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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opose a model that recognizes potential users’ emotional response toward design by classifying 
Electroencephalography(EEG). Studies in neuroscience and psychology have made an effort to recognize subjects’ emotional response by 
analyzing EEG data. And this approach has been adopted in design since it is critical to monitor users’ subjective response in the preface of 
design. Moreover, the building design process cannot be reversed after construction, recognizing clients’ affection toward design alternatives 
plays important role.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record subjects’ EEG data while they view their most/least liked images of 
small-house designs selected by them among the eight given images. After the recording, a subjective questionnaire, PANAS, was distributed 
to the subjects in order to describe their own affection score in quantitative way. Google TensorFlow was used to build and train the model. 
Dataset for model training and testing consist of feature columns for recorded EEG data and labels for the questionnaire results. After 
training and testing, the measured accuracy of the model was 0.975 which was higher than the other machine learning based classification 
methods. The proposed model may suggest one quantitative way of evaluating design alternatives. In addition, this method may support 
designer while designing the facilities for people like disabled or children who are not able to express their own feelings towar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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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1)

건축 계획 및 초기설계 단계에서 건축가는 건축주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다

양한 설계 대안을 제시한다. 이후 건축주는 제시된 설계 

대안을 평가하고 요구사항을 발전시킨다. 이 과정이 반복

되면서 설계 대안들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

며 이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들은 향후 의사결정의 근거

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Lertlakkhanakul, Choi & Kim, 2008, Shen, Shen & 
Xiaoli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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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가가 제시하는 설계 

대안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시공 완료 후의 

모습을 상상해내는 능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설계품

질 또한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Kiviniemi, 2005). 
특히 건축 분야는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달리 시공 이후 

설계를 수정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제품의 수명 

또한 길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 프로세스는 의사결정 참

여자들의 평가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건축 정보 관리 플랫폼인 BIM 기술은 건축물의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3D 모델 기반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건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BIM 기술은 물리적인 

건물 구성요소들의 정보만을 다루기 때문에 예비 사용자

의 감성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기록된 뇌

파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파악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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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란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이며 뇌파전위

기록술(Electroencephalography, 이하 EEG)이란 피실험자의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이를 통해 뇌파를 증폭시키고 

기록하는 기술을 말한다(Schomer & Silva, 2010). 신경 과

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뇌파와 뇌파전위기록술을 활용

하여 피실험자의 심리적 안정도와 정신 건강상태를 살피

는 연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파악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Ekman & Friesen, 
1971). 특정 조건에서 기록된 뇌파를 분석 및 분류하여 

피실험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내용의 연구를 감정 인식

(Affection Recognition)이라 한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감정 

및 감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컴퓨터 인터페이

스(Brain-Computer Interface, 이하 BCI)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심리 치료,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다

양한 머신러닝 및 딥러닝 알고리즘이 뇌파 데이터를 분

석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정확도 또한 향상

되고 있다. 

건축가는 비용, 시공 가능성, 타당성 등의 정량적인 요

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감성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설계

를 진행한다. 따라서 건축가가 제시한 설계안에 대한 예

비 사용자나 의사결정 참여자의 감성적인 반응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도 뇌파를 활용

하여 예비 사용자 및 재실자의 생체 반응을 기록한 사례

가 있지만 데이터를 분류하여 피실험자의 감성적인 반응

을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설계안에 대한 사용자의 감

성 반응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딥러닝 분류모델

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딥러닝 분류모델 구축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2 장에서는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하여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뇌파를 

활용하는 데 있어 그 한계를 밝히고 본 연구에서 활용할 

뇌파와 뇌파 기반 감정인식, 딥러닝 분류 방법에 대한 이

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3 장에서는 고찰된 내용을 바탕으

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한다. 실험은 뇌파전위기록술을 

활용한 뇌파 데이터 측정과 설문지 조사로 이루어진다. 4

장에서는 딥러닝 분류모델을 구축하고 훈련시킨다. 이후 

모델의 정확도와 기존 머신러닝기법 분류모델의 정확도

를 비교한다. 5장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의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건축 분야에서의 뇌파 활용

의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뇌파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외

부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살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특정 상황에서의 피실

