emotion
Current group 

emotion
P-A, P-R, N-A, N-R

2. 련 연구

2.1 감정 인식

감정을 인식하기 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방법

이 용되었다. 감정 모달리티(Modality)는 감정 인식을 

한 정보로서,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자연어 텍

스트 등이 있다(표 2).

얼굴 표정과 음성은 가장 직 으로 감정이 드러나

는 정보로서 Kudiri 등은 화에서 나타나는 이들을 결

합하여 SVM을 통해 8가지 기본 감정(화남, 슬픔, 행복, 

지루함, 경멸, 놀람)을 인식하 다[5]. Wollmer 등은 

상에서 나타나는 얼굴과 소리를 가지고 BLSTML을 

용하여 감정의 정, 부정 상태  감정의 흥분, 이완 

상태를 인식하 다[6]. 한 Wagner 등은 음악을 통해 

감정을 유도한 후, 근 도(EMG), 심 도(ECG), 피부 

도도(SC), 호흡 변화(RSP)를 수집하여 4가지 감정(즐

거움, 화남, 기쁨, 슬픔)을 kNN, LDF, MLP를 통해 인

식하 다[7]. Lu 등은 EEG와 EyeTracker를 통해 수집

한 생체 데이터를 이용해 SVM 기반 감정 인식 방법을 

제안하 다[8].

의 연구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의 감

정을 인식하는 것이 목 이다. 그러나 공간 내에서 동일

표 2 감정 인식 련 연구

Table 2 Related works of emotion recognition

Author Modality Method Emotion Class

Kudiri

et al.

Facial 

Expression, 

Speech

SVM

7 class (anger, sad, 

happy, boredom, 

disgust, fear, surprise, 

neutral)

Wollmer

et al.

Facial 

Expression, 

Speech

BLSTM,

HMM,

SVM

2 class (valence, 

activation)

Wagner

et al.

EMG, ECG, 

SC, PSP

kNN, LDF, 

MLP

4 class (anger, sad, 

joy, pleasure)

Lu

et al.

EEG, Eye 

gaze data
SVM

3 class (positive, 

neutral,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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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성 측 시스템 구조도

Fig. 1 Prediction group emotion system architecture

한 환경 자극에 놓인 사람들은 유사한 감정군을 형성한

다[9]. 따라서 공간 내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집단의 

감정을 측하여 특정 공간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시 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서 특정 환경 자극 상태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감정 상태

를 측하여 이상 인 감정 상태 유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2.2 감정 인식을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추론 근거를 확률 으로 고려함

으로써 불확실성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모델이

다. 네트워크는    로 정의되며, 는 임의의 

변수를 나타내는 노드  ,...  와 노드 간 연결 계

를 나타내는 아크로 구성된 방향성 비순환 그래

(Directed acyclic graph, DAG)이고, 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라미터 집합이다. 각 노드는 조건부 확률 테

이블(Conditional Probablity Table, CPT)을 가지며, 

노드 에 해 부모 노드의 집합이  라 할 때 체

인룰(Chain Rule)을 기반으로 식 (1)과 같이 구한다.

  

   

      

 
  



 

 (1)

복잡한 감정 상태를 추론하기 해 용 모달리티에 

따라 다양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모델링되었다. Gunes 

등은 얼굴 표정과 제스처의 단일 모달리티 별로 감정을 

인식한 후 통합한 멀티 모달리티 기반 감정 인식 방법

을 제안하 다. 각 모달리티 별로 6가지(행복, 두려움, 

화남, 불안, 경멸, 불확실) 감정을 Weka에서 제공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분류하 다[10]. Soleymani 

등은 화에서 발생하는 시각  장면 정보와 청각  소

리 정보, 화 타이틀 정보를 가지고 나이  베이지안을 

통해 3가지 감정(침착한 상태, 정  흥분 상태, 부정

 흥분 상태)를 인식하 다[11].

