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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감정을 정확히 측하는 것은 환자 심의 의료디바이스 개발 감성 련 산업에서 매우 요한 이슈이다. 감정

측에 한 많은 연구 감정 측에 심박 변동성과 뉴로-퍼지 근법을 용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HRV를 이용한

ANFEP(Adaptive Neuro Fuzzy system for Emotion Prediction)을 제안한다. ANFEP의 핵심 기능은 인공 신경망과 퍼지

시스템을 통합해 측 모델을 학습하는 ANFIS(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에 기반한다. 제안 모형의 검증을

해 50명의 실험자를 상으로 청각자극으로 감정을 유발하고, 심박변이도를 구하여 ANFEP 모형에 입력하 다. STDRR

과 RMSSD를 입력으로 하고 입력변수 당 2개의 소속함수로 하는 ANFEP모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났다. 제안한 감정

측 모형을 선형회귀 분석, 서포트 벡터 회귀, 인공신경망, 랜덤 포 스트와 비교한 결과 본 제안모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다. 연구 결과는 보다 은 입력으로 신뢰성 높은 감정인식이 가능함을 입증했고, 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감정인식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 어 : 감정 측, 심 도, 심박변이도, 응 뉴로-퍼지 추론시스템, 소속함수, 감정 측 응 뉴로-퍼지 시스템

Abstract An accurate prediction of emo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sake of patient-centered medical device 

development and emotion-related psychology field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emotion prediction, 
no studies have applied the heart rate variability and neuro-fuzzy approach to emotion prediction. We propose 
ANFEP(Adaptive Neuro Fuzzy System for Emotion Prediction) HRV. The ANFEP bases its core functions on an 
ANFIS(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 which integrates neural networks with fuzzy systems as a vehicle 
for training predictive models. To prove the proposed model, 50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join the experiment and 
Heart rate variability was obtained and used to input the ANFEP model. The ANFEP model with STDRR and 
RMSSD as inputs and two membership functions per input variable showed the best results. The result out of 
applying the ANFEP to the HRV metrics proved to be significantly robust when compared with benchmarking 
methods like linear regression, support vector regression, neural network, and random forest. The results show that 
reliable prediction of emotion is possible with less input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accurate and reliable 
emotion recognition system.

Key Words : Emotion prediction, ECG, Heart rate variability, Adaptive Neuro Fuzzy Inference System, Membership 

function, Adaptive Neuro-Fuzzy System for Emotion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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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감정 측은 정보 시스템(IS) 연구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1]. 사용자의 감정 측은 사람-컴퓨터 상호

작용 (HCI) 는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과 같은 정

보 시스템 역에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더

욱 발 하고 있다. 개인에 한 감정 측은 사람의 안면

에 나타나는 표정, 언어 인 말과 손이나 몸의 행동 등을

이용하는 방법[2-4]과 사람의 생리신호인 심장박동, 뇌

, 피부 도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특징 정보를 추출

해서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5-9]. 최근 다양한 기

기에 간편하게 생리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들이 부

착되고 있으며, 여기서 수집된 개인의 생리신호를 사용

한 감정 측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10-12]. NeuroIS

연구의 다양한 도구 심장박동(HR)은 정보시스템의

인지 정서 과정에 한더 깊은 이해를 돕고있다[1,

13]. 를 들어, 산화 된 에이 트가사용자의심장박동

에서 감정을 측해서 자 경매에 미치는 향을 악

하고[14], 융 의사 결정의 결과에 한 감정을 감지하

거나[15], 능동 인 교육에서 신경생리학 상 계로

인지 몰입 수 을 단할 수 있다[16]. 따라서, 다양한

정보시스템 역에서 심장박동을 사용한 감정 측을

용해서 사용자의 감정상태에 반응하는 환자 심의 헬스

인포매틱스[17], 이-러닝 시스템[18]등의 구 이 가능하

다[27].

