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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선택과 융합 방법을 이용한 음성 감정 인식 

Speech Emotion Recognition using Feature Selection and Fu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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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speech parameter fusion method is studi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emotion recogni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e combination of the parameters that show the best performance by 

combining the cepstrum parameters and the various pitch parameters used in the conventional emotion recognition system are 

selected. Various pitch parameters were generated using numerical and statistical methods using pitch of speech. Performance 

evaluation was performed on the emotion recognition system using Gaussian mixture model(GMM) to select the pitch 

parameters that showed the best performance in combination with cepstrum parameters. As a parameter selection method, 

sequential feature selection method was used. In the experiment to distinguish the four emotions of normal, joy, sadness and 

angry, fifteen of the total 56 pitch parameters were selected and showed the best recognition performance when fused with 

cepstrum and delta cepstrum coefficients. This is a 48.9% reduction in the error of emotion recognition system using only 

pitch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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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서적 능력은 인간 지능의 중요한 상징이며, 대인 관계에서의 

감정은 필수적이다.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의 감정

을 판단하며, 보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음성 인식과 화자 인증 기

술은 실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고, 미래기술로 많은 

관심과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감정인식 분야이다. 특히, 기계가 

인간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 

개발이 개발된다면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제

품 개발과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에 따라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감정 인식 분야가 중요한 과제로 연구되고 있다[1].  

음성 신호는 인간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억양, 음량 및 속도 등

이 달라진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특정 단어에서

의 강세와 지역적인 특성이 포함된 억양 등 감정이외의 것들이 

화자의 음성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음성에서 감정만을 따로 분

리하여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음성 신호를 사용하여 인간의 

감정을 인식을 위해서는 감정에 따른 음성의 변화를 정확히 규명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음성과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심리학자들과 음향학자들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2,3].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인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1]. Fukuda는 음성의 템포와 에너지 정보를 

사용하여 여섯 가지 감정에 대한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으며[4], 

Moriyama는 음성의 피치와 에너지 포락선을 사용하여 일본어 감

정 분류 실험을 수행하였다[5]. 또한 Silva는 얼굴표정과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바이모달 감정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감정 인

식 실험을 하였다[6]. Amol T.는 멜 켑스트럼 계수(MFCC :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와 네가지 음성 특성을 결

합하여 감정 인식을 수행하였다[7]. 음성을 사용하여 감정 인식

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율, 스펙트럼, 특징 파라메터 선택 방법, 

인식기 등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8]. Narayanan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피치로부터 감정 인식에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내는 파라메터를 선택하였다[9]. 또한 다양한 파라메터를 

융합하여 감정 인식에 적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10].

국내에서도 음성 및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감정을 인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국악인  창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음의 높낮이와 장단의 특성을 분석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11], 인간의 대화 내용에서 단어, 톤, 말

의 빠르기나 음질 등을 분석하여 화난 감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실행되었다[12]. 또한 프레임 기반의 음성 파라메터와 발

화 기반의 음성 특징 파라메터를 이용한 감정 인식 실험들이 수

행되었다[13]. 한국어 감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피치로부터 다양

한 파라메터를 생성하고 우수한 파라메터를 선택하는 연구도 진

행되었다[14]. 

기존 연구들은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음성의 스펙트럼과 운율

을 각각 사용하거나 몇 가지 파라메터를 융합하여 감정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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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음성의 스텍트럼을 나타내는 파라메터로는 일반적으

로 MFCC가 사용되었고 운율을 나타내는 파라메터로는 피치로부

터 생성한 파라메터들이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또는 피치 파라메터만을 사용하는 기

존 감정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음성 파라메터 

융합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감정 인식 시스템에 

사용된 켑스트럼 파라메터와 다양한 피치 파라메터를 융합하여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파라메터 조합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피

치 파라메터는 음성의 피치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적 방법과 통계

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되었다. 켑스트럼 파라메터와 결합하

여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피치 파라메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

우시안 혼합 모델(GMM : Gaussian Mixture Model) 기반의 감

정 인식 시스템을 대상으로 성능이 평가되었다. 파라메터 선정 

방법으로는 순차적인 특징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1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피치 파라메터에 관

하여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특징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켑스트럼 

계수와 피치 파라메터를 융합한 음성 감정 인식 시스템 구현 방

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감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다루었고 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2. 피치 파라메터

  

음성의 피치는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의 한가지다. 이러한 피치를 감정 인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

정에 따른 피치의 변화를 파악하고 감정 인식에 사용될 수 있는 

피치 파라메터를 만들어야 한다.

피치 궤적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상관방법을 사용하는 Praat 

소프트웨어[16]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피치 궤적를 이용하

여 여러가지 파라메터를 생성하였다. 기본적으로 피치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생성하였고 통계 및 수치해석 기

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라메터들을 표 1과 같이 생성하였다

[9,14,17].

