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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모달 감정인식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사람의 감정에 어울리는 음악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멀티모달 감정 인식 방법으로는 IEMOCAP(Interactive Emotional 
Dyadic Motion Capture) 데이터셋을 활용해 감정을 분류하고, 분류된 감정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매칭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유니모달 대비 멀티모달 감정인식의 정확도를 개선한 시
스템을 통해 텍스트, 음성, 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의 감성 분위기에 적합한 음악 매칭 시스

템을 연구한다.                                   
 

1. 서론 

최근 딥러닝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딥
러닝의 감정 인식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감성 모델

에 기반하여 인간 감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실험되

고 있다. 대다수 멀티모달 인간 감정 인식 연구는 텍
스트 기반, 음성 기반, 얼굴 표정 기반의 분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1], 각각의 유니모달 방식 감정 분류

를 비롯하여 혼합 형태의 멀티모달 방식 감정 분류까

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간 감정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감정 인식은 음악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사
용자 감정에 따른 음악 추천 서비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 뮤직과 같은 음악 서비스는 현재 
분위기나 감정의 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연관된 음악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수많은 
음악 콘텐츠의 발생에 따라 거대해진 음악 데이터베

이스에서 사용자의 음악 선택 고민을 돕는 유용한 기
능으로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 이후 대부분 음악 제공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음성 기반, 얼굴 표정 기반의 감정 분류 기술 또한 
인간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IEMOCAP 의 멀티모달 방법의 감정인식은 유니모달 
방법과 비교했을 때, 감정인식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 
결과[2]가 있으며, 이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시, 배우들의 대화내용이나 말투, 표정을 
인식하여 그 감정과 분위기에 맞는 음악 추천도 가능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음성, 표정 기반을 모두 포

함하고 있는 동영상에 대해 IEMOCAP 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감정을 인식하여 해당 분위기에 맞는 음
악추천 시스템을 설계해보고자 하며, 유니모달 방식

과 멀티모달 방식의 감정인식 성능을 비교하여 기존

의 유니모달 방식 대비 감정인식 성능의 효용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및 기존연구 문제점 

감정에 따른 음악 인식 방법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이되어 왔다. 전반적인 연구 절차는 사람의 감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감
정에 사전에 준비된 음악 리스트와 매칭하는 방식으

로 연구되었다[3].   
사람의 감정 인식 방법에는 주로 다음 3 가지 방법

을 사용하는데, 텍스트 기반, 음성 기반 분석과 표정

을 인식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텍스트 기반 감
정 인식은 전형적인 분석 방법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

되어 왔으며,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ing), 
LIWC(Lingustic Inquiry and Word Count), Social Metrics, 
Textat 등과 같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사람이 입력한 문장 및 단어를 감정과 매칭시켜 분석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834 -



  

  

및 분류할 수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텍스트 감정 인
식으로는 GloVe, BERT 등의 방법이 있으며, GloVe 는 
단어의 동시 등장 빈도수를 기반으로 각 단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BERT 는 Transformer 의 양방향 인
코더를 기반으로 한 언어 표현 모델로서, 단어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서 단어 위치를 통해 문
맥의 의미를 파악하여 문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4]. 
음성을 통한 감정 인식은 사람의 음성신호를 분석

하여 감정을 인식하는 것으로 통화 음성 데이터 수집

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 시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될 수 있는데, 사용자

의 통화 녹음 음원을 일정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MFCC (Mel Frequent Coefficient Cepstral) Filter Bank 알
고리즘을 이용한 특징 벡터 값을 추출한다. 다음 단
계로 LSTM layer 를 거쳐 학습이 진행되고, Softmax 활
성화 함수를 통해 각 감정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5]. 

사람의 감정은 얼굴 표정으로 추측이 가능한데, 특
정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의 데이터셋을 수집하

여 (그림 1)에서와 같이 CNN 을 활용하여 얼굴 표정 
분류를 학습시킬 수 있다[6].   

 

 

(그림 1) CNN 얼굴 표정 분류 모델 

최근에는 위의 3 가지 감정 인식 방법(텍스트, 음성,
얼굴인식)을 멀티모달로 융합하여 감정 인식의 정확

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IEMOCAP 데이

터셋을 활용한 감정 인식 연구가 있다. IEMOCAP 이
란 Interactive Emotional Dyadic Motion Capture 의 약자

로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의 
SAIL(Speec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aboratory) 연구

소에서 수집된 멀티모달 및 멀티스피커 데이터베이스

이다. IEMOCAP 은 비디오, 음성, 얼굴모션캡쳐, 텍스

트를 포함하여 약 12 시간 분량의 시청각데이터를 포
함하고 있다.[7] 
기존 연구에서는 얼굴 표정을 읽고 감정을 분류 후

에 음악 매칭하는 연구에서는 행복, 슬픔, 놀라움 3
가지 감정으로 분류하여 각 감정에 맞는 음악을 매칭

하는 것으로 각 감정 항목에 맞는 음악 리스트를 사
전에 선곡을 하여 분류된 감정에 따라 해당 음악을 
재생하는 방식이다.  
 이는 두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 감정에 
따라 분류한 임의의 음악 라이브러리와 해당 감정을 
매칭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분류된 감정과 매칭되는 
음악 추천의 정확성은 보장될 수 있으나, 감정 분류

