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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감성 ICT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감성변화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생체신호 

및 환경/상황신호, 영상신호, 음성신호 등을 센싱할 

수 있는 초소형/초정밀 센서 기술과 센싱된 생체신호 

및 환경신호를 처리 및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간

의 감성을 인식, 검증, 규격화하여 정보화하고 사용 

상황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고 감성맞춤형 제품 및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감성인지 및 처리기술은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한 기술이지만, 세부 기술분야

별로는 개발기, 도입기에 막 들어선 기술이 있는가 하

면,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기술도 있다. 세계 최고 수

준은 미국으로 유럽, 일본, 한국 등이 미국의 기술 수

준에 근접해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 연구분야에서 미

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Microsoft의 

컴퓨터에 부착된 무선 센서를 통해 생체신호 등을 측

정하여 스트레스를 추정하는 기술, MIT의 인간의 감

성을 측정하기 위한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 ETH(스

위스)의 감성인식 디바이스 기술 등 관련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MIT, MS, NTT Docomo, 어

펙티브미디어사 등 글로벌 연구기관은 감성융합기술

을 차세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감성인식 및 처리기술은 인간중심

의 스마트 모바일 기술 및 웨어러블 기술의 핵심기술

로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II장에서는 감성 ICT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 동향으로 센서 및 감성신호처리 기술, 감성

인지기술 동향을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이러한 감성 

ICT의 요소기술이 적용되어 제품 및 서비스화된 사례

를 위주로 하는 감성서비스 기술동향에 대해 다룬다. 

IV장에서는 감성 ICT 산업의 전통적인 ICT 분야와 非

ICT에의 감성 산업동향에 대해 기술하고 V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감성 ICT 기술동향 

1. 센서 및 감성신호처리 기술 

일상에서 우리는 빠르거나 느린 심장박동 또는 온 몸

에서 땀이 나거나 체온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심장근육, 민무늬근(smooth 

muscle) 또는 우리 몸의 외분비선을 조절하는 교감신경

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이 

되고 있으며, 자율신경계는 다양한 상황(위급, 평상 등)

에 따라 우리 몸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

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정하고 있다(<표 1> 

참조). 교감신경계는 흥분/긴장된 상태에서 크게 작용하

며, 부교감신경계는 심적인 안정상태에서 반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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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의 상황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조절에 의한 생

체 항상성 유지 작용은 몸의 이온 이동, 활동 전위의 전

달 등 생체신호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림 1)과 같이 비

침습(Non-invasive)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기, 임피던

스, 음향, 자기(Biomagentic), 화학, 광학신호의 변화 측

정이 가능하다(<표 2> 참조).  

최근, 생체정보 측정 기술은 건강 및 행복한 삶에 대

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무구속(無拘束), 무자각(無自覺)의 

특징을 갖는 손목형, 안경형 또는 플랙시블 형태의 생체

신호 측정 제품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감성인지를 

위한 생체신호 측정은 맥파 등의 측정 부위의 체적 또는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광학적 방법, 심전도, 

뇌전도 등의 생체 전기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비침습

(non-invasive) 전기적 방법 및 피부전기전도도(GSR: 

Galvanic Skin Response), 피부온도(SKT: Skin Tem-

perature) 등을 이용하고 있다.  

혈관에 반사되거나 혈관을 투과한 빛의 양을 측정하

는 광학식 맥파(PPG) 측정은 심장의 수축, 이완으로 발

생하는 혈액용적(blood volume)과 혈액 내 헤모글로빈

에 흡수되는 빛의 선형 관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주로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지 형태의 반사형 광학식을 사용

해 왔지만((그림 2) 참조), 사용자의 무구속, 무자각을 

위하여 점차 전용의 소형 맥파 측정 센서가 출시되고 있

다((그림 3, 4) 참조)[1]. 