표 1에서 각 파라메터는 문장 또는 유성음을 기본 단위로 만

들어진다. 우선 상승(rising)과 하강(falling)은 피치가 시간에 따

라 각각 상승 또는 하강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메터이다. 사

분위수(interquartile)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자료를 네 개의 구

간으로 나누어, 그 중 몇 번째에 위치하는 데이터인지를 알아볼 

때 사용한다.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사분위수 3/4 위치

의 값과 1/4 위치의 값의 차이를 말한다. plateaux는 피치를 1차 

및 2차 미분한 값의 상관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plateaux at 

minima는 피치를 1차 미분한 값이 0에 가깝고 2차 미분한 값이 

양수일 때 그 위치의 피치 값이다. 반대로 plateaux at maxima

는 피치를 1차 미분한 값이 0에 가깝고 2차 미분한 값이 음수일 

때 그 위치의 피치 값이다. 피치 신호의  기울기, 곡률, 선형 또

는 비선형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메터로 기울기(slope), 곡률

(curvature)와 변곡(inflexion)를 정의하여 1차, 2차, 3차 함수로 

근사화하고 함수의 계수를 파라메터로 사용하였다. 피치 신호를 

식(1)과 같이 함수로 근사화하고 가장 높은 차수의 계수  ,  , 

를 각각 기울기, 곡률, 변곡 파라메터로 정의하였다.

  
  

 
  

 
 

                           (1)

왜도(skewness)는 분포가 평균값에 대하여 비대칭의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값으로 비대칭도라고도 한다. 분포가 대칭이면 

왜도 값은 0이고, 0보다 작으면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치고, 0보

다 크면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첨도(kurtosis)는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유성음 구간의 피치 궤적의 뾰

족한 정도를 나타낸다.   

parameter
unit

sentence voiced

rising O O

falling O O

interquartile (range) O O

plateaux at maxima O O

plateaux at minima O O

slope X O

curvature X O

inflexion X O

skewness X O

kurtosis X O

표 1 피치 파라메터와 단위

Table 1 Pitch parameters and its unit

3. 음성 감정 인식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감정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

하여 특징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피치 파라메터를 선택하고 음성 

파라메터와 융합하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감정 인식에 사

용된 파라메터는 멜 켑스트럼 계수와 피치로부터 구한 파라메터

를 융합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감정 인식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음성 감정 인식 시스템은 학습과 인식의 두 단계

로 이루어진다. 학습 과정에서는 감정별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징 파라메터를 추출한다. 여기서 사용된 특징 파라메터는 멜 

켑스트럼 계수(MFCC)와 피치를 이용하여 수치 해석적 방법과 통

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 

파라메터를 사용하여 인식기를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기

로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을 사용하였고 MFCC와 피치 파라

메터에 대하여 각각 인식 모델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모

델은 인식 단계를 위해 저장된다.

인식 단계에서는 인식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특징 추출 

단계에서 학습 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MFCC와 피치 파라메터

를 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두 가지 파라메터로 구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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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들을 사용하여 인식 데이터에 대한 확률 값을 각각 구한다.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는 두 가지 확률 값을 융합하여 최종 확률 

값을 계산한다.

MFCC와 피치 파라메터를 사용한 모델에 대한 GMM의 최종 

확률 값을 융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구별하고

자 하는 S 개의 감정을 감정들      가 GMM들 

으로 표현된다면 최종 인식 결과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rgmax        
 ≤ ≤ 

   (2)

여기서 와 는 각각 MFCC와 피치 파리메터의 벡터

열이고 
와 

 는 각각 학습과정에서 MFCC와 피치 파

라메터를 사용하여 만든 GMM 모델이다.  는 입력 벡터

열 X에 대한 가우시안 혼합 확률이고 α는 가중 값으로 두 가지 

확률 값의 비율을 결정한다. 

순차적 특징 선택 방법(SFS)은 56개의 피치 파라메터를 순차

적으로 사용하여 MFCC와 결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

타내는 피치 파라메터 조합을 선정하였다.  

그림 1 음성 감정 인식 시스템

Fig. 1 Speech emotion recognition system

4.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베이스

감정 인식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기쁨, 슬픔, 화남과 

평상을 포함한 4가지 감정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18]. 녹음은 평소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된 아마추어 연극단

원 남/녀 각 15명을 대상으로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 이루어졌

다. 각 화자는 45개의 서로 다른 문장을 4가지 감정으로 녹음하

였다. 감정이 적절히 반영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

관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전체 5400개의 문장을 

음성 신호처리에 숙련된 연구원 10명이 청취한 후 감정이 적절

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선택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

여 총 5400개의 음성 중에서 2237개의 음성을 선별하여 최종 데

이터베이스로 구성하였다.  