험자의 수면 패턴, 뇌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는 정량적

인 생체 데이터로서 뇌파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뇌파를 활용하여 건축 환경 조건 변화와 수

면 패턴 간의 상관관계 분석 내용의 연구, 특정 공간에서

의 사용자의 주의집중도 및 생산성 관련 연구, 공간 디자

인 및 색상에 대한 사용자의 생체반응 변화 관찰에 대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건축 환경 조건 중 하나인 온도와 피실험자의 수면 만

족도, 수면 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뇌파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실험자의 수

면 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Pan, Lian & Lan, 2011, 
Lan et al. 2013, Lan, Lian & Lin, 2016). 그에 비해 Lan 
& Lian (2009), Lee, Choi & Chun (2012), Zhang et al. 
(2017) 공통적으로 환경 내에서의 거주자의 생산성과 주

의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파전위술과 관련 

기술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향의 연구 모두 건축 환경 

조건 변화에 따른 재실자의 생리적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뇌파전위술을 활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해 Hwang, Kim & Kim (2013), Hwang et al. 
(2014), Ryu & Lee (2015) 은 공통적으로 피실험자들의 

감성적인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파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

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향의 연구들은 수면 만족도와 

업무 생산정 정도를 뇌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 조건을 도출해내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비해 Hwang, Kim & Kim (2013), Hwang et al. (2014), 
Ryu & Lee (2015)의 연구는 건축 계획 및 초기설계 단계

에서 공간 이미지에 대한 예비 사용자의 감성적인 반응

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뇌파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세 연구 모두 뇌파 측정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컴퓨터로 제작한 공간 이미지를 피실험자에게 제시하

였으며 피실험자가 이를 관찰하면서 발생하는 뇌파를 기

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상업공간에서의 재

실자의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의집중도를 파악한 내

용의 연구(Kim, Kim & Kim, 2016) 등을 선행연구로 제시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들은 뇌파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실

자의 감성 반응과 생체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

를 통해 설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측정된 뇌파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며 뇌파를 매핑하고 그 변화

를 기술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접근방법은 특정 상황에서 공간에 대한 정량

적인 평가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설계 프로

세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피실

험자의 주관적인 감정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

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건축 설계 과

정에서 보다 높은 설계품질을 구현하고 설계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사용자의 감성을 필

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설계 프로세스는 반복과 

재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사용자의 감성 반응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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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성과 감정을 파악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건축 분야에서 그 도입은 부

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파를 기반으

로 사용자의 감성을 분류해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설계 프로세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2.2 뇌파 기반 감정 인식

뇌파 기반 감정 인식(EEG-based Affection Recognition)
이란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피실험자의 뇌파를 측정하

고 이를 분석하여 대상의 감정을 파악하는 내용의 연구

이다. Schwartz, Davidson & Maer (1975)의 연구가 뇌의 

우측 반구가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

한 이후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감정 인식 관련 연

구는 1) 감정 모델(Emotion Model) 선정, 2) 실험: 뇌파 측

정과 설문지 작성, 3) 뇌파 분석 세 순서로 이루어진다. 

감정 모델이란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이론적이고 구

조적인 프레임을 말한다(Ekman & Friesen, 1971, Russell 
1980, Watson, Clark & Tellegen, 1988). 감정 모델은 이산 

모델(discrete model)과 연속 모델(continuous model)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Ekman & Friesen (1971)의 연구에

서는 사람의 감정을 6가지(happiness, surprise, anger, 
disgust, sadness and fear)로 구분한다. 이에 비해 연속 모

델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일종의 연속적인 상태로 분석한

다. 다양한 연속 모델 중에서도 사람의 감정을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ion)”과 “부적정 감정(Negative 
Affection)” 두 가지 연속적인 상태로 다루는 Watson, 
Clark & Tellegen (1988)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의 감정을 파악하

기 위해 “PANAS”라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를 사용한다. 이 설문지는 10개의 “긍정적 감정”관련 

질문과 10개의 “부정적 감정” 관련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는 5점 척도로 총 20개의 문항에 대해 답

변하게 된다. 응답된 설문지를 통해 개별 피실험자의 감

정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1, 3, 5, 9, 10, 12, 14, 16, 

17, 19번 문항의 점수를 더하면 “긍정적 감정점수

(Positive Affection Score)”를, 2, 4, 6, 7, 8, 11, 13, 15, 

18, 20번 문항을 더하면 “부정적 감정점수(Negative 
Affection Score)”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감정점수는 

향후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실험자의 감정

을 파악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된다. 

