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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센서 환경이 발전하면서 공간에 대한 가용 정보가 풍부해졌고, 이에 기반한 스마트홈 네트워크, 상황인지 서비
스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내에 존재하는 대중들의 예측된 감성 확률 값을 이용하여 감성 
유도를 위해 환경자극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결정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각 환경자극들
의 값이 감성유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효용함수(Utility Function; UF)형태로 표현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극조합을 
결정한다. 시스템 실행 환경의 다양성 및 가변성을 고려하기 위해 실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UF
를 갱신할 수 있는 강화학습 구조를 제안하였고, 도메인 지식을 사용하여 UF의 초기 상태를 설정하는 규칙을 제안함
으로써 강화학습 시스템의 대표적인 이슈인 exploration과 exploitation trade-off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
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명의 유아에 대해 4일간 진행되는 유치원 수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결정
의 정확도 및 학습으로 인한 개선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

1. 서론
  최근 센서 환경의 급격한 발전은 개인 및 공간에 대한 
풍부한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기반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상황, 선호, 감성 등을 인지하고 맞춤형 서
비스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예측된 감성을 이용하
여 환경자극들을 조절함으로써 감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실제 유치원에서 진행되
는 수업을 대상으로 학습에 적합한 감성유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를 나타낸다. 
시스템은 8개의 감각자극들의 값 및 대중 관련 정보들 

을 입력받아 예측된 감성의 확률 값을 출력한다. 이후 
예측된 감성이 목표 감성과 다를 경우, 시스템은 사전에 
수집된 도메인 지식과 실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반영하여 각 자극들의 효용값(Utility Value; UV)
을 갱신하고, UV를 극대화하는 자극을 결정한다.
  본 논문은 자연어로 기술된 도메인 자료를 이용해 UF
의 초기 값을 설정하기 위한 치환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부분(3.1절)과,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UF
를 갱신하는 강화학습 구조를 제안하는 부분(3.2절) 및 
유치원 환경 대상의 실험 부분(4절)으로 구성된다.

2. 관련연구
2.1 감성분류 및 감각자극과의 관계
  Russell[1]은 모든 감성이 쾌-불쾌(Valence)와 각성-이
완(Arousal)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Valence-Arousal 
(V-A)모델을 제시하였고, 28가지의 감성 단어들의 분류 
결과가 모델의 예측과 일치함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대중들의 평균적인 감성을 다루기 위해 V-A모델의 
4가지 감성조합(쾌-각성, 쾌-이완, 불쾌-각성, 불쾌-이완)
을 예측 및 유도 대상으로 정하였다. 
  각 감각자극이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Naoyuki 등[2]이 제안한 조명과 실내 활동간의 관계, 색
온도와 V-A모델의 감성간의 관계를 규정한 Itten's Color 
Circle[3] 등의 도메인 지식을 수집하여 UF의 초기값 설
정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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