 

4.2 감정 인식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MFCC와 피치 파라메터를 융합한 감정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GMM 기반의 화자 및 문장 

독립 감정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그림 1).

그림 1에서 GMM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20명(남성 10명, 여

성 10명)이 총 45개의 문장 중에서 35개의 문장을 녹음한 음성

이 사용되었다. 인식에는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10명(남성 5명, 

여성 5명)을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10개의 문장을 녹음한 

음성이 사용되었다.

MFCC와 피치 파라메터를 사용하여 각각 모델을 생성하고 인

식을 수행한 후에 가중 값 α를 사용하여 최종 확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구한 확률 값을 사용하여 최종 감정인식을 수행한다.  

4.3 특징 파라메터 추출

감정이 포함된 음성 신호로부터 MFCC 파라메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MFCC 파라메터의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처리

를 통하여 16KHz, 16비트로 샘플링하고, 고주파 성분을 보강한

다. 이렇게 샘플링된 신호는 음성구간 검출 과정을 통해 묵음 구

간을 제거한다. 검출된 음성 신호는 20ms(320샘플)의 길이를 갖

는 해밍 창을 사용하여 10ms씩 이동하면서 12차의 MFCC 파라

메터를 구한다. 또한 특징 파라메터의 시간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ΔMFCC와 ΔΔMFCC 파라메터도 생성하였다.

감정이 포함된 음성 신호의 피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Praat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16]. Praat 소프트웨어에서 분석 창의 크

기는 40ms 로 하고 30ms씩 중첩되도록 이동하여 초당 100개의 

피치 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Praat 소프트웨어의 스무딩 함수를 

적용하여 피치 궤적에  포함될 수 있는 갑작스런 변화를 제거하

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피치 파라메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9,14,17]. 총 56개의 파라메터를 정의하였고 유성음과 문장 단위

의 피치 파라메터를 별도로 생성하였다. 먼저 문장단위의 파라메

터로 파라메터로 피치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최대 및 최소값

과 평균의 차이,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 표준편차, 변곡 및 급격

한 변곡의 횟수, 평균 이상과 이하에서의 평균, 상위 10%의 평

균, 사분범위 등이 생성되었다. 또한 상승 및 하강 기울기의 최대

값, 최소값, 평균값, 중간값, 최대 구간값, 사분위수 지속 시간 등

이 생성되었다. plateaux at minima와 plateaux at maxima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간값과 사분범위도 파라메터로 생성되

었다. 왜도, 첨도, 최소 자승(least square) 파라메터도 생성되었

다. 유성음 구간 단위의 파라메터는 최대값, 최소값, 변곡, 사분범

위 등의 평균값들과 평균의 최대값과 최소값 파라메터 등이다. 

또한 기울기, 곡률, 변곡의 평균값, 최대값, 표준편차 등도 파라메

터로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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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피치와 MFCC 파라메터를 사용한 감정 인식 결과

(m : MFCC, dm : ΔMFCC, ddm : ΔΔMFCC)

Fig. 2 Emotion recognition results using pitch and MFCC

(m : MFCC, dm : ΔMFCC, ddm : ΔΔMFCC)

그림 3 MFCC와 피치 파라메터를 융합한 감정 인식 결과

(m : MFCC, dm : ΔMFCC, ddm : ΔΔMFCC)

Fig. 3 Emotion recognition results fusing MFCC and pitch 

parameter (m : MFCC, dm : ΔMFCC, ddm : ΔΔMFCC)

4.4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기존 감정 인식 시스템에 사용된 켑스트럼 파

라메터와 다양한 피치 파라메터를 융합하여 최고의 성능을 나타

내는 파라메터를 조합을 선정하였다. 우선 기존 MFCC 또는 피치 

파라메터만을 사용하는 감정 인식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식 실험

을 실행한 후, 융합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2는 피치 파라메터와 MFCC를 각각 사용하여 감정 인식

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56개의 파치 파라메터 중에서 우수

한 성능을 나타내는 파라메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순차적인 특징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13]. 이러한 방법은 먼저 가장 우수한 

성능의 파라메터 하나를 선정한 후, 이와 결합하였을 때 가장 우

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파라메터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

하여 원하는 개수의 파라메터를 선정한다. 56개의 파라메터중 15

개를 조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63.5%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15]. 켑스트럼 파라메터로는 MFCC, ΔMFCC, ΔΔMFCC를 연결

하여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MFCC에 ΔMFCC와 Δ

ΔMFCC를 결합하여 사용할수록 인식 성능이 상승되어 MFCC+Δ

MFCC+ΔΔMFCC의 경우에 가장 우수한 71.6%의 인식 성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펙트럼과 스펙트럼의 변화를 나타내