심전도란 심장 박동 시 각 심근세포들의 분극/탈분극

으로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몸에 심

전도 전극이 직접 부착되는 심전도 측정 방법과, 정전용

량 방식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는 비접촉식 방

법 등이 있다. 사용자의 무구속/무자각을 위하여 초기 

심전도 센서는 소형화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근래에는 

장시간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 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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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피부에 부착이 가능하거나, 집적회로 형태의 

소형, 저전력 센서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3> 참조). 하지만 국내의 생체신호 측정 센서의 개

발은 회로의 소형화, 다기능에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감성인지기술 동향 

가. 생체 기반 감성인지기술 

생체로부터 감성을 인지하는 기술은 신경과학-심리

학-컴퓨터공학(과학) 등의 연결고리가 유기적으로 확장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

끼는 감성은 뇌파, 심전도, 피부전도도, 피부온도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 또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통해 생체

신호로 나타나 감성상태의 판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3].  

현재까지 진행된 생체기반 감성인지 기술은 경험적이

고 통계적인 Rule-based 기법과 기계학습법을 이용한 

연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Rule-based 기법에 의

한 기술들은 수많은 생체신호를 분석하고 감성을 표현

하는 감성 특성을 추출한 후, 감성별로 Rule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감성을 분류한다. 또한 기계

학습에 의한 감성인지 알고리즘은 신경망(NN: Neural 

Network), 서포트벡터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 kNN(k-Nearest Neighbor), 다계층 퍼셉트

론(MLP: Multi Layer Perceptron), 가우시안 혼합모델

(GMM: Gausian Mixture Model), 의사결정트리(DT: 

Decision Tree), 베이지안 네트워크(BN: Baysian 

Network) 등의 기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5]. 학습을 위

해서는 많은 양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성인식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트레이닝해야 한다. 따라서, 수집된 

학습 데이터의 신뢰도가 이후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크

게 좌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감성인

식 시스템에서는 과장되고 연출된 감정이 표현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감성이 포함된 학습 데이

터의 경우 인공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으

로 실제 상황에서 감성인식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생체신호 기반으로 감성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생체데이터의 수집

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체신호는 주위

의 환경조건이나 개인에 따른 심리 기저상태에 따라 감

성의 변화가 달리 측정될 수 있어, 단일 생체신호만으로 

감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6]. 그러므

로, 단일 생체신호만을 이용한 감성인지를 지양하고 여

러 생체신호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음성 

및 표정 등의 감성 측정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하

고 있다[7]. 

뇌파(EEG)를 이용한 감성인지기술 연구는 생체 인지

기술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이다. 뇌파는 다른 생

체신호들과는 달리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는데, 뇌의 

활동상태에 따라 알파파와 베타파가 감성과 연관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 알파파는 안정, 이완 또는 눈을 감고 

있을 때나 긍정감정일 때 나타나는 반면, 베타파는 부정

감정일 때 더 나타난다. 또한 뇌파연구에서는 SVM을 

이용하거나 Multiclass SVM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고

[8], 국내에서는 SVM과 K-means를 이용하여 행복, 공

포, 슬픔, 고요를 분류한 연구가 있다[9]. 하지만 뇌파를 

이용한 감성인지 기술의 실용화는 일상잡음의 해결이라

는 큰 벽을 넘어야 한다.  

뇌파 이외에도 뇌의 명령을 받아 반응하는 자율신경

계의 반응, 즉 갑자기 놀라거나 위험에 처하면 심장은 

빨리 뛰고, 얼굴 근육이 경직되고, 손바닥이나 목덜미 

등에 땀이 나며, 체온 및 신체 특정 부위의 온도변화 등

의 신체의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자율신

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율신경계의 반

응을 검출하여 신체 신호로부터 감성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자율신경계의 반응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생체신

호들로는 심전도(ECG), 근전도(EMG), 피부전도도(G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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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온도(SKT) 등이 있다[10].  

맥박을 통해 심박동변이율(HRV: Heart Rate Varia-

bility)와 심박수(HR: Heart Rate)를 이용한 연구가 감

성인지에 이용되고 있다. 맥박에서 HRV 산출 및 특징 

추출을 통해 감성 분류를 하고 있으나 맥박만으로는 정

확한 감성인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1].  

근전도(EMG)에 대한 감성인지는 주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감성을 인지하는 연구로, 얼굴의 근전도

를 통해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이

용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긴장도 등을 측정하여 감성인

지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긴장/각성 상태에서 EMG는 

증가하고, 이완상태에서는 감소한다. 하지만, 근육 긴장

의 절대 레벨은 측정되는 근육 부위에 따라 다르므로, 

세심한 측정이 요구되는 신호이기도 한다.  

