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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환경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서비스들은 일률적으로 소비자에게 단방향으로 제공되던 예전과 달리 사용자마다 개

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감정인식을 이용한 연

구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보다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선호도와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추출하고 이를 음성기반 감정인식과 융합하여 그 정확도를 높이고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 선호도와 컨텍스트 인식으로 감정을 판단했을 

경우의 오류를 음성을 통한 감정인식으로 보완하며, 사용자가 감정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감정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추천서비스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키워드: 감정인식(emotion recognition), 스마트폰(smartphone)

I. 서론

최근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서

비스들이 사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개개의 사용

자들이 모든 서비스들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

용자들은 과다하게 공급되는 서비스들 중에 자신에게 맞는 개인화

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

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개개인의 감정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기

존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감정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거나 센서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하여 감

정을 인식해야 하는 등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에는 그 실

용성이 미흡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감정인식을 위해 사용자의 

선호도정보와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며 추출한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음성데이터를 이용한 감정인식을 병행한다. 이를 통

해 스마트폰에서 실용적이며 신뢰도 높은 감정인식 결과를 도출하

고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관련 연구

1. 컨텍스트 기반 감정인식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선호도와 컨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

자의 감정추출 엔진에 대한 연구를 Lee등이 진행하였다[1]. 기존

의 스마트폰에서 감정을 인식할 때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인식한 감정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추천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그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컨텍스트 정보와 사

용자 선호도만으로 추출한 감정은 실제 인식하는 순간의 사용자의 

감정과 상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음성기반 감정인식

A.B Kandali등은 MFCC 특징과 GMM 분류기를 이용하여 음

성기반 감정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2]. 음성기반 감정인식은 정

확도가 높은 편이지만 인식할 수 있는 감정의 수가 단순하며 짧은 

순간의 감정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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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론

1.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스마트폰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사용자 선호도와 사용자 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사용자 로그 및 사용자 통화 음성녹음 데이터이다. 
이를 각각 컨텍스트 기반 감정인식과 음성 기반 감정인식 모듈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감정 검증(Emotion Verification)모듈

에서 비교하여 다음 감정인식에 반영한다. 

2. Context Based Emotion Recognition Module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사용자 선호도와 컨텍스트 데이터를 기반

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를 퍼지추

론과 Valence-Arousal 모델을 활용하여 감정을 인식한다. 

3. Speech based Emotion Recognition Module

음성기반 감정인식은 널리 사용되는 MFCC 필터뱅크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통화 녹음 데이터를 통해 단위 시간 윈도우의 음성데

이터를 MFCC 필터 뱅크 알고리즘으로 필터링한 후,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최소, 에너지 평균, 에너지 표준편차, 에너지 최대값의

7가지 특징값을 추출한 후 분류기로 SVM을 활용하여 감정을 인

식한다. 

4. Emotion Verification Module

각각 컨텍스트와 음성 기반으로 인식한 감정은 Emotion 
Verification Module에서 동일 시간대의 감정을 비교한 후 컨텍스

트 기반 감정인식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단일 기법에 의한 

감정인식의 단점을 상쇄하며 인식한 감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실용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감정인식을 위해 사용자의 선호도와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감

정을 인식하고 음성기반 감정인식을 통해 인식한 감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

하여 스마트폰에서 감정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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