2) 실험: 뇌파 측정과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는 피실험

자를 선정하고 뇌파를 측정하며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진

다. 이 단계는 피실험자 선정, 피실험자의 감정 유발과 

뇌파 측정, 설문지 작성 순서로 진행된다. 피실험자를 선

정하는 과정에서 정신 병력이 없는 대상이 선정된다. 그 

후 연구자는 피실험자에게 이미지나 동영상을 제시하고 

이때 발생하는 뇌파를 기록하게 된다. 뇌파를 기록한 후 

피실험자의 감정은 피실험자가 제시된 자극물에 대해 느

낀 주관적인 감정을 설문지 작성 결과를 통해 정량적으

로 평가된다. 

3) 뇌파 분석 단계의 목표는 피실험자의 감정을 평가할 

수 있는 뇌파 데이터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 뇌파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 과거에는 관찰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SVM, Clustering- Fuzzy C-means, 딥러닝 등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딥러닝 분류 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감정 인식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내용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Fig.1.은 1) 감정 모델 선정, 2) 실험: 뇌파 측정과 설문

지 작성, 3) 뇌파 분석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1) 감정 

모델 선정 단계에서 설정된 감정 모델은 이후 단계에서 

사용될 설문지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2) 실험 단계에

서는 특정 상황을 피실험자에게 노출시키고 이때 발생하

는 뇌파를 기록하게 된다. 그 후 연구자는 피실험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지 결과를 통해 피실험자의 감정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3) 분석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기록된 뇌파 데이터와 설문지 조사 결과

값간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Figure 1. A process of Affection Recognition Using EEG

2.3 딥러닝 기술과 뇌파 기반 감정 인식  

Hinton & Salakhutdinov (2006)는 다수의 은닉층(Hidden 

Layers)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을 2006년 발표하였다. 기존의 인공신경망 기술과는 달리 

딥러닝 기술은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분류

(Classification), 군집화(Clustering),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Long-Short Term Memory(LSTM), 시지각 데이터 처

리를 위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회귀 분석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딥러닝 기술은 크게 입력층(Input Layer), 은닉

층(Hidden Layers), 출력층(Output Layer) 세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은닉층은 여러 개의 노드와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 노드 간의 연결 정도를 의미하는 가

중치(weights)와 바이어스(biases)로 구성되어 있다. 딥러닝 

분류 모델은 훈련 횟수를 반복하면서 가중치와 바이어스

를 계산해나가며 실제 데이터의 분류값(labels)과 오차가 

적은 예측값(predictions)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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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a)는 노드, 가중치값, 바이어스값과 활성화 함수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a)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구성될 

경우 (b)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Fig.2. (a)에서 단일 노드

는 하나의 입력값(xn)을 가진다. 하나의 입력값은 가중치

값(wn)과 곱해지게 된다. 곱해진 값들은(x0w0...xnwn) 활

성화 함수의 입력값으로 입력된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신

호를 출력신호로 변환하는 비선형 함수이며 데이터를 비

정형 형태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Fig.2. (b)는 (a)의 구

조가 반복되어 전체적인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Figure 2. (a) Nodes, Weights, Biases, Activation Function 

(b) Deep Neural Network Structure

훈련 방법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의 특징값(features)을 기반으

로 예측값을 도출해낸다. 이때 모델에 실제 데이터의 분

류값을 함께 입력층에 입력하는 경우 모델은 도출해낸 

예측값과 데이터 분류값(labels)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

로 모델은 발전해나간다. 이에 비해 비지도학습 방법은 

입력층에 실제 데이터의 분류값을 입력하지 않는다. 