피부전도도(GSR)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땀이 발생할 

때 증가되는 피부의 전도성을 의미하며, 이는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피부전

도도의 진폭(Amplitude)은 각성 또는 부정 감성일 때 커

지며, 반응의 속도(Latency)는 민감한 자극일 때 빠르

다. 반응의 민감도(Slope)는 갑작스럽거나 민감한 자극

일 때 커진다. 그러므로 피부전도도는 부정적인 감성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피부온도(SKT)는 신체의 특정 부위들에 대한 온도 지

표로써 체온과는 구별된다. 보통 핵심적인 생체신호 지

표는 아니지만 감성상태 변화에 대한 느린 지표로 사용

이 가능하며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일반

적으로 피부온도신호의 진폭이 커지면 이완이고 쾌적한 

긍정감정일 수가 있고, 작아지면 긴장 또는 불쾌한 부정

감정일 수가 있다.  

나. 영상 기반 감성인지기술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인지 기술은 사용자의 얼

굴 표정과 제스처를 읽어 들여 이에 따라 감성상태를 인

지하는 기법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법

이 얼굴표정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표정의 변화는 인간

의 얼굴 부위(눈, 눈썹, 입 등)의 얼굴 근육 변화에 의해 

각기 다른 감정을 표현한다[12]. 

얼굴 표정을 이용한 감성인식은 은닉 마르코프 모델

(HMM: Hidden Markov Model), 신경망 처리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상기반 감성인식 기

법으로 제스처는 음성과 얼굴표정 인식과 함께 사용될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몸짓으로부터의 감성

표현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박수를 

치거나 손을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것과 같은 제스

처를 인식해서 감성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손짓과 안구

의 움직임 등의 제스처는 감성표현의 중요한 요소이다

[13]. 얼굴 표정 인지는 분노, 슬픔, 혐오, 기쁨, 놀라움 

등 기본적인 감정표현에서 파생된 특징요소들의 변형을 

통해 인지하며, 안경, 머리모양, 표정 등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얼굴모양과 주변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얼굴의 형상과 외관을 주성분 분

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모델링하

여 입력 영상으로부터 눈, 코, 입 등의 위치를 자동 추출

하는 AAM(Active Appearance Model) 인식과 입력 영

상을 GW(Gabor Wavelet)으로 얼굴의 특징점을 통해 표

정을 인식하는 기술이 표정인식의 주요 기술로 발전 중

이고,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는 얼굴 근육 

움직임에 따른 감성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AU(Action 

Units)로 분류하여 얼굴 표정 변화에 대한 감성상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얼굴 표정 인지는 7 가지 핵심 감정을 확장한 24개의 

2차 감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13개의 내향적 감

정과 11개의 외향적 감정으로의 분류 및 감정분석에 대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 음성 기반 감성인지기술 

음성은 화자의 의사에 대한 의미정보를 소리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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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감성에 

따라 음성의 형식, 음의 강약, 장단, 고저 등이 각각 다

르게 발성된다. 이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운율이 서로 

다른 두 음성은 전혀 다른 의미 또는 의도를 표현하게 

된다. 또한 발성 속도, 각 발음 사이의 묵음구간의 길이, 

의성어도 사람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음성기반 감성인지는 크게 특징추출, 특징선택, 패턴

인식, 언어모델로 구성되며, 음성 신호의 단기간 특징 

또는 운율적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들 중에서 감성인식

에 효율적인 것을 특징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선별, 

패턴인식기를 이용하여 감성을 인지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음성에 대한 정보는 음성의 높이, 속도, 액센트, 템포, 

억양, 질, 어휘의 사용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이들 특성들은 성대의 길이, 성대 특성 등과 같이 선천

적으로 타고나는 조음 기관들의 물리적 특징들이 복잡

한 상호작용을 거쳐 나타나는데, 이러한 물리적 개인차

와 말하는 습성 등으로부터도 음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감성 인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로는 발음 세기, 

