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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반려묘에 한 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려인은 반려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감을 바라지만 반려묘의 세세한 감정 상태를 24시간 내내 

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려묘의 울음소리에 많은 감정  상태 정보가 담겨있

는 것에 착안하여, 반려묘의 울음소리를 기반으로 감정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

은 먼 , 이미 수집된 소리 데이터를 데이터 증폭 방법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장 한 후, 해당 소리

들의 멜 스펙트로그램 정보를 추출한다. 이를 시계열 정보 처리에 효과 인 LSTM에 용하여 반려묘

의 감정 상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 반려묘의 감정 상태 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1. 서론

  2017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 가구의 28.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했으

며, 2012년 17.9% 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

우는 가구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1]. 특히 반려묘의 

증가율은 102%로 반려견의 51%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증

가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반려묘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와 같은 반려묘에 한 심과 비례하여, 반려인과 반려

묘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교감에 한 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려인이 반려묘의 감정 상황

을 24시간 내내 세세하게 악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

운 부분이다.

  최근 동물의 감정 는 건강 상태를 효과 으로 이해하

기 하여, 동물이 내는 소리를 이용한 학술 인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진행 이다. 를 들어, 동굴에서 

취득한 박쥐의 발성 데이터를 통한 박쥐의 행동  의사

소통 분석[2], 실제 돈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잡음을 고

려하여 잡음 상황에도 강인하게 돼지의 호흡기 질병을 소

리를 기반으로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3], 해양에서 서식하

는 포유류들을 소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4-5]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동물 소리에 한 문 인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활과 한 

련이 있는 반려묘에 한 소리 연구는 상 으로 그 수

가 매우 다. 

  본 논문에서는 반려묘의 울음소리에도 반려묘가 주인에

게 달하고 싶은 다양한 정보가 내포되어있다[6]는 것에 

착안하여, 반려인과 반려묘 사이의 의사소통  교감에 필

요한 반려묘의 감정 상태를 악할 수 있는 반려묘의 울

음소리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먼  제

안된 소리 데이터의 양을 데이터 증폭 방법을 이용하여 

확장한 후, 시간-주 수의 표 인 특징인 멜 스펙트로

그램(Mel-spectrogram)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다양한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들  시계열 데이터 분석

에 합하다고 알려진 

LSTM(Long-Short-Term-Memory) 알고리즘을 반려묘의 

소리 분류를 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한다. 유튜

(Youtube)에 있는 상과 실제 반려묘 양육 환경에서 취

득한 소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가능성을 

검증한다. 

2.  반려묘 감정 분류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반려묘 감정 분류 시스템의 구조

는 그림 1과 같으며, 데이터 수집 모듈, 처리 모듈, 감정 

분류 모듈로 구성된다.

2.1 데이터 수집 모듈

  데이터 수집 모듈에서는 실제 반려묘를 기르고 있는 환

경에서 발생하는 반려묘의 소리를 직  취득함과 동시에, 

유튜 에 공개된 고양이 소리를 함께 수집하 다. 해당 소

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행복함(그르릉), 화남(하악질), 

외로움(주인의 외출 상황에만 내는 소리), 주인에게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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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반려묘 감정 분류 시스템

가 원하는 울음(배고픔, 목마름, etc.)과 같은 반려묘의 감

정 상태를 악 할 수 있는 4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2.2 처리 모듈

  처리 모듈에서는 수집한 소리 데이터를 시간-주 수 

역의 표 인 소리 특징들  하나인 멜 스펙트로그램

을 활용하여, 소리 정보를 취득하 다.

2.3 감정 분류 모듈

  소리 분류 모듈에서는 반려묘의 소리를 분류하기 하

여,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들  시계열 데이터에 합한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진 LSTM 모델에 용하여 학습을 

수행한 후, 고양이 감정 분류 실험을 진행한다. 특히, 

LSTM 구조는 입력되는 정보의 크기가 일정해야 하는 다

른 딥러닝 알고리즘들과 달리, 입력되는 소리 데이터의 길

이와 상 없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큰 장 이 있다.

3. 실험 내용  결과

3.1 실험 데이터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총 4종류 {화남, 외로움, 행복

함, 원함}의 고양이 울음소리를 각각 200개씩 총 8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 시 해당 소리에 한 

이블링 작업은 고양이 소리에 한 문 서 [6]의 내용

을 참조하 다. 소리 데이터의 특성상 각각의 데이터는 

0.5 ∼4  사이의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 한, 수집

된 소리 데이터양 크기가 작은 계로 보다 정확한 분류 

정확도를 하여, 타임 시 (time shifting) 기법과 잡음 

추가와 같은 데이터 확장 방법[3]을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

를 증가시켰다. 이 때, ±0.01 의 타임 시 과 백색 잡

음(white noise)을 SNR(Signal to Noise Ratio) 3 크기로 

합성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기존 원본 데이터의 3배에 해

당하는 데이터를 확보하 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python의 ibrosa 패키지를 사용하여 

멜 스펙트로그램 정보를 취득하 으며, 이 때 mel-band 

값은 128로 설정하 다. 그림 2는 4개의 감정 별 소리 데

이터의 멜 스펙트로그램 변형 결과이다.

(a) 원함 (b) 행복함

(c) 외로움 (d) 화남

(그림 2) 4가지 감정에 한 멜 스펙트로그램 변환 결과

3.2 LSTM 분류 모델

  본 연구의 LSTM 모델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으며,  

데이터를 증폭하지 않은 기 실험 데이터 800개에서 무

작 로 학습에 80%(640), 나머지 20%(160)를 테스트 데이

터로 활용하 다. 데이터 증폭 방법이 성능 향상에 효과

임을 확인하기 하여, 학습 데이터에 한 데이터 증폭 

방법을 사용하여 2560(640⨯4)개로 확장하 다. 테스트 데

이터는 기존의 160개를 동일하게 사용하 다. LSTM 학습

에 사용된 하이퍼 라미터(Hyperparameter)는 표1과 같

다. 

(그림 3) LSTM model

Parameter

Epoch 50

Batch Size 64

Units 128

Dropout 0.5

Learning Rate 0.01

<표 1> 학습 하이퍼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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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Precision Recall F-measure

Original

-data
81.1% 85.3% 73.9% 0.79

Augmented

-data
84.8% 88.3% 80.1% 0.83

<표 2> 실험 결과

3.3 실험 결과

  반려묘 소리 분류 실험 평가 지표로는 Accuracy, 

Precision, Recall, F-measure를 사용하 다[7]. 실험 결과

는 표 2와 같으며, 데이터 증폭 방식 용 후

(Augmented-data) 소리 식별 결과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반려인과 반려묘 사이의 의사소통  교

감을 목표로, 반려묘의 감정 상태를 악하기 해 크게 4

종류의 울음소리 분류에 연구의 을 두었다. 제안된 시

스템은 먼  유튜 와 실제 반려묘로부터 소리 데이터를 

획득하고, 실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데이터 증폭 기법

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확장 하 다. 그리고 시간-주 수

에 한 표 인 소리 특징 추출 방법인 멜 스펙트로그

램 정보를 추출한 후, LSTM구조에 용하여 반려묘의 감

정 상황을 분류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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