는 3 가지로만 분류되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
다.  
 둘째로 얼굴 표정 인식에 사용된 방법은 사전에 주
어진 감정 키워드에 따라 직접적이고 과장되게 표현

되어 실제 감정 표현과 매칭이 안되는 부분이다.  
 인위적으로 연출된 얼굴 표정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출하는 것은 일반적이기 보다는 과장된 측면이 있
어서, 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일상적

인 감정의 표현 구분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보강하

는 수단으로 멀티모달 감정인식을 활용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얼굴 표정 및 음성인식을 통한 텍스

트 분석과 소리 분석을 통해 감정 분류를 정교화하고, 
분류된 감정에 적합한 음악 매칭 시스템을 연구한다. 
 
3. 감정 분류 및 음악 감성 매칭 

감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Ekman(1984)의 얼굴 감
정 인식의 범주형 이론 분류 방법을 사용한다. Ekman
의 범주형 이론은 6 가지 보편적인 감정으로 행복, 놀
람, 혐오, 두려움, 분노, 슬픔으로 분류하고 있다[8]. 
이러한 감정은 음악가들의 감정 해석과 음악적 표현 
방법을 통해 표현된 다양한 방식의 음악 작품들을 볼 
수 있다.  

Zentner(2008)는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감정 요소를 도출하여 음악 감성 모델을 만들

었다. Zentner 의 음악 감성 모델은 Sublimity(장엄), 
Vitality(활기), Unease(불안) 의 3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3 개의 범주는 10 개의 세부 하위 범주와 마지막

으로 총 40 개의 세부 감성 요소를 갖고 있다[9]. 
Zentner 의 모델은 2017 년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Rep. ITU-R BS.2399 에 음
악 감성 속성 체계의 사례로 소개되었으며[10], 통계

적 타당성 검증을 거쳐 <표 1>과 같이 음악 감성의 
상위 개념부터 하위세부 개념까지 구조적으로 정리되

어 있다. 
<표 1> Zentner 의 음악 감성 모델 요소 

 
 

본 연구에서는 Ekman 의 얼굴 표정 인식으로 분류

할 수 있는 6 가지 보편적 감정과 Zentner 의 음악 감
성 모델을 매칭시켜 사람의 감정과 그 분위기에 맞
는 음악 매칭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감정 인식을 
정교화 하기 위해 텍스트, 음성 인식을 융합한 멀티

모달 감정인식과의 매칭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네트워크 구조 

  감정 인식하는 방법으로 음성과 텍스트, 얼굴 표정

의 3 가지 방법을 이용한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며, 
각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음성을 이용한 네트워크는 음성신호 기반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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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특징을 추출한 MFCC 데이터로 벡터를 생성하

고 생성된 벡터는 LSTM layer 를 거쳐 Softmax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감정에 대한 확률값을 산출한다.  
텍스트를 이용한 네트워크는 음성인식으로 생성된 

텍스트를 BERT 를 이용하여 토큰이 포함된 문장 정
보를 인코딩하고, Bi-LSTM layer 와 Attention layer 를 
거쳐 Max pooling layer 를 사용하여 Attention 값을 줄이

고, Softmax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얼굴 표정은 Convolution layer 와 Pooling layer 를 거

쳐 Softmax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감정에 대한 확률값

을 산출한다. 
각 감정에 대한 오디오, 텍스트, 얼굴표정의 확률값

의 평균을 구해 (그림 2)와 같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감정 범주로 분류한다.  
  
 

 
(그림 2) 멀티모달 감정인식 모델 구조 

 
4. 실험 계획 

 
본 연구에서는 3 가지 감정인식(음성, 텍스트, 얼굴

표정) 방법을 사용한 멀티모달을 사용하여 사람의 감
정을 분류한다. 3 가지 감정을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는 IEMOCAP 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며,  
Ekman 의 보편적 6 개 감정과 Zentner 의 음악 감성 

모델 2 차 범주의 10 개 감성 키워드를 매칭시키는 작
업을 진행한다. 이는 Zentner 의 10 개의 음악 감성에 
매칭되는 음악 샘플들을 먼저 선별한 후, 선별된 음
악 샘플들을 다시 보편적 6 개의 감정에 대입시키는 
방법을 통해 유사 감정으로 범주화한다.  
각 음악 감성에 해당하는 테스트 음원을 분류된 감

정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 과정

에서 각각의 유니모달로 추출된 감정과 멀티모달로 
추출된 감정 간의 매칭 결과를 비교하여 멀티모달 감
정인식을 통한 음악 추천의 정확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1R1A2C201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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