본 논문은 공간 내의 센서 데이터를 모달리티로 용

하여 감정 측 모델을 제안한다. 공간마다 환경 요소가 

다르므로 네트워크의 수정  삭제가 용이하도록 베이지

안 네트워크를 모듈형으로 설계한다. 감정은 Russell의 

감정 모델을 용하여 쾌-각성(P-A), 불쾌-각성(N-A), 

불쾌-이완(N-R), 쾌-이완(P-R)로 분류하 다[12].

3.  감성 측을 한 모듈형 확률 모형 모델링

공간 내 환경 자극 기반  감성 측 모델은 재 

시 의  감성이  이고, 수집된 환경 자극이 

   일 때 측되는 다음 시   감성 

   를 찾는 로 정의할 수 있다.

  →                 (2)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3.1 입력  출력 요소

입력 요소는 온도, 습도, 조도, 음량, 색 온도,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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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듈별 입출력 요소

Table 3 Input and output element of 5 modules

Module Input Output

Touch Module Temperature, Humidity Inferred emotion based on stimuli of touch 

Sight Module Brightness, Color temperature Inferred emotion based on stimuli of sight

Hearing Module Volume, Sound Inferred emotion based on stimuli of hearing

Olfactory Module Smell Inferred emotion based on stimuli of smell

Predicting Group

Emotion Module
4 module outputs, Current group emotion Predicted group emotion on next time 

표 4 모듈 구성 노드 수  아크 수

Table 4 Number of nodes and arcs per module

# Touch Module Sight Module Hearing Module Olfactory Module
Predicting Group 

Emotion Module
Total

Input node 26 20 18 13 6 83

Middle node 15 20 16 13 0 64

Output node 1 1 1 1 1 5

Total node 42 41 35 27 7 152

Arc 63 87 81 58 12 301

Arc per node 1.5 2.12 2.31 2.14 1.71 1.98

향기, 재  감성이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노드의 

상태 값은 이산화되어야 하므로, 연속 값을 갖는 입력 

값은 규칙 기반 방식으로 처리하 다. 처리는 규칙 

기반 방식으로 식 (3)을 통해 수행하 다. 번째 노드의 

상태 값이   


  일 때, 연속 값 을 이산

화한 값 


는 각 상태 값 간의 앙값을 기 으로 

분류된다. 출력 요소는 다음 시 의  감성이다.

    











 min ≤ 


 　







  


≤ 

  




   
≤ ≤ max

 (3)

3.2 모듈형 확률 모형 모델링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효율 인 설계  추론

을 해 단일 네트워크를 모듈화한 네트워크이다. 모듈

화된 BN 간의 상호 인과성을 유지하기 해 가상 증거 

기술을 사용하며, 선택  추론을 통해 효율  추론이 가

능하다[13]. 도메인 지식 기반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

크를 설계하기 해 박한샘(2012)의 설계 방법을 용

하 다[14]. 설계 차는 도메인 지식 분석한 후, 모듈 

단 , 노드 단 로 설계한다. 이후 구조  라미터를 

설정한 후 평가를 통해 수정한다.

먼  네트워크 설계를 한 도메인 지식으로 공간 내 

가능한 환경 자극들이 갖는 심리  향력을 문헌을 통

해 조사하 다. 를 들어 Jalil 등에 따르면 공간 내 조

명은 록색일 경우 스트 스를 감소시켜 안정감을 형

성시킨다[15]. 실험을 통해 조사한 환경 자극이 유치원

그림 2 감각 모듈 구성

Fig. 2 Sensory module configuration

환경에서 유의미함을 검증 후 용하 다.

공간 내 환경 자극은 감각을 통해 인지되어 감정을 

형성함으로 모듈 기 으로 4가지 감각기 (시각, 청각, 

후각, 각)을 설정하 다(표 3, 4). 각 감각 모듈은 입력 

노드, 출력 노드, 간 노드로 구성된다. 입력 노드는 각 

감각 모듈에 해당되는 환경 자극의 수집 값이 처리되

어 증거 값으로 설정된다. 출력 노드는 해당 감각 기

으로 구성된 환경 자극으로 측된 감정이다. 간 노드는 

추론 정확도 향상을 해 문헌을 기반으로 감정에 향

을 미치는 7가지 요소를 추출하여 삽입하 다. 그림 2는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감성 측 시스템  1153

그림 3 청각 모듈

Fig. 3 Hearing module

그림 4  감성 측 모듈

Fig. 4 Predicting group emotion module

감각 모듈의 구성을 나타낸다.