Fig.3.은 지도학습 방법의 순서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다. 1) 데이터 입력에서는 데이터의 특징값과 실제 데이

터 분류값이 딥러닝 모델에 모두 제공된다. 훈련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훈련용 데이터셋

(training dataset)과 평가용 데이터셋이(test dataset) 나누어

진다. 훈련용 데이터셋을 통해 모델이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값을 도출해낸다. 이후 모델은 데이터의 특징만

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예측값을 생성해낸다. 이때 데이

터의 실제 분류값은 모델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후 모델

은 실제 분류값과 예측값간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

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중치와 바이어스값을 다시 조정하

게 된다.

  감정인식 분야에서도 최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

여 분류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뇌파 데이터가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다양한 항목을 가진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Figure 3. Process of Deep Neural Network Training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설계안에 대한 사용자의 감

정을 분류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모

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뇌파 측정과 설문지 조사를 시행한다. 이후 뇌파 데이터

와 설문지 결과값을 각각 데이터의 특징값과 실제 분류

값으로 설정하여 지도학습 방법으로 모델을 구축한다. 

3. 실험의 개요 및 분석방법 

3.1 실험 개요 및 순서

본 실험의 목적은 사용자의 건축 공간에 대한 감성 인

식을 위한 뇌파 기반 딥러닝 분류모델을 훈련시키기 위

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에 있다. 데이터는 뇌파전위술로 

기록된 뇌파 데이터와 피실험자들이 응답한 설문지 데이

터로 구성된다. Fig.4.에서 뇌파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이 

피실험자의 감정을 분류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특징

값으로 입력되며 피실험자가 작성한 설문지 결과값은 데

이터의 실제 분류값으로 입력된다. 

실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20대 연령의 남자 6

명과 여자 12명 총 18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9월 

둘째 주에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장소

의 소음, 조도 등의 환경변수는 통제되었다. 피실험자들

의 뇌파는 Emotiv사의 “EMOTIV EPOC+ 14 Channel 
Mobile EEG”기계를 사용하여 기록되었다. Liu. Y et al. 
(2012)는 실제 피실험자의 뇌파와 뇌파장비 간의 동기화 

정확도를 표현하는 SSVEP 지수를 활용하여 Emotiv사의 

뇌파 측정 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피실험자의 뇌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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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증되었으며 비침투방식으로 안전한 Emotiv사의 장비

를 활용하여 피실험자의 뇌파를 측정하였다(Emotiv, 
https://www.emotiv.com/epoc/, 2018). 

피실험자들에게 50cm의 파티션으로 둘러싸여진 개인 

책상과 모니터가 제공되었다. 실험은 1) 공간 이미지 제

시 및 선택 2) 기계 캘리브레이션 및 명상 3) 뇌파 측정 

4) 설문지 작성 순서로 진행된다. 

1) 공간 이미지 제시 및 선택 단계에서는 피실험자에게 

8개의 원룸 이미지를 제시하고 피실험자는 가장 선호하

는/선호하지 않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이때 제공되는 소

형 주택 이미지 중 네 장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수 인테리어 사례 중에서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은 사

진을 선정하였으며 네 장은 실제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공간을 선정하였다. Table 1.은 선정된 8개의 

공간 이미지 사진을 보여준다. 

Alt 1
(집꾸미기, 

2018)

Alt 2
(집꾸미기, 

2018)

Alt 3
(디아티스트매
거진, 2018)

Alt 4

Alt 5 Alt 6 Alt 7
Alt 8

(오늘의집, 
2018)

Table 1. Suggested Images of Small-House Design Alternatives

2) 기계 캘리브레이션 및 명상 단계에서는 피실험자는 

Emotiv사의 “EMOTIV EPOC+ 14 Channel Mobile EEG” 
뇌파 측정 기계를 착용한다. 기계 캘리브레이션 및 뇌파 

기록은 Emotiv사에서 제공하는 EmotivPr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Emotiv, https://www.emotiv.com/epoc/, 2018). 
이 단계에서 피실험자들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였다. 3) 

뇌파 측정 단계에서는 피실험자들이 선택한 이미지를 바

라보면서 발생하는 뇌파를 20초간 측정한다. 4)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는 피실험자들이 PANAS 설문지를 작성한

다. PANAS 설문지는 응답자가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진 단어들에 대해 응답하고 “긍정적 감정점수”와 “부

정적 감정점수”가 각각 계산된다. Crawford & Henry 
(2010)의 연구에서는 PANAS 설문지의 신뢰성과 정확성

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ANAS 
설문지를 사용하여 피실험자들의 감정을 정량적으로 측

정하였다. 