감정 측에 한 연구는 인공신경망, 서포트벡터머신,

랜덤포 스트 등의 학습방법으로 주로 수행되었지만, 심

박변이도와 뉴로 퍼지 시스템을 사용한감정 측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융합 인

에서 다양한 생리 신호 에서 간편하게 수집이 용이

한 심장 박동과 응 뉴로-퍼지 추론 시스템(ANFIS;

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을 용하여 개

인 감정 측 모형의 개발을 목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룬다.

RQ1: 생체신호로부터 개인의 감정을 효과 으로인식

할 수 있는 Adaptive Neuro Fuzzy system for

Emotion Prediction(ANFEP)을 제안한다.

RQ2: 연속형인 감정인 Valence를 측할 수 있는가?

RQ3: ANFEP이 기존의 감정 측 모형과 비교해 더

우수한 측성능을 보이는가?

2. 론  경

2.1  뉴로-퍼지 추론 시스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학습하는데 뛰어나지만, 이를 해석하고

규칙기반(Rule-based)의 지식표 은 용이하지 않다. 이

에 반해 퍼지 시스템(Fuzzy system)은 문가가 보유한

지식을 활용해 높은 수 의 추론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로부터 스스로 학습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공신경망

과 퍼지 시스템을 융합하는 것은 효과 인 지능형 시스

템을 만들 수 있다. 융합된뉴로-퍼지시스템은인공신경

망의 장 인 학습능력과 병렬연산, 퍼지 시스템의 장

인 문 인 지식의 표 모형의 설명력을 결합한다.

ANFIS는 인공신경망과 퍼지 시스템을 융합해 응

네트워크 구조로 표 되는 추론 시스템이다[19]. ANFIS

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에 합(Fit)하는

최 의 네트워크 라미터를 찾도록 최소자승법(LSM;

Least Square Method)과역 학습(BP; Back Propagation)

을 사용한다.

ANFIS는각 계층별 노드함수의 라미터를 조정함으

로써 주어진 훈련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응 네트

워크(Adaptive network)라 불려진다. ANFIS에서 각 계

층의 노드는 각각 다른 노드함수를 포함하며, 이 노드함

수의 라미터는 학습을 통해 조정된다. 그러나 각 노드

간의 링크는 노드 간 흐름의 방향을 표 할 뿐, 인공신경

망과 다르게 링크의 가 치나 라미터를 가지지 않는다.

ANFIS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노드 사각형은 라

미터를 포함하는 응 노드이고, 원형은 별도의 라

미터가 없이 주어진 연산을 수행하는 노드이다. ANFIS

의 각 계층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ig. 1. Structure of AN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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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1는 소속함수로 표 되는 퍼지집합이다. 소속함

수 

는 입력 에 해 퍼지집합  에 소속하는 수

을 나타낸다. 소속함수의 유형은 삼각형(Triangular), 사

다리꼴(Trapezoidal), 가우시안(Gaussian), 종형(Bell) 등

이 주로 사용된다.


  

     (1)

소속함수의 라미터는 조건부 라미터라고도 부르

며, 퍼지규칙의 조건부에 나타난다. 학습을 통해 오차가

최소화 되게 함수의 라미터 값을 조정하게 된다. 를

들어 종형함수의 경우 식 (2)와 같다.


 







 










    

(2)

Layer2는 규칙층으로써 각 퍼지집합의 소속도에 해

T-norm연산을 수행한다. 곱셈연산자를 사용해 모든 규

칙의 조건에 한결합을 계산하게 된다. 이 노드의 출력

은 다음 식과 같고, 퍼지 규칙의 합도를 나타낸다.


    

× 
     (3)

Layer3은 정규화층으로 규칙층에서 계산한 합도를

정규화 한다. 이 층의 노드는 규칙층에있는 모든 노드로

부터 합도를 입력 받아 규칙의 정규화 수행강도

(Regularization strength)를 계산한다. 정규화 수행강도

는 결과에 향을 미치는 모든 규칙에 한 수행강도 합

의 비율이다. 따라서 정규화 수행강도의 모든 값의 은

 이 된다.


