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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분야에서 사용

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반응하는 인터페이스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자 감성분류 기

술이 있다. 감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얼굴표

정[1], 제스처[2], 음성신호[3], 생리신호[4], 눈특징

[5]을 사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생리신호들을 결합하

여 특징으로 사용하는 방법[6] 등이 있다. 센서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생리신호 기반 감성분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부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는 센서

기반 감성분류 방법들은 착용이 불편하고, 움직임에 

따른 노이즈로 인해 감성분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

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 기반 

감성분류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눈

특징(Ocular feature)은 피험자가 의도적으로 제어

할 수 없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분류에 사용하기 적합하다[7].

또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상 

및 증강현실(Virtual Reality & Augmented Reality)

을 위해 눈특징 기반의 감성분류 기술은 필수적으로 

연구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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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특징과 감성 사이의 관계성은 1960년대 초반부

터 진행되었다[7]. Hess[8]는 불쾌한(Unpleasant) 영

상에 의해 감성이 유발될 때 동공크기는 작아지며,

쾌한(Pleasant) 영상에 의해 감성이 유발될 때 동공

크기가 확장됨을 보였다. Bradley[9]는 다양한 조명

세기와 쾌-불쾌 시각자극 영상에 대한 동공크기 변

화, 피부 전도도(Skin conductance) 그리고 심박율

(Heart rate)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Ren[10]는 

스트레스(Stress)와 완화(Relaxation) 시각자극 영

상이 제시되었을 때 Galvanic Skin Response(GSR)

과 동공크기 변화에 따른 감성분류 연구를 진행하였

다. Aracena[5]는 시각 자극 영상이 제시되었을 때 동

공크기와 응시 위치(Gaze position)의 특징을 Neural

Network와 Decision Tree에 적용하여 감성분류 정

확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Krizhevsky[11]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모델을 이용하여 영상분류 대회에서 큰 성공

을 보이면서 CNN과 다양한 모달리티(Modality)를 

이용한 감성분류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다[12, 13, 14].

하지만, Deep Neural Networks(DNNs)기반 감성분

류[15] 연구에서 눈특징과 함께 다른 모달리티들을 

함께 사용한 연구들이 제안되었을 뿐 눈특징만을 이

용한 CNN기반의 감성분류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본 논문은 시간에 따라 다양한 눈특징의 변화 정

보를 포함하는 동공크기 변화신호를 훈련데이터로 

사용하는 CNN기반 감성분류 방법을 제안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공크기 변화, 눈 깜빡임 

빈도수, 눈을 감은 지속시간 등 다양한 눈특징들을 

포함하는 동공크기 변화신호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획득한다. 이때, 시선 추적기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동공크기 변화신호를 획득하지 못한 구간은 눈 

깜빡임에 대한 생물학적 정신의학 연구에 근거하여 

보간(Interpolation)하여 신호를 생성하고, 수집된 신

호들의 길이를 정규화(Normalization)한다. 둘째, 동

공크기 변화신호를 시간과 주파수 정보로 시각화하

여 파악할 수 있도록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동공크기 변화신호

에 적합한 CNN모델을 구성하여 2차원 감성분류를 

실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각화

된 동공크기 변화신호와 CNN을 이용한 2차원 감성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

하는 방법의 성능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하며,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기술한다.

2. 2차원 감성 분류

2.1 동공크기 변화신호의 보간 및 수집 신호 길이의 

정규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HCI Tagging

Database[16]로써 감성을 유발하는 20개의 비디오 

영상을 1∼2분 간 시청하는 동안 피실험자들의 뇌파

(EEG),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피부 전도

도(Galvanic Skin Resistance; GSR)와 같은 다양한 

생리적인 신호들과 피부 온도, 호흡 그리고 눈특징 

등을 수집하여 제공한다. 특히, 눈특징 데이터의 경

우 좌·우 동공의 크기변화 뿐만 아니라 눈 깜빡임,

모니터 상 응시위치, 시선 추적기(Gaze Tracker)로

부터 피실험자 간 거리 등을 포함한다. Soleymani는 

[17]의 논문에서 30명의 피실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6명의 피

실험자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24명의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데이터에서 

시선추적기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눈 깜빡임 노

이즈 등으로 동공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동공크기 변화

신호들을 눈 깜빡임은 약 300msec동안 발생된다는 

Oh[18]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간을 수행한다. HCI

Tagging Database는 1분 동안 60Hz씩 동공신호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구간이 18 프레임 

미만인 경우 시선 추적기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동공크기 변화신호를 획득하지 못한 구간으로 판단

한다. 이러한 신호 미획득 구간에 신호를 채워 넣기 

위해 각 미획득 구간에 이웃한 동공크기 변화신호의 

지역 최대점(Local Maxima)과 지역 최소점(Local

Minima)을 3개씩 추출하고 선형 보간법(Linear In-

terpolation)을 수행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수집에 사용된 비디오의 길이

는 짧게는 35초 길게는 117초로 일정하지 않은 문제

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일 감성을 유발

하는 비디오 시청 시 1분에서 10분이 필요하다는 

Schaefer[19]의 연구 결과에 따라, 1분 보다 긴 동공

크기 변화신호의 경우 가장 동공 변화가 뚜렷한 1분 

동안의 신호를 추출하며, 54초 이상의 데이터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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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호의 길이를 정규화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마

다 공간을 할당하고 선형 보간법을 통해 보간한다.