각 감각 모듈은  감성 측 모듈로 통합되어 입력 

노드로 반 된다(그림 3, 4). 직  측정된 재  감성

까지 함께 고려하여 최종 출력 노드인 다음 시 의  

감성을 출력한다. 모듈  노드의 설계가 완료되면 평가를 

거쳐 모델이 최 화될 때까지 구조와 라미터를 수정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데이터

설계한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유치원 실험 

환경에서 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수학, 음률 수업시간 

동안 발생한 환경 자극을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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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5일 간 하루 2회 총 10회 수업이 실시되었다. 수업은 

한 회당 20분으로,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 

2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실험에는 제 로 측정되

지 않은 3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197개를 사용하 다. 감

정별 데이터 수는 쾌-각성(P-A) 77개, 불쾌-각성(N-A) 

2개, 불쾌-이완(N-R) 23개, 쾌-이완(P-R) 85개이다.

4.2 측 정확도 실험

설계한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측 정확도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결과의 객

 분석을 해 다른 분류 기법(DT, MLP, KNN, SVM)

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타 분류 기법은 5-fold 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여 측 정확도, 최 값, 최소값, 표

편차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네트워크의 측 정확도는 85%

로 여타 분류 기법의 평균 측 정확도인 70.5%보다 약 

15%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5는 측 정확도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각 감정 별 측 정확도의 경우 

불쾌-각성(N_A)는 68%, 불쾌-이완(N-R)은 70%, 쾌-

각성(P_A)는 69%, 쾌-이완(P_R)은 80%를 측하 다. 

평균 쾌 감정의 측률이 74.5%인 반면, 불쾌 감정은 

69%로, 약 5.5% 낮은 성능을 보 다. 불쾌 감정의 측

률 향상을 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쾌를 유도

하는 데이터와 불쾌를 유도하는 데이터 사이에 충돌이 

존재하 다. 즉, 동일한 입력에 해 다른 감정이 유발

된 경우가 존재하 다. 이는 감정의 특성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해 동일한 환경에서 하나의 특정 감정이 

아닌 여러 감정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돌 데이

터를 입력 값으로 분류했을 때 28가지의 이스의 99개 

데이터가 존재하 다. 체 데이터에서 충돌 데이터  

복 데이터를 제외한 95개의 경우로 측 정확도 실험

을 실시한 결과 측 정확도가 87%로 향상되었다.

그림 5 측 정확도 실험 결과

Fig. 5 Prediction accuracy test results

4.3 오인식 분석

정제된 95개 데이터  오분류된 22개 데이터에 한 

정성  분석을 실시하 다. 먼  부정  감정으로 측

되어야 할 데이터들이 모두 정  감정으로 측되었

다. 이는 문가 지식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의 

공간의 교육  목 을 고려했을 때, 상황에 따라 정 

혹은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에 해 정  측면

이 시되어, 더 높은 확률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두 번

째로 측해야 할 감성이 정  감정인 경우 정  

감정까지는 측했으나, 각성 혹은 이완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다수 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경 자극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성이 이  시 과 

동일한 경우 다. 이는 각 자극이 다른 특정 감성을 유

발하기에 충분했지만, 피험자들에게 실제로 향력이 미

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5. 결 론

본 논문은 공간 내 심리  향력을 모델링한 모듈형 

확률모형을 이용해  감성 측 시스템을 설계하고 

성능을 평가하 다. 측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제안하

는 확률 모형이 여타 분류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

내었다. 오인식 분석을 통해 분류 결과의 감정 데이터의 

특성이 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도메인에 용될 수 있도록 도메인에 특화

된 모듈과 범용 인 모듈로 구성하여 확장 인 측 시

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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