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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음성기반 감정인식 기술은 충분한 컴퓨  워를 가진 PC에서 수백개의 특징을 사용하여 감

정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음성기반 감정인식 기술은 컴퓨  워에 제약이 많은 스마트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스마트폰 컴퓨  워를 고려한 음성의 특징 추출 기

법과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을 도입한 효율 인 음성기반 감정인식 임워크를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이 보 화 되면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

로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사

용자 정보로는 상황정보  감정정보 등이 있다. 특히 감

정 정보는 사용자의 재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로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 추천과 같은 문화 콘텐

츠 서비스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음성기반 감정인식이란 사용자의 음성신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자동으로 실시간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

이다. 최근 마이크로 폰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 사용

자의 통화 음성 데이터 수집  처리가 용이해짐에 따라 

감정인식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감정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최소한의 특징을 사용하여 정확한 감정인식 기술

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음성기반 감정인식 기술은 수

 정도의 음성 데이터를 해  도우 기법으로 잘게 분

할한 뒤 수백개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여 기계학습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감정을 인식한다.[1-3] 이러한 방법론은 연

산량이 많은 수백개의 특징 벡터를 사용하여 분류해야하

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제한된 스마트폰 자원에서 사용

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한 연산량이 많은 기계학습 알

고리즘을 서버로 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수백개의 

특징벡터 데이터를 송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로세스가 

발생하므로 특징 추출을 최소로 하고 처리량이 많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컴퓨  워가 높은 서버로 분산하는 음

성기반 감정인식 임워크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음성기반 감정인식

을 한 최소한의 특징을 추출하고 연산량이 많은 기계학

습 알고리즘을 서버로 분산하는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13차 MFCC (Mel Frequency Cpestral 

Coefficient)를 활용하여 5 마다 60개의 특징을 추출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SVM (Support Vector Machine) 탑

재된 서버로 송하여 감정을 추출한다. 화남, 행복, 평범, 

슬픔의 4가지 감정을 고려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감

정인식 기술이 기존의 감정인식 기술보다 더 높은 정확도

를 보임을 증명하 다.

2. 스마트폰환경 음성기반 감정인식 임워크

   컴퓨  워가 제한된 스마트폰에서 수백개의 특징을 

사용하는 기존의 감정인식 기술을 용하기에는 비효율 

이다. 제안하는 스마트폰환경 음성기반 감정인식 임

워크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스마트폰에서는 감정인식을 

한 음성 특징 벡터 추출 부분을 처리하고 이를 서버로 

송하여 서버에서는 SVM을 사용하여 인식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스마트폰환경 음성기반 감정인식 임워크 

체 구조도 이다. 세부 모듈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스마트폰환경 음성기반 감정인식 임워크 구조도

Client (Smartphone)

- Audio Recorder 모듈: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폰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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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하는 모듈이다.

- Audio Preprocessor 모듈: 녹음된 사용자의 음성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사용자 음성만을 분리해내는 

묵음을 제거하는 모듈이다.

- Feature Preprocessor 모듈: 사용자의 음성을 정제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기 한  처리 과정으로 

13차 MFCC Filter Ban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모듈이다.

- Feature Extractor 모듈: 변환된 13차 MFCC 특징 

벡터를 최소화하는 모듈이다. 추출된 특징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서버로 송한다.

Client (Smartphone)

- Trainer 모듈: 미리 수집한 음성 훈련데이터를 SVM

에 훈련시키기 해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한 특징을 

사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모듈이다.

- Training Data : 훈련을 해 음성 훈련데이터의 특

징벡터를 장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다.

- SVM Classifier 모듈: SVM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훈련을 해 특징을 모아놓은 Training Database를 

이용하여 훈련하고, 송 받은 특징 벡터를 4개의 감

정 화남, 행복, 평범, 슬픔으로 분류하는 모듈이다.

   제안하는 감정인식 임 워크에서의 기술 인 부분에

서는 감정인식을 한 음성 특징 벡터 추출과정과 감정인

식 과정으로 나뉜다. 다음 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설

명한다.

