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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신호기반의 감정분석을 위한 특징벡터 선택

Discriminative Feature Vector Selection for Emotion Classification Based on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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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computer form were smaller than before because of computing technique's development and many 

wearable device are formed. So, computer's cognition of human emotion has importantly considered , thus researches on 

analyzing the state of emotion are increasing. Human voice includes many information of human emotion. This paper proposes 

a discriminative feature vector selection for emotion classification based on speech. For this, we extract some feature vectors 

like Pitch, MFCC, LPC, LPCC from voice signals are divided into four emotion parts on happy, normal, sad, angry and compare 

a separability of the extracted feature vectors using Bhattacharyya distance. So more effective feature vectors are 

recommended for emotio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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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의 형태는 점점 소형화됐

고,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각종 Wearable Device들이 생겨

났다. 컴퓨터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필요한 휴먼 인터랙션 작

용의 종류도 다양해 졌고,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면서 사람의 감정정보를 기기가 인식하여 사람과 

적절한 인터랙션 작용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해 지고 있다. 인간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얼굴표정, 음성, 몸짓 등을 통한 다양

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이유로 영상, 음성, 생체신호 등의 매체를 

통해 인간의 감정정보를 인식, 판별하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 

영상분야에서는 인간의 시각체계를 모사하여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인간의 얼굴 표정에서 여러 가지 특징(눈썹, 눈, 

코, 입)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감정을 인식 한다[1]. 생체신호 기

반의 감정인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체 신호인 EEG 

신호가 대뇌의 감정조절 영역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EEG 신호를 이용한 감정인식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2, 3]. 뿐

만 아니라 더 정확한 감정인식을 위해서 EEG신호와 몸짓데이터

를 통합해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4]. 영상, 생체신호와 더불

어 음성 신호 또한 인간의 감정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감정 

별로 다른 음성의 주파수대역, 감정 별로 다른 음성의 크기 등으

로 인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음성신호기

반의 감정인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이러한 연구에서 감정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류엔진과 적절한 특징벡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6].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음성 신호기반의 감정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

절한 특징벡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람의 감정을 

normal, happy, sad, angry 4가지로 분류한 뒤 방송매체를 통하

여 각각의 감정에 대한 음성을 녹음하여 DB를 구성한다. 수집한 

감정데이터들은 Pitch, MFCC, LPC, LPCC 4가지 특징벡터를 사용

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특징벡터들의 감정분류에의 적합도를 측정

하기 위해 분리도를 측정한다. 분리도는 Bhattacharyya 거리 측정

[7, 8]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특징벡터를 제시한다.

2. 실험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한 실험 데이터는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음성데이

터이다. 실험을 위해 기준이 되는 감정들은 서로 명확하게 분리

가 되는 것으로 normal, sad, happy, angry 4가지 감정으로 분

류였다. 각각의 감정에 대한 데이터는 총 25명, 감정당 3~5개씩 

수집하여 총 75~125개의 데이터를 취득을 한 뒤 음성구간을 추

출하는 전 처리 과정을 거쳤다. 데이터 취득을 표 1에 상세 표기 

하였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 잡음이 섞이지 

않도록 녹음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취득 대상은 여자

/남자로 구분된다. 데이터를 취득할 때 데이터들은 음성만으로 

감정구분이 명확한 데이터, 배경음이 없는 데이터들로 선정하였

다. 각 음성 데이터들은 표본화를 16kHz로 하고 window size를 

500으로 하여 각 윈도우당 32ms가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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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취득된 데이터 

Table 1 Acquired data

normal sad happy angry

남자1 3 3 4 5

남자2 3 3 3 3

남자3 3 3 3 3

남자4 3 3 3 3

남자5 3 4 3 5

남자6 4 3 3 4

남자7 3 3 3 4

남자8 3 3 3 5

남자9 3 3 3 3

남자10 5 5 3 5

남자11 3 4 3 5

남자12 3 3 4 5

여자1 3 4 3 4

여자2 3 4 3 3

여자3 3 4 3 4

여자4 3 3 3 5

여자5 3 3 3 3

여자6 3 3 3 3

여자7 3 3 3 3

여자8 3 3 3 3

여자9 3 4 3 3

여자10 3 3 3 4

여자11 3 3 3 3

여자12 4 4 4 4

여자13 5 4 3 5

총 25명 81 85 78 97

녹음된 데이터들은 음성구간을 찾는 전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음성구간을 찾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비 음

성 구간을 제거하여 정확한 특징벡터를 추출하는 이유로 음성신

호 기반의 감정인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음성신호 구간은 비음성신호 구간에 비해 신호의 에너지 값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의 값을 반영하는 절대 적분치 (Integral 

Absolute Value) 특징벡터를 사용하였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에서,

X : 측정된 신호,

△t : 샘플링 시간 간격, 

N : 샘플의 수,

i : 샘플의 순서

IAV 임계값을 선택하는 과정은 신호에서의 IAV특징 벡터를 

추출 한 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후, 최대값 최소값 차의 10%

만큼 최소 값의 위로 잡는다. 만약 최소값이 최대값의 70%보다 

크면 임계값은 최대값의 20% 아래로 잡는다. 신호의 크기 임계

값은 IAV 임계값에서 프레임 크기로 나눠주어서 구하게 된다. 