피실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가장 선호하는/선호하

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 2) ~ 4) 단계가 각각 한 번씩 

실행되었다. Fig.5. 는 실험의 단계별 순서와 각 단계에서 

사용될 실험 재료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Figure 4. DNN Classification Model Data Flow

Figure 5. Experimental Procedures

3.2 뇌파 측정 

뇌파 측정의 목적은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에 있다. 기록된 뇌파 데이터는 딥

러닝 모델이 예측값을 생성하는 근거가 되는 특징값 역

할을 한다. 실험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이후 피실험자

들의 개인 설문지 응답결과인 데이터 분류값과 대응되게 

된다.

뇌파 측정을 진행하기 위해 “EMOTIV EPOC+ 14 
Channel Mobile EEG” 기기가 사용되었다. 이 기기는 국제

표준전극 부착법의 AF3, F7, F3, FC5, T7, P7, O1, O2, 
P8, T8, FC6, F4, F8, AF4 총 14개 채널의 뇌파 데이터를 

초당 128번(128Hz)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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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피실험자들은 8개의 원룸 이미지 가운데 가장 선

호하는/선호하지 않는 것을 각각 선택하였다. 이미지는 

지정된 20인치 모니터(1600*900)에 제시되었으며 50cm 높

이의 파티션으로 둘러싸인 개인 책상이 제공되며 온도, 

소음, 조도 등 환경 변수가 통제되었다. 이후 피실험자는 

뇌파 기기를 착용한 채로 기계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는 

30~40초 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 후 20 초간 

자신이 선택한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발생

하는 뇌파를 기록하였다. 뇌파 측정 이후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같

은 순서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뇌파 측정은 총 18명의 인

원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 이미지 각각 2번

씩 총 36번이 진행되었다. Fig.6. (a)는 한 피실험자의 뇌

파를 기록하는 모습이며 (b)는 “EMOTIV EPOC+ 14 
Channel Mobile EEG”기계에서 기록할 수 있는 전극의 위

치를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c)는 뇌파를 실시간으로 기록

하고 있는EmotivPro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화면의 모습

이다. 

Figure 6. (a) EEG Recording of One Subject, (b) EMOTIV 

EPOC+ 14 Channel Mobile EEG((EPOC+ Headset Details, 

2018), (c) EmotivPro

3.3 설문지 작성: PANAS
설문지 작성의 목적은 딥러닝 모델을 지도학습 방법으

로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 셋을 생성하는 것에 있다. 이 

단계에서 피실험자들은 개인별로 각각 가장 선호하는/선

호하지 않는 이미지를 보면서 설문지를 작성한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감정 모델과 설문지 중에서 PANAS를 

사용하여 피실험자들의 감정점수를 계산하였다 (Watson, 
Clark & Tellegen, 1988). 이는 PANAS가 응답하기 간편하

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공간에 대한 예비 사용자 

혹은 건축주의 감정을 파악하고 향후 선호도 조사, 호감

도 조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PANAS 설문지의 경우 Watson, Clark & Tellegen 
(1988)의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감정점수”와 “부정적 

감정점수” 각각의 평균(29.7, 14.8)과 표준편차(7.9, 5.4)를 

제시하고 있어 피실험자가 응답한 각각의 감정점수들을 

서로 비교하고 상대적인 점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이 있다. 피실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선호하지 않

은 이미지를 보면서 각각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를 보고 있을 때 작성한 설문지의 “긍

정적 감정점수”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이미지를 보고 

있을 때 작성한 설문지의 “부정적 감정점수”를 계산하

여 활용하였다. Fig.7. (a)는 PANAS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한 피실험자의 모습이며 (b)는 작성이 완료된 하나

의 PANAS 설문지이다. 

