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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성 신호로부터 감정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
반 으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는 단어, 톤, 음성신호의 피치, 포만트, 그리고 발음 속도  음

질 등이 있다. 음성을 기반으로 감정을 익히는 방법 에서 재 가장 많이 근하고 있는 방법은 피

치에 의한 방법이 있다. 사람의 경우는 주 수 같은 분석 요소보다는 톤과 단어, 빠르기, 음질로 감정
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감정을 분류하는데 요한 요소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감정에 따른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기 해 사람의 감정 에서 

비교  자주 쓰이는 평상, 기쁨, 화남, 슬픔에 련된 4가지 감정을 비교 분석하 으며, 인간의 감정에 
한 음성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도와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일 된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고, 이러
한 결과에 한 실험 과정과 최종 결과  근거를 제시하 다. 끝으로 실험에 의해 제안한 방법의 유
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1. 서론

   정보화 사회의 격한 발달로 고기능의 개인용 

컴퓨터들이 각 가정으로 확산되어 보 됨이 따라 인

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은 능동 인 양방향성 인터

페이스로 변화 되어가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사용성

에 해 진보되고 있으며, 쉬운 형태로 발 하고 있

다[1]. 인간은 일반 으로 시각, 청각, 각 등을 다

양한 방법을 통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감

정/감정의 달 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달된다

고 생각하는데[2], 이러한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은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추출, 인식하는 것을 목 으

로 하고 있다.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한 인식을 

설계하기 한 도구로는 언어, 음성, 제스처, 시각, 

청각 등을 이용하고 있다[1].

   감정 인식에 한 Chan etal 의 연구 결과에 의

하면, 감정의 6가지 기본 요소인 행복, 슬픔, 분노, 

증오, 놀람, 두려움을 음성모델과 시각 모델로 분류

하여 놓고 음성 모델만으로 알아본 인식률은 75%, 

시각 모델만으로 수행된 인식률은 70%라는 결과를 

각각 얻었다. 그리고 음성과 시각 모델을 함께 표

하여 얻은 인식률은 97%에 이르 다고 한다.

음성 시각 음성+시각

인식률 75% 70% 97%

<표 1> Chan etal 의 감정인식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6 가지 기본 감정을 바탕으로 평

상시, 기쁠 때, 화날 때, 슬  때의 음성을 추출해 

감정에 따른 음성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음성을 기반으로 감정을 인

식하는 방법에 한 설명을 하 고, 3장에서 연구 

환경  직  추출한 음성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실험  고찰을 설명하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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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결과를 토 로 기존과의 차이 을 논하

고, 차후에 연구되어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음성에서의 감정 인식

  2.1 음성의 특징

   일반 으로 음성신호로부터 사람의 감정을 인식

할 수 있는 특징 요소에는 화의 내용에 사용한 단

어, 톤(Tone), 음성신호의 피치(Pitch), 포만트 주

수(Formant Frequency), 그리고 발음 속도(Speech 

Speed), 음질(Voice Quality) 등이 있다[2]. 사람의 

경우는 주 수 같은 분석요소 보다는 톤과 단어, 빠

르기, 음질로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자연스

러운 방법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감정을 분류하는

데 요한 인자로 쓰일 수 있다.

(그림 1)  인간의 감정 인식 요소

   음성의 개인정보는 음성의 질, 높이, 강도, 속도, 

템포, 억양, 악센트, 어휘의 사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 특성들은 각종 물리  특징들이 복

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나타나는데, 성 의 길이, 성

 특성 등과 같이 선천 으로 타고나는 조음 기

의 개인 인 차이로부터 나타나며 말하는 습성 등으

로부터도 나타난다. 한, 각 개인의 가장 요한 청

각 정보인 음성의 질과 높이는 스펙트럼 포락선과 

기본 주 수(피치)의 정 , 순시  특성에 의존한다. 

재까지 화자의 감정을 반 하는 요소로서 발음 속

도, 피치 평균, 피치 변화 범 , 발음 세기, 음질, 피

치의 변화, 발음법 등의 라미터가 감정 인식  

합성에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3][4][5].

   음성 라미터는 음성신호의 단 구간에 해 구

한 피치와 에 지 값으로부터 피치 평균, 피치 표

편차, 피치 최댓값, 에 지 평균, 에 지 표 편차 

등의 통계  정보를 산출하여 감성 인식을 해 사

용한다. MFC(Mel 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 

라미터는 음소의 특성을 나타낸다. 같은 음소라도 

포함된 감정에 따라 음소의 형태가 다르다는 에서 

감정 인식에 사용될 수 있다[6]. 

 2.2 음성 분석학  요소

   본 논문에서는 음성 신호로부터 감정 특징을 나

타내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

성을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다. 표 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피치

(Pitch)에 의한 방법이다. 피치는 사람이 귀로 들을 

때의 음의 높낮이를 말하거나  주기 인 형을 

나타내는 유성음의 1 주기를 뜻한다. 보통, 인간의 

언어에 사회성이 있듯이, 그 언어에 실리는 감정 

한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타인

에게 정확히 알리기 해선 보편 으로 인정되는 음

의 높낮이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에서 보면 거

꾸로 음의 높낮이로부터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포만트 주 수(Formant Frequency)란 부

분음 에서 어느 특정 배음들이 강화되는 치의 

주 수를 말하고, 그 부근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

만트(Formant)라고 한다. 그러므로, 주 수의 변화

가 에 지 분포의 변화로 연결되고 한 감정의 변

화가 생기면 신체 /생리 인 변화가 발생하고 포만

트의 변화가 연쇄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분

석도 필수 이다[2][7].