음질, 발음 속도, 피치, 평균, 피치 변화 범위, 피치의 

변화, 발음법 등이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음

성 파라미터는 음성신호의 정의된 구간에 대하여 계산

된 피치와 에너지값으로부터 평균, 표준편차, 최대 값 

등의 통계적 정보를 산출하여 감성인식에 사용한다. 음

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기법으로는 MFCC(Mel Fre-

quency Cepstrum Coefficient) 파라미터가 많이 사용되

고 있다. 같은 음소라 하더라도 감성상태에 따라 발음되

는 음성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감성인식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감성 인식을 수행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kNN, MLB(Maximum Like-

lihood Bayes), KR(Kernel Regression) 분류기 등의 

기본적 패턴인식 기법이 있다. 또한 피치와 에너지의 운

율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성모델 학습방법으로 HMM(Hidden 

Markov Model) 등이 사용되고 있다[14]. 

III. 감성서비스 기술동향 

최근 들어 영상, 음성, 생체, 뇌파 및 신체의 정보를 

감지하고 감성을 추출하여 감성응용서비스로 제공하고

자 하는 시도가 다방면에서 급격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감성 ICT는 이미 우리생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

양하게 제품 개발 라이브러리나 웹 형태로도 서비스되

고 있다[15].  

감성연구에 대한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MIT 미디

어랩에서는 생체 센서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기반으로 만성적 스트레스 

질환에 대한 예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16]. 또한, 자동차에 부착된 감성인지 센서를 

통해 차량 내부에서 감성을 추출하고 운전자의 경험적 

내용을 추가하여 운전환경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술 

개발 중에 있다[17].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미래 자동차시장의 핵

심은 감성기술의 접목임을 인식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 감성인지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도요타사에서는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모

니터링하고 286개 특징점을 추출하여 운전자의 감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도요타사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에 교통상황 및 안전

정보를 표시하고 음성 및 영상인식기술을 사용하여 운

전자의 기분에 맞추어 색상이 변경되며 휠을 사용하지 

않고도 운전자가 몸으로 조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는 콘셉트카인 FV2를 2013 도쿄 모터쇼에서 선보였다. 

또한, 벤츠사에서 개발한 Attention Assist System은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해도 표정으로 감성을 인지하

고 졸음 감지, 조향과 가속, 제동 등의 모니터링 서비스

를 제공해 준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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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Verbal사에서는 Emotions Analytics 제품을

통해 사람들의 기분, 태도, 개인 특성, 억양 등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감성을 인지하여 웹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6) 참조). 

Affectiva사에서는 Affdex라는 제품을 통해 영상으로

부터 얼굴 표정을 분석하여 감성을 인지하고 이를 비즈

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Emo-

tiont사에서는 얼굴 영상의 표정을 분석하여 실시간으

로 감성을 인식하는 구글 글래스앱 제품으로 여러 응용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API(App-

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한다((그림 7) 

참조).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키넥트 시스템 차기 버전에서

도 영상 기반 감성인지기술이 적용된다. 기존 키넥트 시

스템은 관절을 인식하여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이 사

용되었다면, 차세대 버전에서는 움직임을 통한 무게 중

심 및 개체 추출 기술과 함께 심박 생체신호, 안면 영상 

분석을 통해 감성을 인지하고 이를 게임에 활용함으로

써 게이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몰입도를 높이는 게임

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림 8) 참조). 

그밖에 MIT 미디어랩의 감성 컴퓨팅 연구팀에서는 

자폐증 환자의 생체신호 분석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는 

‘청각둔감게임(Auditory Desensitization Games)’ 프로

젝트, 간질 환자의 생체정보 수신과 분석을 통해 발작 

후 징후를 측정하여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한 ‘간질의 자

율 신경계 활동(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in 

Epilepsy)’ 프로젝트, 상품 구매 시 소비자의 감성을 모

니터링하여 상업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한 ‘소매업의 경

험을 다시 쓰다(Reinventing the Retail Experience)’ 프

로젝트, 일상생활에서의 미소 패턴 분석 및 감성 분석 

등을 통해 삶에 감성을 적용하기 위한 ‘미소의 시간적 

패턴을 탐색(Exploring Temporal Patterns of Smile)’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국내의 Brain IP사에서는 뇌파검출용 전극단자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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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뇌파를 검출하고, 음성을 

추가 지표로 하여 감성상태를 측정한 후, 음악을 선곡 

추천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이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 

중이다((그림 9) 참조)[18].  