Figure 7. (a) Subject Distributed PANAS (b) Answered 

PANAS

4. 딥러닝 모델 구현 

4.1 PANAS 설문지 결과 분석 

피실험자 18명의 “긍정적 감정점수”와“부정적 감정

점수” 총 36개의 PANAS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8명의 “긍정적 감정점수”평균은 29.2이었으며 표준편

차는 7.2으로 계산되었다. “부정적 감정점수”의 평균은 

27.4, 표준편차는 7.4로 계산되었다. 본 실험에서 계산된 

감정점수와 Watson, Clark & Tellegen (1988)의 선행연구

에서 제시한 감정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보았

을 때 “긍정적 감정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5, -0.7, “부정적 감정점수”의 경우 +12.6, +2 이었다. 

피실험자들이 응답한 “부정적 감정점수”의 평균값은 

기존 연구에 비해 높게 계산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

로 본 실험에서 “부정적 감정”이 피실험자들에게 뚜렷

하게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축 설계안을 선

택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점수”가 “긍정적 감정

점수”보다 높은 평균값을 가진다는 것은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Fig.8.과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긍정적 감정점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활용하

여 생성한 정규분포 그래프와 실험을 통해 계산된 “긍

정적 감정점수” 값을 비교한 다이어그램이다. 정규분포

는 면적그래프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계

산한 “긍정적 감정점수”값은 원형으로 표현하였다. 

Fig.9. 은 같은 방법으로 “부정적 감정점수”값의 정규분

포와 본 실험을 통해 계산된 “부정적 감정점수”값을 

비교한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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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ositive Affection Score 

Figure 9. Negative Affection Score

4.2 딥러닝 분류모델 훈련 데이터셋 

피실험자가 선택한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에 대해 응답

한 설문지의 “긍정적 감정점수”가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평균보다 낮을 경우 해당 피실험자의 데이터는 딥러

닝 분류모델의 훈련용 데이터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분류

모델의 과적합 혹은 과소적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훈련용 데이터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정

적 감정점수” 데이터에서 17개, “긍정적 감정점수”데

이터에서 8개가 훈련용 데이터의 범위로 선정되었다. 

Fig.10.은 세로 축에 “긍정적 감정점수”를, 가로 축에 

“부정적 감정점수”를 표시한 산점도이다. 그 후 해당 

피실험자에 대해 기록된 뇌파 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하였

다. 

Figure 10. Scatter Plot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on 

Score

Fig.11.은 구성한 훈련용 데이터셋이다. (a)는 14개 채

널의 뇌파 데이터로 모델이 예측값을 도출해내는 근거

가 되는 데이터의 특징값이다.  (b)은 설문지 조사를 통

해 계산한 피실험자의 감정점수 값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이미지에 대해 응답한 

“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점수”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균값보다 높을 경우 각각 “Positive”와 

“Negative”로 처리하였다. (c)는 데이터분류값으로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Negative”일 경우 1, “Positive”일 경우 

2로 처리하였다.

 

Figure 11. Deep Neural Network Training Dataset

(a) features: 14 Channel of Recorded EEG Data

(b) Affection: Re-Classified PANAS Results

(c) labels: “Negative”=1, “Positive”=2

(d) Subject ID

(e) Hz 



장선우․동원혁․전한종

92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ol.34 No.12 (Serial No.362) December 2018

Figure 12. Data Flow and Deep Neural Netowork Model Structuring Process with Simplified Code

4.3 딥러닝 분류모델 구축 

딥러닝 분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TensorFlow를 사용하

였다. Google에서 제공하는 TensorFlow는 다양한 딥러닝 

분류, 군집화, 회귀 분석을 지원하는 API뿐만 아니라 머

신러닝 API도 제공하여 그 활용성이 높으며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딥러닝 분류모

델은 3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은닉층은 

100, 200, 100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선 단계에서 

생성한 훈련용 데이터셋은 csv 파일 포맷으로 입력층에 

입력되었다. 