3. 실험  고찰

   본 논문의 실험을 하여 운 체제는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상에서 수행하 다. 음성 

데이터 수집 장치로는 삼성 Voice Yepp을 사용하

고, 음성 비교 분석을 해 사용한 도구(tools)는 

Praat 4.2.07[8][9]를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신호의 피치(Pitch), 포만트 

주 수(Formant Frequency), 스펙트럼(Spectrum), 

강도(Intensity)의 모든 부분에서의 각 하 범주의 

특징을 분석하기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감정에 

따른 음성의 특징을 분석하기 해 9명의 실험자를 

상으로 평상시, 기쁠 때, 화날 때, 슬  때의 데이

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 다. 그  2명의 여성 실

험 데이터(실험자 H, I)에서 나머지 음성 데이터와

는 달리 약간의 차이를 보 는데, 이는 2명의 여성 

데이터가 사상체질의 진단  분류에서 소양인이라

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계기로 추후에 음성 분

석을 통한 감정 인식에서 체질에 따른 변화를 연구

할 계획이다.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535

피실험자 성별 나이 직업

A 남 61 직장인

B 여 25 직장인

C 남 25 학생

D 남 26 학생

E 여 20 학생

F 남 26 학생

G 남 27 학생

H 여 23 학생

I 여 22 학생

<표 2> 피실험자 정보

 

  실험의 정확성을 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

정에서 보다 실제와 근 한 감정의 음성 데이터를 

추출해내기 하여 각각 감정과 련된 이야기책을 

비하 고, 실험 상자들에게 이야기책을 읽게 한 

후 감정이 어느 수 까지 올라와 있을 것이라고 

단될 즈음에 그 감정에 해당하는 음성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추출 하 다. 음성을 녹음하는 

과정에서는 화자의 입과 음성 장 장치와 거리를 

약 10cm의 간격을 유지하여 녹음을 하 으며, 일

성 있는 데이터의 분석을 하여 실험자 모두 “감사

합니다.” 라는 단어를 2  이내에 말하게 하여 음성

을 추출하 다. 강도(Intensity)의 측정 결과는 그림

과 같으며, 인간의 감정이 화났을 때 보다 오히려 

기쁠 때의 강도 형 측정값이 가장 높이 나타났다. 

Time (s)
0 1.50325

31.19

77.14

31.19

40.38

49.57

58.76

67.95

77.14

(그림 2) 피실험자 A 의 평상시 강도

Time (s)
0 1.50675

35.74

85.69

35.74

45.73

55.72

65.71

75.7

85.69

(그림 3) 피실험자 A 의 기쁠 때 강도

Time (s)
0 1.50663

34.3

83.24

34.3

44.09

53.88

63.67

73.45

83.24

(그림 4) 피실험자 A 의 화날 때 강도 

Time (s)
0 1.5005

31.84

80.72

31.84

41.61

51.39

61.17

70.95

80.72

(그림 5) 피실험자 A 의 슬  때 강도 

Time (s)
0 1.50487

30.08

71.44

30.08

38.35

46.62

54.89

63.17

71.44

(그림 6 ) 피실험자 B 의 평상시 강도 

Time (s)
0 1.50438

27.36

76.31

27.36

37.15

46.94

56.73

66.52

76.31

(그림 7) 피실험자 B 의 기쁠 때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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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
0 1.50562

28.47

70.05

28.47

36.78

45.1

53.42

61.73

70.05

(그림 8) 피실험자 B 의 화날 때 강도 

Time (s)
0 1.50075

27.84

67

27.84

35.67

43.5

51.33

59.17

67

(그림 9) 피실험자 B 의 슬  때 강도 

(단  : Hz)

피실험자 기쁠 때 평상시 화날 때 슬  때

A 85.69 77.14 83.24 80.72

B 76.31 71.44 70.05 67.00

C 87.78 77.51 78.44 73.33

D 79.85 79.12 75.55 76.71

E 89.49 79.58 87.52 78.99

F 81.76 72.89 80.22 76.32

G 86.44 79.79 76.60 76.50

H 84.92 83.76 85.83 79.10

I 83.48 76.87 84.78 80.93

<표 3> 감정에 따른 강도 측정 값 비교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 신호로부터 감정 특징을 나

타내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기존

의 이러한 연구들은 통상 으로 연기자에게 연기를 

요구하는 방식이거나 TV 드라마를 통해 샘 을 얻

는 방식으로 각각 상황에 맞는 다른 뜻의 단어들 

즉, 일 성이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

는데, 본 논문에서는 에서 언 한 것처럼 사람들

에게 각 감정별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책을 읽게 하

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게 하여 보다 정확한 감

정의 비교 분석에 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 다. 이러한 연구를 해서는 우선 으로 주 의 

잡음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 의 잡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

는 한 장소가 미흡했던 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체질과 실제의 감정 상태를 표 할 수 있

는 상황 인 설정의 부족함이 연구의 보완 으로 나

타났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다음 논문

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분석 통계자료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재 많은 곳에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에 비교

할 만한 완 한 감정 지능형 컴퓨  기술은 개발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3][4]. 이번 논문의 

성과와 더불어 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연

구 결과를 토 로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에 지능

으로 앙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인 지능형 의료 진

단기기 시스템 개발[10][11]이 본 논문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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