    


     (4)

Layer4는 역퍼지화층이다. 이 층에 있는 노드들은 각

각 정규화 된 노드와 1 1로 연결되며, 기의 입력 값을

함께 받아들인다. 다음 식 (5), (6)으로 규칙의 가 결론

값을 계산한다.

  


  ∙     

(5)

(6)

는 정규화층(Layer3)의 출력 값이고, {  }은

라미터집합으로규칙 의 결론부 라미터이다. 학습

과정을 통해 최소의 오차가 되도록 라미터 값이 수정

된다.

Layer5: 역퍼지화 층으로 단일노드이며, 하 계층의

모든 입력 값으로 부터 식 (7)과 같이출력값을 계산한다.

이를 통해 ANFIS의출력 값은 연속 인 값을 가지게 된

다. 본 논문에서 출력 값은 Valence 측 값을 의미한다.


 ∙









∙



  

(7)

ANFIS로 생성된 측모형의 검증은 모형 생성을

해 사용된 출력값과 모형을 통해 산출한 측값의차이

를 사용한다. 일반 인 방법으로 평균 제곱근 편차

(RMSE; root-mean-squared error)를 ANFIS 측모형

의 검증지표로 사용한다. 는 출력 값 에 해 모형으

로 측한 값이다. 모형의 RMSE가 낮을수록 정확도는

높다[26].

RMSE 


n


i  

n

xixi (8)

2.2 심 변 도  ANFIS  용한 감 측 모형

생리신호를 사용한 감정 측 모형은 시람의 신체에서

수집된 심박변이도, 호흡주기, 뇌 등과 같은 생리신호

를 입력 값으로 하고, 개인으로부터 설문으로 수집된 감

정 상태를 측하는 모형을 의미한다. 심장박동을 사용

한 감정 측은 비선형 인 학습방법인 인공신경망이나,

서포트벡터머신 기반의 모형에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

었다. Haag et al.(2004)는 감정 측 인공신경망을 사용

한 모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20]. 연구자들은실험

참가자에게 감정유발 사진(IAPS)을 제시하여 감정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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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하면서 6가지의 생리신호 – 액량 펄스(Blood

Volume Pulse), 심 도(Electrocardiogram), 피부 도도

(Electrodermal Response), 호흡활동(Respiration Activity),

피부 온도(Skin Temperature), 근 도(Electromyogram)

- 를 수집해 감정 측에 인공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

다. Kukolja et al.(2014)은 시각 인 자극으로 감정을

유발하고 심박을 측정하여, 슬픔, 오, 공포, 행복, 립

(sadness, disgust, fear, happiness and neutral)의 5가지

감정 측에 6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21]. Guo et

al.(2016)은 심박변이도와 SVM을 사용하여 5가지 감정

에 해 57%의 감정 측 정확도를 나타내었고[12],

Rakshit et al.(2016)은 행복, 슬픔, 립의 3가지 감정에

해 84%의 정확도를 나타냈다[11].

퍼지추론 시스템이나 ANFIS는 감정 측 분야에서 아

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andryk et

al.[22]과 Katsis et al.은 각각 맘다니 퍼지 시스템

(Mamdani fuzzy system)과 ANFIS을 사용하여 운 자

의 감정을 측하는 모형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효과

인 감정 측이 가능함을 제시하 다[23]. Katsis et

al.(2011)은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근 도

(EMG), 심 도(ECG), 호흡량(RSP), 피부 도도(EDA)

를 수집하고 감정 측 모형을 생성하 다[5]. 감정 측

모형은 ANFIS를 사용하여 편안함, 립 , 깜짝 놀람,

불안, 매우불안(Relaxed, neutral, startled, apprehensive,

very apprehensive)에 한감정을 84%의 정확도로 측

하 다. Kamaruddin(2012)는 ANFIS를 사용하고 음성

(Speech)에서 화남, 행복, 립, 슬픔의 감정을 90%정확

도로 분류하는 모형을 만들었고[24], Malkawi(2013)은

14가지 생리신호와 ANFIS를사용하여 22가지 감정을

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나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하 다[25].