분류모델은 1)데이터 입력 및 정규화 2) 훈련용 데이터

와 평가용 데이터 분리 3) 훈련 4) 평가 및 정확도 측정

의 단계로 학습해나간다. 1)데이터 입력 및 정규화 단계

에서는 csv 포맷의 데이터가 입력층에 입력되고, 14 채널

의 뇌파 데이터가 채널별로 정규화된다. 이는 특정 채널

의 뇌파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다른 채널의 데이터값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데이터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게 하기 위함이다. 2) 훈련용 데이터

와 평가용 데이터 분리 단계에서는 “train_test_split”함수를 

활용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훈련용 데이터셋과 평가용 데

이터셋으로 분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구축하는 과

정에서 “train_test_split”함수를 활용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임의로 섞었으며(shuffle), 전체 데이터의 70%는 훈련용, 

30%는 평가용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3) 훈련 단계에

서는 딥러닝 분류모델이 뇌파 데이터의 특징값을 기반으

로 예측값을 도출하게 되며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의 분

류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오차를 계산한다. 훈련이 반복

되면서 모델은 가중치와 바이어스값을 변경하며 오차를 

줄여나간다. 4) 평가 및 정확도 측정 단계에서는 

“evaluate”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고 이

를 사용자에게 출력한다. Fig.12. 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하

고 모델을 구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13. 
에서는 TensorFlow 환경 내에서 모델을 구축하고, 위의 

언급한 세 단계로 모델이 훈련해나가는 구체적인 코드가 

제시되어 있다. 훈련 횟수를 반복하면서 구축된 모델은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최종적으로 모델의 정확도는 0.975로 평가되었다. 

Fig.14. 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모델이 오류를 줄여나가

는 그래프이다. 

Figure 13. TensorFlow Environment 

Figure 14. Loss Graph in Tensorboard 

4.4 딥러닝 분류모델 정확도 비교

앞서 제시한 딥러닝 분류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Support Vector Machine(이하, SVM), 
Naive Bayes Classifier 두 가지 종류의 머신러닝 분류 알

고리즘을 Matlab 환경에서 구축하였다. SVM 머신의 경우 

데이터를 좌표상에 표현한 후, 이를 두 개의 영역으로 분

류해낼 수 있는 경계를 생성해내는 알고리즘이며 Naive 
Bayes Classifier의 경우 독립 확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류해내는 알고리즘이다. SVM과 Naive Bayes Classifier 
알고리즘은 딥러닝 모델과 마찬가지로 14개 채널의 뇌파 

데이터를 데이터 특징값으로, PANAS 설문지 값을 데이

터의 실제 분류값으로 활용하는 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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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축되었다. 훈련 및 평가가 진행된 결과 SVM은 

0.6589, Naive Bayes Classifier는 0.4410의 정확도를 보였

으며 딥러닝 모델의 0.975 정확도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

였다. SVM의 경우 비정형 뇌파 데이터의 경계를 명확히 

생성하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Naive 
Bayes Classifier의 경우 실수 형태로 구성된 뇌파 데이터

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비정형 뇌파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에 있어 머신

러닝 모델에 비해 딥러닝 분류모델이 보다 적합한 방식

임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뇌파를 기반으로 공간에 대한 사용

자의 감성적인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딥러닝 분류모델

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

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PANAS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실험

자들의 “부정적 감정점수”가 “긍정적 감정점수”에 

비해 평균 감정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건축주 

혹은 예비 사용자가 설계안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감정” 보다는 “부정적 감정”

이 높은 감정점수의 평균을 기록했다는 점은 향후 추가

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딥

러닝 기법은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

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딥러닝 알고

리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로,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 훈련 횟수

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특정 정확도

에 도달할 경우 훈련 횟수의 반복보다는 데이터의 추가

가 정확도를 높게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었다. 목표 정확

도 달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의 개수는 향후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건축 기획 및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가 레퍼런

스를 선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모델을 활용하여 건축

주의 주관적인 선호도, 취향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참여자

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초기 설계단계에서는 건축가에 의해 제안된 

다양한 설계안 중에서 예비 사용자의 감성적인 반응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설계안 중 최종 설계안을 

선택하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로, 건축 설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장애인

이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비 사

용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관점에서 설계 과정을 진행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로, 향후 연구 과제로 모델을 훈련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간 이미지 활

용에 관한 연구, 연령별 및 성별 모델의 개발 및 데이터 

간의 비교, 범용 모델의 개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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