이외에 54초 미만의 107.avi(35초), 79.avi(43초) 데이

터는 보간법만으로 신호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어 

제외한다. Fig. 1(a)는 총 길이가 1분 이상인 신호의 

경우 동공크기 변화신호의 보간 및 수집 신호 길이의 

정규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데이터이다(첫 

번째 피실험자의 26번째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동공

크기 변화신호). Fig. 1(b)는 기술적인 결함 등으로 

발생된 문제를 보간을 통해 해결 후 Fig. 1(a)의 빗금 

영역을 삭제하여 신호 길이를 1분으로 정규화한 신

호이다.

2.2 STFT를 이용한 동공크기 변화신호의 시간-주파

수 시각화

동공크기 변화신호는 신호를 획득한 시점의 동공

크기, 눈 깜빡임 빈도수뿐 만 아니라 동공크기의 시

간적인 변화, 눈을 감은 지속시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성변화의 중요정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CNN기반의 감성분류를 수행하기 전 동공크기 변화

신호를 시간과 주파수 정보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STFT를 수행한다. 1초당 동공크기의 변화정보를 나

타내기 위해 윈도우(Window)의 크기는 60으로 하였

으며, 이를 해밍(Hamming) 함수를 이용하여 벡터로 

구성하였다.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은 28 포인트로 약 0.234 크기간격

으로 주파수를 추출한다. 또한, 이전과 이후 시간의 

동공변화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0.5초씩 오버랩

(Overlap)한다. Pamplona[20]에 따르면 동공은 조명

이나 그 크기 조절에는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수축

과 확대가 일어나는 동공동요(Hippus effect)가 0.05

∼0.3Hz에서 발생하므로 STFT 후 0.46Hz 미만의 특

징은 제거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파라미터를 통해 생

성된 STFT 특징을 살펴보면 Soleymani[17]이 주장

한 바와 같이 2Hz 이상에서 두드러진 정보를 포함하

지 않아 0.5Hz이상 2.0Hz 미만의 특징들만 추출하므

로 최종적으로 6×119 크기의 특징행렬을 획득한다.

Fig. 2는 STFT 변환 후 0.5∼2.0Hz 사이의 특징들을 

시각화 한 것으로 주파수 크기 값이 낮은 파란색부터 

주파수 크기값이 높은 빨간색으로 나타낸다.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주파수 크기값이 큰 두드러진 특

징들이 1.6Hz 미만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실험자들 간 추출된 특징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규화를 수행한다. 분산과 표준편차를 

통해 정규화를 실시하는 경우 이상치(Outlier)에 영

향을 많이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으며, 강건성(Robust-

ness)이 뛰어난 Median Absolute Deviation(MAD)

를 통해 다음 식과 같이 정규화를 실시한다.

′    
이때, 는 각 피실험자의 모든 실험(Trial)에서 획

득한 전체 특징이며, 는 번째 실험에서 획득한 특

징이다.

2.3 감성분류를 위한 CNN 모델 구성

영상 분류를 위해 제안된 CNN들은 일반적으로 

합성곱(Convolution)과 서브 샘플링(Subsampling)

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부적 특징(Local fea-

ture)들로부터 전역적 특징(Global feature)을 획득

(a) (b)

Fig. 1. Signal interpolation & normalization (Subject 1th, Trial 26th). (a) Original signal, (b) Interpolated & Normalize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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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

공크기의 주파수 정보가 감성분류에 중요한 요소이

므로 시간의 국부 특징을 유지할 수 있도록 Fig. 3과 

같이 2번의 합성곱과 1번의 서브 샘플링을 수행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력으로 사용될 특징은 

STFT 후 0.5∼2.0Hz 사이에서 추출한 것으로써 6×

119 크기의 행렬이며 제안하는 CNN 모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웃한 시간의 동공변화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0.5초씩 오버랩하여 생성한 입력 특징

의 시간축 국부 특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단위의 

특징맵(Feature map)을 구성하기 위해 1×3 크기의 

커널 32개와 합성곱을 수행한다. 이때, 시간축으로 

2칸씩 전진(Stride)하면서 합성곱을 실시하며 시간

축의 시작과 끝의 경계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입력 

특징의 시작과 끝 열에 제로 패딩(Zero padding)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Fig. 3의 C1과 같이 6×60 크기의 

