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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EEG 장비의 발달로 EEG 신호를 여러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 그 중에서도 감정을 인식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EEG 신호는 매우 다양한 파형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잡음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신

호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3-Layer LSTM(Long Short-Term 

Memory)를 감정 분류 모델로서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크 데이터를 이용해 성능을 검증

하고, 전통적인 방식인 MLP(Multi-Layer Perceptron)와 최신의 방식인 BLSTM(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와 비교하였을 때 더 효과적임을 보였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20명의 공포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공포감정 인식 시스템이 80%에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위 모델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게임 이용자의 감정정보를 인식하여 게임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

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이 실용적임을 보였다. 

 

1. 서  론 
감정을 인식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는 사람의 얼굴 표정 혹은 

말투 등을 통해 인식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다[1]. 하지만, 

말투나 얼굴 표정은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뢰성의 

문제가 존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뇌파만을 

이용하여 감정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뇌파신호를 이용해 감정상태를 분류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딥러닝에 기반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딥러닝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각 데이터가 속하는 클래스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기계학습 중 하나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을 계층적으로 쌓는 방식을 통해 큰 

효과를 본 방법이다. 최근 과적합, 최적화, 느린 속도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뇌파데이터가 시계열적인 특징을 보이고 잡음이 많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강점을 보이는 Recurrent Neural 

Network(RNN)을 사용하였다. RNN은 Encoder-Decoder 

모델로서 사용되며 최근 번역기, 혹은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시계열적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2].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3-Layer LSTM를 

Encoder로서 사용하여 뇌파신호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감정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전통적인 방식인 

MLP와 최신의 기술 중 하나인 BLSTM과 비교를 하였다.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 위 실험에서는 벤치마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방식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시간 공포감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공포감정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공포감정 인식 정확도로 80%이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관련연구 
EEG는 뇌가 활동할 때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로 이를 

분석하고 인식하려는 시도는 매우 활발하다. 표 1은 그 

중에서도 감정 혹은 상상 인식에 관련 연구들을 보여준다. 

표 1. 뇌파인식과 관련된 연구 

Author Year Method Domain 
Y. P. Lin, 
et al[3]. 

2010 SVM Emotion Recognition 

N. Jatupaiboon,  
et al[1]. 

2013 
PSD, 
SVM 

Real-Time Happiness 
Detection 

S. Jirayucharo-
ensak, et al[4]. 

2014 
DLN, 
SVM 

Emotion Recognition 

P. Bashivan, 
 et al[5]. 

2015 CNN 
Motor Imagery 

Recognition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Lin은 사람이 음악을 듣고 있

을 때 나오는 뇌파를 측정하고, 주파수대역 별로 분할하여 이

를 SVM에 적용시켜 4가지 감정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제안하

였다[3]. Jatupaiboon은 실시간으로 클래식음악 혹은 사진을 

보고 행복 혹은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실험을 통해 뇌파를 

측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러닝 게임에 적용시켜 행복감

에 따라 아바타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1]. 

또한, Jirayucharoensak은 감정인식을 위한 딥 네트워크로 

MLP를 이용하여 각각 3단계로 나눈 Valence, Arousal 레벨

을 맞추는 방식을 제안하였다[4]. 

최근에, Bashivan은 최신의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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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ry를 인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5]. 그 방식으로 

RNN의 일종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이

용하여 뇌파의 Topology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3. 제안하는 시스템 

 
그림 1. 공포감정 인식 처리과정 

제안하는 실시간 공포감정 인식 처리과정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뇌파신호를 받아와 일련의 처리과정을 통해 

99%의 Overlapping 크기를 가지는 1초 단위의 프레임 

벡터를 만든다. 그 이후 제안하는 3-Layer LSTM Encoder 

모델을 통하여 특징 표현을 추출한 뒤 Softmax층에 입력하여 

현재 감정상태에 대한 공포감정의 유무를 예측한다. 그 이후 

공포감정을 느꼈다고 판단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다. 

3.1 제안하는 방식 
LSTM은 RNN의 한 종류로써 3개의 게이트를 이용하여 

과거의 정보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학습함으로써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다. LSTM은 그 중에서도 Input, 

Forget, Output 3개의 게이트의 연산과정을 통해 동작하는데, 

뇌파신호의 시계열적인 특징과 연관이 있다. 뇌파신호는 

1초동안의 프레임을 끊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32개의 

채널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의 변화에 입각해서 분류를 하게 

된다. LSTM은 Input, Forget게이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변화를 인식하며 Output 게이트를 통해 현재 데이터의 

중요도를 알릴 수 있다. 각 게이트의 수식은 다음 (1), (2), 

(3)와 같으며 ′𝑡𝑡′는 시간단위를 의미한다. 각 수식은 가중치를 

나타내는 ′𝑊𝑊′  와 입력 값  ′𝑥𝑥′  의 곱에, 이전 노드의 값인 ′ℎ′ 
그리고 bias를 나타내는 ′𝑏𝑏′ 를 더한다. 게이트의 값은 

0~1사이의 값이 나오며 0은 정보를 이용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1은 정보를 사용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𝑖𝑖𝑡𝑡 = σ�𝑊𝑊𝑥𝑥𝑥𝑥𝑥𝑥𝑡𝑡 + 𝑊𝑊ℎ𝑥𝑥ℎ𝑡𝑡−1 + 𝑊𝑊𝑐𝑐𝑥𝑥𝑐𝑐𝑡𝑡−1 +  𝑏𝑏𝑥𝑥�          (1) 