IAV 특징벡터가 프레임내의 모든 신호 값의 절대치를 더한 값이

기 때문에 프레임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프레임의 신호 평균값

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 값은 IAV 임계값을 신호의 크기 임

계값으로 바꾼 값이 된다. 

음성 구간을 추출하는 과정은 프레임 단위로 IAV 임계 값 

보다 큰 구간이 나오면 해당 프레임 내에서 신호 에너지 임계 

값 보다 커지는 지점을 시작 인덱스로 선정하고 시작 

인덱스부터 IAV 임계치가 작아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 지점을 끝 

인덱스로 선정하게 된다. 위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음성 구간을 추출할 수 있다.

3. 특징벡터

본 논문에서 쓰일 특징벡터 중 Pitch는 주기신호의 기본주파

수를 의미한다. Pitch를 검출하기 전에 전 처리 과정이 있다. 음

성신호는 사람의 발음에서 나오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경음 

등 피치와 관련 없는 고주파 성분인 무성음 구간이 존재하게 된

다. 이는 피치 검출에서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전체 시스템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이다. 따라서 무성음은 자기상관 값을 정규화 한 값이 임계값보

다 작으면 주기성이 약한 신호이기 때문에 무성음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으로 임계값을 0.55로 정하였다. Normalized 

Autocorrelation는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Normalized Autocorrelation =


 (2)

여기에서

 : 자기상관 함수

 : 시간영역 신호

 : 신호의 에너지 값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Pitch를 검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Pitch는 80Hz~ 500Hz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신호는 

80Hz~500Hz까지 주기를 늘리면서 자기상관 값이 가장 큰 주기

를 찾게 된다. 상관도가 가장 높은 주기는 그 신호의 기본 주파

수가 된다. 

위 과정을 거쳐 Pitch를 검출하게 되면 유성음 검출 과정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하지 않은 Pitch 값이 존재하게 된

다. 이러한 값들은 분류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낮출 수 있기 때

문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Smoothing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활화 기술인 median filter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MFCC(Mel-Frequenct Cepstrum Coefficient)란 

frame내의 음성 신호에 대하여 계산한 스펙트럼을 청각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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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반응도를 모사한 Mel-scale 주파수 도메인에서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를 취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추출

하기 위한 자세한 과정은 아래 순서도와 같다.

Speech Signal

↓

Pre-Empasis

↓

Hamming-Window

↓

DFT

↓

Mel-Frequency

Filter Bank

↓

Logarithm

↓

DCT

↓

MFCCs

그림 1 MFCC 추출 순서도

Fig. 1 Flow chart of MFCC extraction

LPC는 선형 결합에 의해 과거의 신호에서 현재의 신호[n]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전극(All-pole) 모델을 사용하여 식 (3)과 같

이 차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입력신

호, 은 예측신호, 는 선형예측계수이며, p는 예측계수의 차수 

이다. 현재신호와 예측된 신호의 예측오차는 식 (4)와 같다.

          (3)

   
  (4)

식 (5)는 예측오차 에 대한 mean square error(MSE) J이며 J

를 최소로 하는 선형예측계수를 찾기 위하여 식 (5)를 에 대하

여 편미분하여 0이 되는 p개의 선형 연립방정식 (6)을 얻을 수 

있다[9]. 식 (6)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선형예측계수

는 자기상관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5)


 



    

fo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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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PCC는 C(z)의 inverse z-transform으로 정의되고 식은 다음

과 같다. 

 


   (8)

전극(All-pole) z=가 unit cycle 안에 있고, gain값을 1로 

주면 LPCC ((n))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9)

LPCC는 recursive에 의해 예측계수 값으로부터 구한다.

  












 

  

 


    


 

  




   

  (10)

4. 실  험

본 논문에서 쓰이는 Pitch, MFCC, LPC, LPCC 4가지의 특징

벡터들의 분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Bhattacharyya 거리측정을 

이용하였다. 

Bhattacharyya거리 측정은 오류 율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

는 방법으로 각 클래스의 분포가 가우시안 형태를 가질 때 가장 

좋은 평가기준이 된다. Bhattacharyya거리의 식은 다음과 같다.

식에서  ,  : 클래스 1, 2의 평균, ₁, : 클래스 1, 2

의 공분산이다.