특징맵 32개가 생성된다. 둘째, 주파수의 국부 특징

들 0.5Hz(0.4686Hz) 간격으로 특징맵을 구성하기 위

해 3×1 크기의 커널 32개와 합성곱을 수행한다. 이때,

시간축과 주파수축으로 각각 1칸씩 전진하며 합성곱

을 수행하여 시간축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Fig. 3의 C2와 같이 4×60 크기의 특징맵 

32개가 생성된다. 셋째, 매 초당 주파수축의 전역 특

징을 획득하기 위해 주파수축의 특징에 4×1 크기의 

커널로 Max-pooling 방식의 서브 샘플링을 수행한

다. 이를 통해 Fig. 3의 S1과 같이 1×60 크기의 특징

맵 32개가 생성된다. C1 특징맵에서 6개의 특징에 

대해 서브 샘플링을 수행하는 경우 S1과 동일한 크

기의 특징맵을 생성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주파수 크

기(Magnitude)를 갖는 0.7031Hz의 특징만이 남는 문

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번째 합성곱 단계

에서 생성한 C2 특징맵에 서브 샘플링을 수행함으로

써 더 많은 국부 특징 정보를 포함하는 전역 특징을 

획득하도록 CNN 모델을 구성한다. 넷째, 신경망 학

습을 위해 역전파(Backpropagation) 수행 시 발생되

는 그래디언트 소실(Gradient vanishing)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Rectified Linear Unit(ReLU) 활성화 함

수를 적용한 후 분류할 감성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뉴런으로 구성된 완전 연결층(Fully connected lay-

er)과 S1 특징맵을 연결한다. 분류할 감성의 수가 적

기 때문에 층의 수가 많을 경우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전 연결층은 하나로 

Fig. 2. STFT & Feature extraction(between 0.5~2.0Hz).

Fig. 3. Proposed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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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통해 F1 내 뉴런들간의 상대적인 비교 후 최종 출력

값을 결정한다. 뉴런의 활성화 함수로써 시그모이드

(Sigmoid)를 사용하면 출력값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맥스함수를 통해 뉴런의 출

력값을 정규화하고, 최종적으로 분류층(Classifica-

tion layer)을 거쳐 감성을 분류한다. CNN 모델 훈련

에 사용된 에폭(Epoch)은 1000이며, 실험을 통해 배

치 크기(Mini-batch size)와 학습속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배치 크기를 50으로 결정하였다. 배치 크기

의 결정을 위한 실험은 3.2절에 자세히 기술한다.

3. 실험 및 고찰

제안하는 CNN모델의 학습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손실함수(Loss function)를 이용하여 훈련 과정에서 

배치(batch)의 수와 학습 속도의 영향을 살펴보고,

HCI Tagging Database로 2차원 감성분류 실험을 실

시한 Soleymani[17]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2차원 감

성분류 성능을 평가한다. 실험은 Intel(R) Core(TM)

i7-2600k CPU 20.00GB RAM PC환경에서 Matlab

2016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1 실험 데이터

HCI Tagging Database는 감성을 유발하는 20개

의 비디오를 30명의 피실험자들이 시청하는 동안 슬

픔(Sadness), 기쁨(Joy), 역겨움(Disgust), 평온(Neu-

tral), 즐거움(Amusement), 화남(Anger), 공포(Fear),

놀람(Surprise), 불안(Anxiety)과 같이 총 9개의 감

성을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이며, 기술적인 문제 등으

로 인해 6명(P3, P9, P12, P15, P16, P26)의 피실험자 

데이터를 제외한 총 24명의 데이터가 사용가능하다.

HCI Tagging Database 수집에 참여하였던 M.

Soleymani는 감성은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Arousal-Valence 감성모

델을 기반으로 Table 1과 같이 Arousal축을 차분함

(Calm), 중간 각성(Medium arousal), 활성(Activat-

ed), Valence축을 불쾌함(Unpleasant), 평온(Neutral

valence), 쾌함(Pleasant)으로 재분류하였다[16].