이와 같이 감성서비스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헬스케

어, 시장조사, 온라인교육, 자동차, 고객 마케팅 및 일반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며 성장하고 있다. 

IV. 감성 ICT 산업 및 시장동향 

본 장에서는 감성 ICT 산업동향을 기술하고 감성 ICT 

산업과 감성 ICT 융합산업으로 구분하여 시장동향을 예

측 분석한다. 

1. 감성 ICT 산업동향 

모바일, PC, 게임산업분야에서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

해 제품의 감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반응 등을 통해 감성을 인지하여 사용자와의 다양

한 상호작용에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항공, 철도, 조선 등의 非ICT 산업분야에서도 

감성지능형 스마트자동차, 여행자 감성 품질 서비스, 감

성 좌석, 감성브랜딩, 감성 내부소재, 감성 엔터테인먼

트 등 다양한 형태의 감성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헬스케어, 웰니스, 테러피 산업 분야에서는 스트레스, 

불면, 우울증, 비만, 정서 불안 등 다양한 정신적 질환 

예방 및 치료와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산업에 IT, 의

료기기, 보험사, 스포츠 용품 제조사 등 글로벌 기업들

이 앞다투어 진입하고 있다[19]. 

2. 감성 ICT 시장동향 

본 고에서는 ‘감성 ICT 산업’을 기존의 ICT 산업에 감

성 기술이 적용되어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으로 정의하

고 ‘감성 ICT 융합산업’을 非ICT 산업에 감성기술이 융

합되어 새로이 탄생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20].  

감성 ICT 산업으로는 생체신호추출기기, Mobile 

Phone, Handheld 디바이스, 정보가전, 차세대PC, DC, 

패키지 SW, 통신서비스를 고려하였고 감성 ICT 융합산

업으로는 의료, 신변보호, 의류, 자동차, 항공, 건설 및 

인테리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감성 ICT 산업협회의 ‘감성 ICT 산업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를 토대로 감성 ICT 산업의 세계시장 규

모를 예측해보면, (그림 10)과 같이 2015년 1조 달러에

서 2020년 1조6천억 달러 규모로 연 10% 수준으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2015년 27조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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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11) 참조)[21]. 

감성 ICT 융합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그림 12)와 같

이 2015년 9천억 달러에서 연 10%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0년 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의 경우 2015년 24조원에서 2020년 38조원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3) 참조). 

V. 결론 

 감성 ICT 연구는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 증진, 환경

개선 등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증진, 개인의 이해, 

가족관계 증진, 여론 및 정책형성, 사회통합 증진 등 인

공적 생산물, 제품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애착 형성 

및 선택, 구매 행동의 증진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일상의 전 산업에 융합 적용될 것이며 미래 우리들 삶의 

질을 책임질 기술이다. 

감성 ICT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감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

의 정보를 다루는 일이라 민감한 부분이므로 개인의 프

라이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부분과 법제도 정비

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와 접근이 요구

된다. 또한, 현재의 플랫폼에 감성정보 처리기능을 개

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성정보의 규격 및 나아가 표준

화가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 표준화에도 앞

장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감성 ICT 기술은 향후 모

든 제품과 서비스에 점진적으로 융합 정착되어 진정한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약어 정리 

AAM Active Appearance Model 

AU Action Units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BN Baysian Network 

DT Decision Tree 

ECG Electrocardiography 

EEG Electroencephalogram 

EMG Electromyography 

EOG Electrooculography 

FACS Facial Action Coding System 

GMM Gausian Mixture Model 

GSR Galvanic Skin Response 

GW Gabor Wavelet 

HMM Hidden Markov Model 

HR Heart Rate 

HRV Heart Rate Variability  

kNN k-Nearest Neighbor 

KR Kerne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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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C Mel 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 

MLB Maximum Likelihood Bayes 

MLP Multi Layer Perceptron 

NN Neural Network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PG Photo-Plethysmography 

SKT Skin Temperature 

SVM Support Vecto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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