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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람의 정서를 자극하여 교육시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감성 서비스를 

도입하여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얼굴 표정, 음성, 문자 등을 통해 사용자의 

감성을 인식하여 교육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의존 없이 감성을 예측하고 

자극을 변화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치원 수업에서 학생들의 감성 변화를 

예측하고 목표로 하는 감성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효용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결정 

네트워크를 통해 적절한 자극을 결정한다. 이는 추론 

계산량 감소와 추론 결과의 재사용을 통한 빠른 예측이 

가능하고, 가장 높은 효용값을 갖는 자극을 결정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유치원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다른 방법들과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2. 관련연구 

2.1. 확률 기반의 감성인식 

데이터 획득이 어려운 감성의 특성상 확률기반의 

감성을 인식하는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Metallinou 는 

Gaunssian Mixture Model 과 Hidden Markov Model 을 

이용하여 음성, 얼굴, 머리의 움직임을 통한 감성인식 

모델을 제안하였다. Dobirse 는 Universal Background 

Model 을 적용한 GMM 을 이용하였고, Jiang 은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감성을 인식하였다. 

 

2.2. 감성을 이용한 서비스 

감성의 측정뿐만 아니라 이를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하다. Lee 는 결정트리를 이용하여 IPTV 와 

Web blog 에 나타나는 컨텐츠를 측정 감성에 따라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Eyharabide 는 작성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E-러닝에서 감성에 따라 수업 방식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Shin 또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감성에 

따라 마케팅 기법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3. 제안하는 시스템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도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환경 정보 수집 부분에서는 측정 감성과 환경 정보를 

결정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전달한다. 결정 네트워크는 감성 예측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자극 출력을 위한 효용값 계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3.1. 모듈형 결정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감성 추론 및 자극 결정을 위해 결정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결정 네트워크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확장 개념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결과를 통해 최적 값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또한 

계산량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Markov 

boundary 를 기준으로 모듈단위로 분리하였다. 결정 

네트워크 내부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총 6 개의 모듈이 

그림 2 의 구조로 연결되어있다. 

 



 

 그림 2. 사용한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3.2. 효용 테이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효용 테이블은 문헌에서 참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테이블은 목표 감성 별 

자극에 대한 가중치 값을 담고 있다. 표 1 은 조도 자극에 

대한 효용 테이블이다. 

표 1. 조도에 대한 효용 테이블 

자극 쾌-각성 쾌-이완 불쾌-각성 불쾌-이완 

L_200 1 4 3 8 

L_700 3 6 6 5 

L_1000 10 8 1 2 

감성이 E 일 때의 자극 Si에 대한 효용 테이블의 값을 

Table(E, Si)라 하면 효용값 𝑈𝑈𝑆𝑆𝑛𝑛와 최종 출력값 Output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𝑈𝑈𝑆𝑆𝑛𝑛 =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𝑃𝑃𝑃𝑃,𝑆𝑆𝑛𝑛) ∗ 𝑃𝑃𝑃𝑃𝑃𝑃 +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𝑁𝑁𝑃𝑃, 𝑆𝑆𝑛𝑛) ∗ 𝑃𝑃𝑁𝑁𝑃𝑃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𝑃𝑃𝑃𝑃, 𝑆𝑆𝑛𝑛) ∗ 𝑃𝑃𝑃𝑃𝑃𝑃 +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𝑁𝑁𝑃𝑃, 𝑆𝑆𝑛𝑛) ∗ 𝑃𝑃𝑁𝑁𝑃𝑃 
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 = 𝑀𝑀𝑇𝑇𝑀𝑀�𝑈𝑈𝑆𝑆1 ,𝑈𝑈𝑆𝑆2 , … ,𝑈𝑈𝑆𝑆𝑛𝑛�                                            
 

4. 실험 결과 

4.1. 실험 데이터 

 실제 유치원에서 5 일 동안 수학과 음율 수업에 대해 

수집하여, 총 217 개(수학 107 개, 음율 110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입력 값으로는 측정 감성과 측정된 자극이 

들어오고, 출력 값으로 다음 단계의 감성을 

목표감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자극이 나타난다. 해당 

데이터의 입출력 항목은 표 2 와 같다. 

표 2. 실험 데이터의 입출력 항목 

4.2. 결과 분석 

그림 3 과 4 는 각각 수학과 음율 수업에서 출력된 

자극의 정확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정확도는 문헌에서 

제시한 자극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수학 

수업은 96.88%로 타 방법들에 비해 높은 정확도 보였다. 

또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04%로 타 방 

그림 3. 수학 수업 정확도 비교 

그림 4. 음율 수업 정확도 비교 

법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음율 

수업에서도 99.16%의 정확도를 보였다. 음율 수업의 

경우 모든 방법에서 수학에 비해 정확도 향상이 

나타났다, 이는 사운드와 음량이 입출력 변수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추론 과정이 단순화되어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치원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성예측 및 자극결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모두에서 96%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향후에는 좀더 일반적인 환경에서 범용성을 

갖는 시스템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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