이 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GSR, ECG, EMG, HR과

같은 다양한 생체신호를 사용해서 감정의유형을 분류하

는 연구를 수행하 지만, 심박변이도를 사용하고

Valence값을 측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박변이도를 입력변수로 하고, Valence값을

ANFIS로 측하는 ANFEP(Adaptive Neuro Fuzzy

system for Emotion Prediction)을 제시한다. 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ANFEP 모형의 성능을 다른 감정 측 모

형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3. 연

본 연구는 생리 실험으로 피험자의 생리신호를 수집

하고 이를 분석해 감정 측을 실행하 다. 실험 참가자

들에게 음향으로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 유발 이 , 이후

후의 심장박동을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하 다. 실험완료

후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 과 자극에 사후설명 소정

의 사례를 지 하 다.(IRB No.2015-05-007-008)

3.1 감  극

본연구실험의감성자극을 해 정, 부정감정을유

발하는 음향으로구성되었다. 사람은 시각, 청각, 과거경

험 회상 등의 다양한 자극으로 감정이 유발된다. 본연구

는 음향을 사용한 청각을 자극으로 감정을 유발한다[28].

정감정 청각자극은 부드러우면서 상쾌한 클래식 음악

을 들려 다. 부정감정 청각자극은 듣기에 불편한 소음

과 침울한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되었다. 청각자극은 각

각 6분 정도로 192k BPS의 소리 일로 재생되었다.

부정감정 자극: 사이 , 여성비명, 드릴 , 호랑이 울음,

베르디의 퀴엠

정감정 자극: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비발디의 사계

, 모차르트의 두 의 피아노

실험은 외부의 소음에 향이 없도록 독립 인 공간

에서 실험기자재만 배치하여 피험자가 실험에 집 할 수

있도록 하 다.

3.1 연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서울에 치한 학

교에 재학 인 학생 50명으로 부터청각자극으로 유발된

감정이 유지되는 동안의 심 도를 수집한 자료이다. 피

험자는 남자 18, 여자 32명이고, 연령 는 19~27이다.

정 피험자 26명, 부정 24명으로 /부정 감정 데이터가

하게 수집되도록 하 다.

감정은실험참가자에게SAM(Self-Assessment Manikin)

을제시하고 자기보고 방식으로측정하 다. 측정 척도는

Valence를 1(불쾌한)~9(기분좋은)의 숫자로 나타내도록

했다.

심 도는 극을 Einthoven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양

쪽 손목과 왼쪽 발목에 부착하고 측정하 다. 실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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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음 5분간은실험참가자에게 별도의 자극 없이 표

상태의 심 도를 측정하고, 5분이 지난 후 감정 유도를

한 음악과 소리를 5분간 들려주면서 감정 상태의 심

도를 측정하 다. 심 도의 측정은 BIOPAC MP150을

사용하고, 안정 인 심 도 데이터를 얻기 해

AcqKnowledgev 4.1을 이용하여 1 Hz ~ 35 Hz의 주 수

에 밴드 패스 필터(Band pass Filter)를 용하여 노이즈

를 제거하 다.

노이즈가 제거된 심 도에서 심박동 사이의 간격(RR

interval) 데이터를 추출하 다. 실험 동안의 표 상태와

감정유발 상태의 심선도를 각각 text 일 형태로 장해

심박변이도 계산 소 트웨어인 Kubios에서 심박변이도

를 계산하 다. 연구를 해 시간 역 지표인 RMSSD,

SDNN, mean RR이고, 주 수 역 지표는 HF(ms2),

LF(ms2), VLF(ms2), LF/HF(ms2), Total Power(ms2)의

총 8가지의 심박변이도를 추출하고, 식 (9)와 같이 표

상태와 감정상태의 차이를 심박변이도 변동비로 계산하

다.

변동비
 본

감
 본


× (9)

3.2 감 측 모형 생

ANFEP(Adaptive Neuro Fuzzy system for Emotion

Prediction)를 개발하기 해 8가지 심박변이도 변동비를

입력으로 하고 Valence를 출력으로 하는 ANFIS기반의

모형을 생성하 다. ANFEP모형 생성은 Matlab 7.14에

서 실행하 다. 본 연구의 측모형생성 차를 Fig. 2로

나타내었다.