Table 2는 Table 1의 감성 레이블(Emotion label)

에 따라 HCI Tagging Database의 데이터 수집 시 

사용한 시각자극 영상을 통해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

이다. Table 2에 따라 2차원 감성모델을 학습하고,

Soleymani[17]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CNN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3.2 배치(batch)의 수와 학습속도 결과

CNN 모델 구성 중 고려해야할 다양한 초-매개변

수(Hyper-parameter) 중 하나인 미니 배치 크기를 

통해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손실 그래프(Loss graph)

로 나타냄으로써 훈련과정 중 학습속도의 영향에 대

해 평가하였다. 학습 속도가 낮은 경우 그래프가 선

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학습 속도가 좋은 경우 완

만한 곡선 형태로 최저값에 빠르게 수렴한다. 학습 

Table 1. The emotional keywords are mapped into three classes on Arousal and Valence[16]

Emotional keywords

Arousal

Calm sadness, disgust, neutral

Medium arousal joy and happiness, amusement

Activated surprise, fear, anger, anxiety

Valence

Unpleasant fear, anger, disgust, sadness, anxiety

Neutral valence surprise, neutral

Pleasant joy and happiness, amusement

Table 2. Emotion label and video clips sources

Arousal
Valence Calm Medium arousal Activated

Unpleasant 146, 138 69, 55, 107, 30, 111

Neutral valence newyork_f, detroit_f, dallas_f 53, 73 earworm_f

Pleasant 79 58, 80, 52, 90 cats_f, funny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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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높은 경우 손실의 감소가 가속되어 지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더 나쁜 손실값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Fig. 4(a), (b)는 각각 Arousal과 Valence 감성

에 대해 훈련 중 미니 배치 크기가 25(검정색), 50(빨

간색), 100(녹색), 200(파란색) 일 때 에폭의 증가에 

따른 손실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a)를 

보면 미니 배치 크기가 50인 경우 완만한 곡선 형태

로 감소하여 최저값에 빠르게 수렴하며, 25인 경우 

지수적인 형태로 최저값에 도달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Fig. 4(b)를 보면 미니 배치 크기가 25와 50인 

경우 지수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최저값

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50 일 때 좀 더 빠르게 최저값

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손실 그래프를 통해 

동공크기 변화신호 훈련 시 미니 배치 크기가 50일 

때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3.3 2차원 감성분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2차원 감성분류 정

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Soleymani[17]의 실험과 동일

하게 한명의 피실험자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

용하고 나머지 피실험자의 데이터를 훈련으로 사용

하는 One-participant-out cross validation 방법을 

채택하였다. Fig. 5(a), (b)는 각각 모든 피실험자 24

명에 대한 Arousal과 Valence 감성분류 정확도를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Arousal의 경우 피실험자 1이 

97.22%로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피실험자 

6이 53.47%로 가장 낮았다. Valence의 경우 피실험

자 10이 100%로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피실

험자 29가 57.78%로 가장 낮았다. 두 감성 모두에서 

70% 미만의 분류율을 보인 피실험자 11, 19, 24, 25,

29의 경우, 동공크기 변화신호들 중 80번 이상씩 눈 

깜빡임으로 인식된 신호들을 적어도 2개 이상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신호들은 데이터양이 적기 때문에 

신호를 획득하지 못한 구간을 보간하는 도중 잘못된 

값들로 신호들을 채우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STFT

후 1.5∼2.0Hz 구간의 신호가 다른 실험의 신호들에 

(a) (b)

Fig. 4. Loss-Epoch graph with mini-batch size 25, 50, 100 and 200. (a) Arousal, (b) Valence.

(a) (b)

Fig. 5. Emotion classification accuracy of all subjects. (a) Arousal, (b) 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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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나 감성 분류 정확도가 낮아지

는 결과를 보였다.

Soleymani[17]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단일 모달리

티(Single modality)기반 감성분류보다 다중 모달리

티(Multiple modalities)기반 감성분류가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단일 모달리티 기반 감성분류는 시선특

징(총 12가지)과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통해 수행했고, 다중 모달리티 기반 감성분류는 시선

특징과 EEG 신호를 Decision Level Fusion(DLF)로 

융합하여 SVM을 통해 수행했다. 그 결과 Table 3에

서 볼 수 있듯이 다중 모달리티 기반 감성분류가 

Arousal과 Valence 축에서 각각 5.35%, 1.93%씩 정

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제안한 방

법의 경우 동공크기 변화신호만을 이용하여도 다중 

모달리티를 사용한 결과보다 Arousal과 Valence 축

에서 각각 0.64%, 11.05%씩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눈특징 데이터 평균과 표준편차, 눈 깜

빡임 횟수 등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특정 값들을 

특징으로 사용하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시간정보를 

포함하는 동공크기 변화신호를 감성분류를 위한 특

징으로 사용하였으며, STFT를 통해 시간과 주파수 

정보로 시각화 한 후 CNN으로 감성을 분류하는 새

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데이터베이

스에서 동일한 신호를 사용한 선행연구보다 Arousal

과 Valence 축에서 각각 5.99%와 12.98%의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얼굴 표정, 음성신호, EEG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특징으로 사용하는 CNN 기반

의 감성분류 연구들과 같이 눈특징 또한 CNN을 적

용하여 감성분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

는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 발전을 위해 본 연구와 

같은 눈특징 기반 감성분류 방법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CNN 수행 시 특징 추출단계 초기에 

임의로 주어져 분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필터들

을 대체할 수 있는 특징 추출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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