𝑓𝑓𝑡𝑡 = σ�𝑊𝑊𝑥𝑥𝑥𝑥𝑥𝑥𝑡𝑡 + 𝑊𝑊ℎ𝑥𝑥ℎ𝑡𝑡−1 + 𝑊𝑊𝑐𝑐𝑥𝑥𝑐𝑐𝑡𝑡−1 +  𝑏𝑏𝑥𝑥�         (2) 

𝑜𝑜𝑡𝑡 = σ�𝑊𝑊𝑥𝑥𝑥𝑥𝑥𝑥𝑡𝑡 + 𝑊𝑊ℎ𝑥𝑥ℎ𝑡𝑡−1 + 𝑊𝑊𝑐𝑐𝑥𝑥𝑐𝑐𝑡𝑡−1 +  𝑏𝑏𝑥𝑥�         (3) 

각 게이트의 연산을 통하여 현재 노드의 값인 ′ℎ′ 를 

결정하며 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파정보에 대한 값인 ′𝐶𝐶′를 

갱신하여 뇌파에 대한 과거 정보를 학습시킬 수 있다. 위의 

수식은 다음 (4), (5)에 나와있다. 

ℎ𝑡𝑡 = 𝑜𝑜𝑡𝑡tanh (𝑐𝑐𝑡𝑡)                   (4) 

𝐶𝐶𝑡𝑡 =  𝑓𝑓𝑡𝑡𝑐𝑐𝑡𝑡−1 + 𝑖𝑖𝑡𝑡 tanh(𝑊𝑊𝑥𝑥𝑐𝑐𝑥𝑥𝑡𝑡 + 𝑊𝑊ℎ𝑐𝑐ℎ𝑡𝑡−1 + 𝑏𝑏𝑐𝑐)       (5) 
  위와 같은 연산과정을 이용하여 LSTM은 현재 뇌파정보에 

맞는 특징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고 마지막 단에 있는 

Softmax층은 각 특징 표현에 대한 확률분포를 설정하여 공포

감정에 대한 유무를 판단한다. 

3.2 LSTM Encoder 

 
그림 2. 3-Layer LSTM Encoder 네트워크 

  실시간 공포감정 인식을 위한 분류모델로서 3-Layer 

LSTM Encoder를 제안하였다. 위의 그림 2에 보이듯이 입력 

값으로 1초간의 EEG feature vector를 시간단위로 입력하면 

LSTM 네트워크는 내부 Cell State정보를 시간단위로 

변화시켜가며 감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쌓아나간다. 기존의 

1-Layer LSTM에 비해 3-Layer LSTM은 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선형적인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구조를 이용하였다. 

위와 같이 학습된 LSTM Encoder로부터 고정된 크기의 특징 

표현을 얻은 뒤 이를 통해 공포감정을 예측하였다. 

4. 실험 및 결론 

4.1 벤치마크 데이터 실험 
분류기 모델의 객관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 벤치마크 

데이터로 Grasp-and-Lift Trials를[6] 사용하여 분류기의 

정확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위 데이터는 총 12명의 

실험참가자로부터 얻어졌으며 각 참가자는 30번의 이벤트로 

이루어진 10번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6가지의 이벤트에 대한 

뇌파데이터를 측정한 것으로 32개의 채널을 이용하였으며 

500Hz로 샘플링 되었다.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인 MLP와 최신의 방식인 LSTM, BLSTM의 각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Subject-Independent 

Test를 실행하였고 10명의 데이터를 Training Set으로 

사용하였으며, 2명의 데이터를 Test Set으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RNN의 일종인 LSTM과 BLSTM이 기존의 방식인 

MLP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였으며, LSTM과 BLSTM은 

최고 95%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LSTM은 평균적으로 

94%의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BLSTM의 평균값인 92%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검증하였다. EEG의 특성상 

역방향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오히려 모델의 분류를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LSTM이 BLSTM에 비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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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방법의 정확도 

또한, 계층적 구조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LSTM의 

층수를 조절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에 나와있다. 1층의 

LSTM에 비하여 3층의 LSTM은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후부터는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 Layer 개수 별 정확도 

4.2 수집한 데이터 실험 
실시간 인식 공포인식 시스템을 위한 뇌파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공포감정 수집을 위한 실험은 그림 5에 나와있다. 

공포스러운 동영상 20개 중 임의적으로 8개의 동영상을 

선택하여 연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각 동영상을 본 이후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측정하게끔 하였다. 

 

그림 5. 공포 감정 수집 실험 

총 20명의 실험참가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포감정 분류 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는 그림 6에 나와있다. 성능 평가를 위해 16명의 

실험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4명의 데이터를 

검증에 이용하였다. 분류 모델로는 위에서 검증하였던 3-

Layer LSTM을 사용하였으며 위 그림은 Epoch별 정확도를 

나타낸다. 정확도는 기존의 감정 분류 연구들에 비해 더 높은 

80%에서 82%사이에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6. 공포 감정 인식 정확도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Left 4 Dead 2라는 좀비 슈팅 

게임에 실시간 모델을 적용시켰다. 게임을 진행한 이후 

5단계로 나누어 플레이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의 

참가자의 평균 만족도로 4.3의 만족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한 최적의 EEG 감정 분류 

모델로 LSTM이 가장 적합함을 증명하였고, 실시간 공포감정 

인식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층을 3개 이상 쌓는 것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이를 

실시간 감정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게임에 적용하였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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