(11)

Bhattacharyya 거리가 가장 큰 값이 나온 특징벡터가 클래스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있다는 의미로, 감정인식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실험데이터들의 음성구간을 구하는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실험데이터들의 음성구간으로부터 특징벡터 Pitch, MFCC, LPC, 

LPCC를 추출하였다. MFCC, LPC와 LPCC의 차수는 기존 연구들

과 같이 10차로 정하였다[10]. 이렇게 추출된 특징벡터들의 분리

도를 Bhattacharyya 거리 측정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기학회논문지 64권 9호 2015년 9월

1366

그림 2 남자음성 Pitch 분석도

Fig, 2 Pitch analysis of man‘s voice

그림 3 남자음성 MFCC 분석도

Fig, 3 MFCC analysis of man's voice

그림 4 남자음성 LPC 분석도

Fig. 4 LPC analysis of man's voice

그림 5 남자음성 LPCC 분석도

Fig. 5 LPCC analysis of man's voice 

그림 6 여자음성 Pitch 분석도

Fig. 6 Pitch analysis of woman's voice

그림 7 여자음성 MFCC 분석도

Fig. 7 MFCC analysis of woman's voice

그림 2는 남자의 음성신호에서 Pitch특징벡터를 ,그림 3은 

MFCC특징벡터를, 그림 4는 LPC를 그림 5는 LPCC를 추출한 후 

Bhattacharyya 거리를 구하여 분리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남성음성의 경우 sad와 normal, sad와 angry 사이에 분리도

가 Pitch 특징벡터를 이용했을 때 약 25로 다른 특징벡터를 이

용했을 때 보다 크게 나왔다. normal과 angry 사이에 분리도는 

Pitch를 제외한 3가지 특징벡터 모두 0.5이하로 나타났지만, 

Pitch에서는 약 20으로 분리도가 높게 나타났다. happy 는 

normal, sad와의 분리도가 Pitch를 이용했을 때 약 25로 다른 

특징벡터를 사용했을 때 보다 나타났다. normal과 sad, sad와 

angry, happy와 angry 이 3가지 경우는 4가지 특징벡터 모두 

분리도가 6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Pitch 특징벡터를 

이용했을 때 분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Pitch 다음으로는 LPCC 분리도가 가장 큰데, 남성의 normal

과 sad의 경우는 Pitch를 이용한 Bhattacharyya 거리 측정값이 

1.48738, LPCC를 이용한 Bhattacharyya 거리측정값이 2.577081 

으로 LPCC의 분리도가 더 크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Pitch를 이용하여 구한 

Bhattacharyya 거리가 다른 특징벡터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Pitch 특징벡터로는 남성의 감정분리와 비슷하

지만 남성음성은 sad와 happy가 sad와 angry보다 분리가 잘 되

는 것과 반대로 여성음성은 sad와 happy보다 sad와 angry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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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여자음성 LPC 분석도

Fig. 8 LPC analysis of woman's voice 

그림 9 여자음성 LPCC 분석도

Fig. 9 LPCC analysis of woman's voice 

리가 더 잘된다. 

Pitch 다음으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Bhattacharyya 거리 값

의 평균으로 비교해 볼 때 MFCC 특징벡터에서 0.60618, LPC 

특징벡터에서 0.286124, LPCC 특징벡터에서 0.337511으로 MFCC 

를 통한 여성음성 분리도가 2번째로 높다.

표 2 특징벡터에 따른 Bhattacharyya 거리 값의 평균

Table 2 Average value of Bhattacharyya distance by 

discriminative feature vectors

normal sad happy angry

남성 3 3 4 5

여성 3 3 3 3

 표 2는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특징벡터에 따른 Bhattacharyya 

거리 값의 평균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Pitch 특징벡터를 이용했

을 때 분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Pitch 특징벡터가 감정분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여성의 Pitch 평균 값과 남성의 Pitch 평균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보다 남성의 음성 분리도가 크게 나왔다. 남성의 음성이 

여성의 음성보다 감정 분리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Pitch 다음으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Bhattacharyya 거리 

값의 평균으로 비교해 볼 때 MFCC 특징벡터에서 0.60618, LPC 

특징벡터에서 0.286124, LPCC 특징벡터에서 0.337511으로 MFCC 

를 통한 여성음성 분리도가 2번째로 높다. 따라서 Pitch 특징벡

터가 음성신호기반의 감정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신호 기반의 감정인식을 위한 적합한 특징

벡터를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감정의 종류를 normal, sad, 

angry, happy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감정에 대한 음성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총 25명, 감정 당 3~5개씩 수집하여 총 

75~125개의 데이터를 취득한 뒤 음성구간을 추출하는 전 처리 

과정을 거쳤다. 취득한 데이터에서 각각 Pitch, MFCC, LPC, 

LPCC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각 특징벡터간의 분리도를 비교, 분

석 하였다. 그 결과, 음성신호 기반의 감정인식을 위한 특징벡터

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적으로 Pitch 특징벡터가 분리도가 

크게 나와 음성신호기반의 감정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정에 따라서 Pitch를 사용하더라도 분리도가 

낮은 감정들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는 normal과 sad, sad과 

angry, happy과 angry의 분리도가 비교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normal과 sad, sad과 happy, happy과 angry의 

분리도가 비교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보

다 남성의 음성이 분리도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본 논문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음성신호 기반의 감정

인식 시에 감정별로 분리도가 높은 적합한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더 효과적인 감정 인식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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