2.1. 감정인식을 한 음성 특징 벡터 추출 과정  

   스마트폰에서 음성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목

소리만을 뽑아내기 해 녹음된 데이터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음성인식 분야는 다른 타 인식분야와 다르게 말

하지 않는 공백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로 감정인식

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묵음을 제거하는 

것은 긴 단 의 음성기반 감정인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음성 묵음 제거 방법으로 

소리의 크기에 임계 값을 두어 제거한다. 임계값은 일반

으로 사람이 소곤 는 소리인 15데시벨(db)로 설정한다. 

  그림 2는 통화음성데이터의 묵음을 제거하기  형과 

제거한 형이다. 사용자가 말을 하지 않은 묵음이 효과

으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묵음 제거 /후 형

   묵음이 제거된 데이터는 감정을 인식하기 해 여러개

의 서  도우로 분할한다. 일반 으로 음성기반 감정인

식은 3 에서 5 사이의 도우에서 높은 정확도를 갖는

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 인식  음성 분할 주기를 5  단

로 설정하고 분할한다.

   5 단 로 분할된 음성은 감정인식에 합한 특징을 

추출하기 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필터뱅크 알고리즘을 

통해 특징을 추출한다. 특징추출 과정에서는 필터뱅크 알

고리즘으로 13차 MFCC를 사용하 다. MFCC는 인간의 

청각 특성을 고려하는 필터뱅크 알고리즘으로 음성 인식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식 성능이 우수하다[4]. 

13차 MFCC는 32ms를 임 단 로 도우를 분할하는 

해 도우 기법을 사용한다. 13차 MFCC의 첫 번째 특징

은 체 주 수의 음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특징으로 이는 

감정 음성에 한 주 수별 특징이 아니므로 특징에서 제

외한다.

   본 논문에서는 5 크기의 타임 도우를 사용하므로 

총 156개의 임이 생성되고 각 임마다 12개의 

MFCC 값을 추출하여 총 1872개의 특징 벡터가 추출된다. 

1872개의 특징은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송하기 어려운 

양이므로 31개의 임 단 로 각 임에서 추출된 13 

MFCC값들의 평균을 특징으로 사용한다. 31개의 임은 

음성데이터에서 1 의 데이터로 5 크기의 데이터를 1

마다 MFCC값의 평균을 추출하여 1 에 12개씩 총 60개

의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2.2. 감정인식 과정

   모든 인지 분야에서 인지 정확도는 특징 추출 부분뿐

만 아니라 기계학습 알고리즘 선택에도 정확도에 향이 

있다. 그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최근 등장

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하여 가장 우수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VM을 사

용하여 4가지 감정 기쁨, 화남, 보통, 슬픔을 인식한다. 

한 모든 상황에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용 데

이터를 각 감정마다 모두 통합한 뒤 32ms 단 로 오버랩 

하여 훈련한다.

3. 실험 환경  결과

   실험 환경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SHW-M250S에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음성은 샘 링 주 수 8000hz, 

16비트, 모노 채 로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 상자는 

남녀 2명씩 각 감정마다 5 식 25개를 녹음하여 훈련용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실험은 기존의 수 백개의 특징을 사용하는 기법[2]과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비교 실험하 다. 정확도 

측정은 10Fold-Cross Valid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표 1,2>는 인지 정확도를 비교한 Confusion 

Matrix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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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기법의 정확도 - 평균 72% (단  %)

<표 2> 제안하는 기법의 정확도 - 평균 89% (단  %)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컴퓨  워에 제약이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효과 인 음성기반 감정인식 특징 추출 기법과 

체 임워크를 제안하 다. 제안한 임워크는 음성

에서 특징 벡터를 최소화 하여 스마트폰에서 효율 인 감

정인식이 가능한 임워크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특징벡터 최소화 기법이 기존의 기법이 높은 정확도가 보

임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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