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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객 반응정보 수집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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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성신호 기반 감정인식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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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연극공연을 관람하는관객의반응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청각센서를 통해 관객의 음성을 획득하고 획득된

음성에 대한 감정을 예측하여 관객 반응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 음성신호 기반 감정인식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관객용 헤드셋 마이크와 다채널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관객음성을 획득하는 인터페이스와 음성신호의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SVM (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에 의해감정을 예측하는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관객 반응정보수집 시스템에 적용

한다. 실험결과, 구현된 시스템은 6가지 감정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평가에서 62.5%의 인식률을 보였고, 실제 연극공연

환경에서 획득된 관객음성과 감정인식 결과를 관객 반응정보 수집 시스템에 전송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음성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음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 또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음성인식 기능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들에 성공적으로 탑

재됨에따라, 발화된음성신호의감정을인식하는기술은음성기반사

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더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등의 문화기술 분야에서도 감정

인식은 관객반응을 인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써 부각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연극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반응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청각센서를 통해 관객의 음성을 획득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예측하여 관객 반응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 음성신호 기반 감정

인식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관객용 헤드셋 마이크와 다채널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관객음성을 획득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음성신호의 MFCCs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성분을 추

출하여 SVM (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에의해감정을 예측하

는시스템을구현한다. 또한 구현된시스템을관객반응정보수집시스

템에적용하여, 관리자가 관객의 음성신호 및 그로부터 예측된 감정인

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 관객반응정보수집을위한음성신호기반감정인식시스템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관객 반응정보 수집 시스템의 구성

도이다. 이 관객 반응정보 수집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관심관객의 음

성, 표정, 동작, 생체 신호 raw data를 획득하여 감정인식을 수행하는

센서단, 획득된 raw data 및 인식결과를 받아서 DB (database)에 저

장하는 관리시스템, 그리고저장된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제공

하는 관리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그림 2는 그림 1에서 음성신호기반감정인식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보는 바와 같이, 감정인식의 학습단계에서는분노,

지루, 공포, 행복, 슬픔, 평정의 6가지 감정으로녹음된음성 DB로부터

음성신호 특징을 추출하여 패턴학습을 통해 감정모델을 생성한다. 이

후에는 입력된 음성신호의 특징을 추출하여 감정 분류기를 통해 예측

된 감정을 출력한다.

3. 구현 및 성능평가

음성신호 기반 감정인식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MFCCs 특징

파라메터와 SVM 분류기를 이용하였다. 그림 3은 구현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것이다. 즉, 입력 음성 파일로부터 20ms 단위로읽어

들인 프레임 데이터에 대해 VAD (voice activity detection)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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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현된 음성신호 기반 감정인식 알고리즘 흐름도.

표 1. 사람의 청취 판별에 의한 감정인식 결과(%)[2].

인식 감정

분노 지루 공포 행복 평정 슬픔

입력

감정

분노 98.5 0.0 0.0 0.0 1.0 0.5

지루 1.5 94.0 1.5 0.0 3.0 0
공포 0.0 9.5 60.0 0.0 6.0 24.5

행복 2.5 0.5 2.5 89.5 3.5 1.5
평정 1.0 3.5 0.0 0.5 95.0 0.0

슬픔 0.5 0.0 11 0.0 0.0 88.5

표 2. 구현된 음성신호 기반 SVM 기반 감정인식 결과(%).

인식 감정
분노 지루 공포 행복 평정 슬픔

입력

감정

분노 60.0 0.0 15.0 15.0 5.0 5.0
지루 0.0 85.0 10.0 0.0 0.0 5.0

공포 0.0 0.0 90.0 0.0 0.0 10.0
행복 20.0 0.0 20.0 55.0 5.0 0.0

평정 0.0 55.0 0.0 0.0 40.0 5.0
슬픔 0.0 10.0 30.0 10.0 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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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극공연 환경에서의 동작검증: (a)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한 관

객, (b)다채널 녹음장치 기반 H/W 구성, (c)관리자 인터페이스에 표시

된 음성신호 파형 및 감정인식 결과.

다. 만약 해당 프레임이 묵음으로 검출된 경우, 감정예측 결과를 묵음

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VAD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신호로부터

39차 MFCCs를 추출하여 SVM 분류기에 의해 해당 프레임의 감정을

분노에서 평정까지의 6가지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이때 음성 파일 전

체에 해당하는 감정은 가장 많은 프레임 수 (Nmax)를 갖는 감정으로

분류한다.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해서는 6명의 남녀 배우가 10개의

문장을 6가지 감정으로 발성한 음성 DB[2]를 사용하였다. 총 360문장

에서 SVM 학습과인식률평가를 위해각각 240문장 (남녀 4명)과 120

문장 (남녀 2명)을 할당한 후, 듣기에 감정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31

개의 음원은 제외시켰다. SVM 커널은 사전실험을 통해 polynomial

kernel[3]과 RBF (radial basis function)[4] 중 RBF를 사용하였다.

표 1은 사람 (남녀 20명)이 평가에 사용된 음원을 직접 듣고 감정

을 분류한 결과로써, 평균 87.6%의 인식률을 보였다[2]. 또한 표 2는

구현된 시스템에 의해 분류된 결과로써, 평균 62.5%의 감정 인식률을

보였다.

실제 연극공연 환경에서의 동작검증을 위해서는 그림 4(a), (b)와

같이 다채널 녹음장치를 이용한 관객음성 획득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후, 이를앞서구현한음성신호기반감정인식시스템에연동되도록하

였다. 획득된 음성신호와그에대한감정인식 결과는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로 작성하여 TCP/IP 프로토콜을통해 관객 반응정보

관리시스템에 전달하도록하였다. 실험은 90분의 연극공연시간 동안

관객 5명에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하였다. 그 결과, 구현된음성신호

기반 감정인식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였으며, 그림 4(c)와 같이

관객반응정보 수집시스템의관리자인터페이스를통해특정 관객및

특정 구간 설정에 따라 수집된 음성신호 및 감정인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극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반응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음성신호 기반 감정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관객용 헤드셋 마이크와 다채널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관객의 음성신

호를획득하고, 이에 대한MFCCs 성분을추출하여 SVM 분류기를통

해 감정을 예측하였다. 실험을 통해, 구현된 시스템은 6가지 감정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평가에서 62.5%의 인식률을 보였고, 실제 연극

공연 환경에 적용되어 관객의 음성신호 획득 및 감정인식을 수행하여

관객 반응정보 수집 시스템에 전송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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