Fig. 2. Process of ANFEP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심박변이도와 감성 데이터를

Matlab에 재하고, 모형을 학습하기 한 Training 데

이터 셋과모형 검증을 한 Checking 데이터 셋을 생성

한다. Training과 Checking 데이터 셋은 체 데이터를

7:3비율로 나 어 각각 35건, 15건으로 구성하 다.

ANFIS모형 학습의 입력 변수 갯수는 2개로 설정하 다.

소속함수는 ANFIS 련 연구에서 주로 이용하는 종형

(Bell)을 용하 다. 소속함수의 수는 최 2개부터 최

5개까지 증가하면서 모형 생성을 반복 으로 수행하

다. 이후 Matlab에서 exhsrch함수를 사용하여 ANFIS

모형을 생성하 다. exhsrch함수는 연구자가 설정한 입

력 변수의 갯수로 입력변수들을 조합해서, 각각의 조합

만큼의 ANFIS모형과 결과를 생성한다. 본 연구는 8개의

심박변이도 변수에 해 변수 2개씩 조합하도록 설정하

여 총 28개의 모형을 생성하 다. 생성된 ANFIS모형의

평가는 입력값과 측값의 차이인 RMSE를 사용하 다.

Fig. 3에 본 연구의 데이터인 8개 심박변이도 변수

에서 2개씩을 입력하고, 3개의 소속함수로 설정해서 생

성된 ANFIS모형의 RMSE를 나타내었다. 그래 의 x축

은 입력변수의 조합이고, y축은 모형의 오차인 RMSE이

다. 빨간 원은 Training의 RMSE를 나타내고, 란 별표

는 Checking의 RMSE수 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포인

트의 수 이 낮고, 차이가 작을수록 모형이 안정 인 것

을 의미한다. LF와 Total Power의 RMSE차이가가장 크

고, STDRR과 RMSSD의 RMSE차이가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속함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변경하며 감정 측 ANFIS모형을 생성하 다.

Fig. 3. Error of ANFIS Structure (Training & Checking)

연구의 목 은 심박변이도로부터 효과 인 개인의 감

정을 측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ANFIS기반의

ANFEP(Adaptive Neuro Fuzzy system for Emotion

Prediction)을 제시하고, ANFEP을 다른 감정 측 모형

과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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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결과  

4.1 감 측 모형 합  평가

본 연구의 ANFEP에 2가지 심박변이도를 입력으로

할 때, Valence의 측정확도가 가장 높은 입력 변수의

조합을 Table 1로 정리하 다. 실험결과 각 입력변수에

해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를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Training의 RMSE는 1.18에서 0.5으로 감소하

고 Checking은 0.94에서 0.5로 감소하 다. 소속함수를 5

개까지 증가하 으나 RMSE는 0.5수 에서 뚜렷한 감소

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입력변수가 2개고 소속함수를 3

개인 ANFEP모형이 Training과 Checking의 오차의 차

이가 가장 작고(Diff=0.0059), 모형의간명성 에서 가

장 은 소속함수와 룰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가장 우수

한 모형으로 선정하 다. 모형의 결과로 단할 때 심박

변이도 STDRR과 RMSSD가 감정 측에 향을 미

치는 주요 변수로 볼 수 있다.

input1 input2 RMSE NFPIV* NOFR**

Training Checking

MeanRR STDRR 1.18 0.944 2 4

STDRR RMSSD 0.504 0.498 3 9

MeanRR Total
Power

0.459 0.514 4 16

MeanRR LF/HF 0.228 0.504 5 25

* NFPIV(number of function per input variable),
** NOFR(number of fuzzy rules)

Table 1. ANFEP model performance

심박변이도 STDRR과 RMSSD를 사용한감정 측 모

형생성 시 몇 번의 학습(Epoch)으로 최 의 모형이 생성

되는 분석하 다. Epoch이 진행될수록 Training과

Checking의 RMSE는 감소하 고, 17번째 Epoch에서 가

장 낮은 RMSE를 나타냈다(Fig. 4 참고).

한, 본 연구의 ANFEP모형에서 합된 소속함수는

종형으로 학습과정을 통하여 입력된 STDRR과 RMSSD

에 최 화 되었다. 각 입력변수당 소속함수는 3개로 그

형태는 STDRR은 Fig. 5와 같이 소속함수가 합되었으

며, RMSSD는 Fig. 6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ANFEP모형을 사용하여 STDRR의 변동비는 –0.193이

고, RMSSD의 변동비가 0.374로 입력하 을 때, Valence

는 3으로 측되었다(Fig. 7 참고).

Fig. 4. RMSE by Eproch

Fig. 5. Function plots STDRR

Fig. 6. Function plots RMSSD

Fig. 7. Valence prediction using ANFEP

4.2 감 측 모형간 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NFEP과 다른 감정 측 모형

의 비교한 실험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교 실험은데이

터 마이닝 도구인 웨카(WEKA)에서연구 데이터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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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감정 측 모형 생성에 사용한 학습모형은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서포트벡터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랜덤

포 스트(random forest)이다. 각 학습모형에 필요한

라미터는 웨카에 설 된 기본 값을 사용하 다. 분석 결

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ANFEP의 RMSE가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형회귀분석은 ANFEP에 비해서는 오

차가 4배(RMSE=2.03) 가량 높게 나타났고, ANFEP의

다음으로 오차가 낮은 랜덤 포 스트는 2.94배

(RMSE=1.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ethod RMSE

linear regression 2.03

support vector regression 2.02

artificial neural network 1.88

random forest 1.47

ANFEP(proposed) 0.50

Table 2. Result of Emotion prediction model

5. 결론

본 연구의 기여 은 첫째, 생체신호로부터 개인의 감

정을효과 으로인식할 수있는 ANFEP을 제안한다. 이

의 연구들은 다양한 감정 측 모형이 제안되었지만

복잡하고 심장박동을 이용한 감정 측 방법은명확한 결

론을 내리지 못하 다. 제안한 ANFEP은 개인의 생체신

호인 심박변이도를 입력으로 하고 응 뉴로-퍼지 추

론 시스템(ANFIS)을 이용한 감정 측 모형으로 다양한

심박변이도의 조합 감정 측에 효과 인조합을 찾고

최 의 감정 측 모형을 생성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양한 심박변이도 STDRR과 RMSSD의 두 가지 지표

를 사용한 감정의 측이 가능해 보다 단순하면서도 정

확한 감정 측에 응용이 가능하다. 둘째, 이 의 연구들

은 범주화된 감정 유형을 측하는연구가 부분이지만

[11, 12, 21], 본 연구는 1~9 으로 측정된 연속형의 감정

인 불/쾌감(Valence)을 측한다. 이것은 주 일 수 있

는 감정을 보다 유연하게 측이 가능하다. 셋째,

ANFEP이 기존의 감정 측 모형과 비교하여 더 효과

임을 밝힌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ANFEP이 다른

감정 측 모형에 비해, 약 3∼4배 높은정확도 향상을 확

인하 다. 이것은 ANIFS의 소속함수가 심박변이도의

합에 더 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감정인식 시스템을 구

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27]. 특히 최근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는 사물 인터넷이 사용자와 상호작용 할 때, 사용

자의 감정을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측하고 응하는

것이 요하다[29].

향후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IT시스템과 융합하여

실용 인 의 감정 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다양한 표본에 용해

보고 고도화하는연구가필요하다. 그리고, 본연구에사

용되지 않은 다양한 심박변이도 변수를 용한 감정 측

모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심박변이도로는

시간 역 지표인 Mean HR, HRV triangular index,

NN50, pNN50 등이 있으며, Wavelet 변환을 통한 다양한

주 수 역 지표를 사용하는 감정 측의 효과와 향력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추가 으로 감정 측을

해 피부 도도, 호흡량, 뇌활성 부 , 뇌 등과 같은

복합 인 생체신호를 사용하는 모형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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