는 MFCC, ΔMFCC 및 ΔΔMFCC를 사용하는 것이 피치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메터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림 3은 MFCC 파라메터와 피치 파라메터를 융합하고 최고

의 성능을 나타내는 피치 파라메터 조합을 선정하기 위하여 

GMM 기반의 감정 인식 시스템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특징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을 수행한 결과이다. 피치 파라메터와 결합

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은 피치 파라메터와 MFCC와 

ΔMFCC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때로 81.4%의 인식 성능을 나타

내었다. 이는 피치만을 사용한 경우의 인식률인 63.5%보다 

17.9%가 향상되었고 MFCC+ΔMFCC+ΔΔMFCC만을 사용한 경우

보다 9.8%가 향상된 것으로 피치 파라메터와 MFCC 파라메터 융

합의 감정 인식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는 피치 파라메터와 MFCC와 ΔMFCC를 사용하고 순차

적인 특징 선택 방법에 따라 선택된 피치 파라메터의 개수에 따

른 인식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선택된 피치 파라메터 

개수가 10개 이상이면 최고값에 수렴하고 28개일 때 81.4%의 최

고 인식 성능을 나타내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피치 

파라메터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plateaux at minima의 중간값, 

plateaux at maxima의 사분범위, 최소 자승, 피치 상승 구간의 

최대값, 피치 상승 구간의 중간값, 피치 상승 구간의 사분범위, 

유성음 구간 변곡의 평균값, 피치의 표준편차, 하강 구간의 최대

값, plateaux at maxima의 중간값, 평균 이하값의 평균값, 유성

음 구간 곡률의 최대값, 급격한 변곡 횟수 등이다. 이렇게 선택된 

파라메터들은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 피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파라메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치만

을 사용하는 감정 인식 시스템에서 선택된 파라메터와 유사한 것

을 알 수 있다[14]. 

그림 4 피치 파라메터 개수에 따른 감정 인식 시스템의 성능 

Fig. 4 Performance of emotion recogni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umber of pitch parameters

또한 식 (2)에서 피치 파라메터를 사용한 GMM의 확률 값과 

MFCC를 사용한 GMM의 확률 값을 융합하기 위한 가중 값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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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5와 같이 실험적으로 구하여졌다. 가중 값이 0.06일 때 

가장 우수한 인식 성능을 나타내었다. 가중 값이 0일 때는 

MFCC 만을 사용한 경우이고 1.0인 경우에는 피치만을 사용한 

경우의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5 가중 값에 따른 융합된 감정 인식 시스템의 성능 

Fig. 5 Performance of fused emotion recognition system by 

weighted value

그림 6은  MFCC와 피치 파라메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스

템과 MFCC와 피치 파라메터를 융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의 인

식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MFCC+ΔMFCC+ΔΔMFCC를 사

용하는 경우 71.6%, 피치 파라메터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63.5%

이고 피치 파라메터와 MFCC+ΔMFCC를 융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81.4%로 가장 우수하였다. 이러한 값은 MFCC+ΔMFCC+ΔΔ

MFCC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오차가 34.5% 감소하고 피치만을 사

용한 경우보다 오차가 48.9% 감소한 것이다.

표 2는 피치 파라메터와 MFCC+ΔMFCC가 융합된 감정 인식 

시스템의 감정별 인식률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에서 ‘평상’ 감정

의 인식은 77.6%, ‘기쁨’ 감정의 인식은 76.0%, ‘슬픔’ 감정의 인

식은 82.4%, ‘화남’ 감정의 인식은 89.5%로서 최종 인식률은 

81.4%이다.  ‘슬픔’과  ‘화남’ 감정의 인식은 우수한 편이나, ‘평

상’ 감정은 ‘슬픔’ 감정과 오인식이 많았고 ‘기쁨’ 감정의 인식에

서는 ‘화남’ 감정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림 6 기존 시스템과 파라메터 융합된 감정 인식 시스템의 성능 비교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of conventional system and 

parameter fused emotion recognition system

recognition rate(%)

emotion neutral happy sad angry

neutral 77.6 7.9 9.2 5.3

happy 4.0 76.0 4.0 16.0

sad 5.5 12.1 82.4 0.0

angry 3.5 7.0 0.0 89.5

average 81.4

표 2 파라메터 융합된 감정 인식 시스템의 인식 성능

Table 2 Recognition performance of parameter fused 

emotion recognition system

그림 7 피치 파라메터 개수에 따른 감정 검출 시스템의 성능 

Fig. 7 Performance of emotion detec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pitch parameters

본 논문에서는 입력 음성을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음성과  감

정이 포함된 음성으로 구분하는 감정 검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감정 검출을 위하여 기쁨, 슬픔 및 화남 데이터를 합쳐서 감정 

음성(emotion)으로 재구성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평상 음성 630

개와 감정 음성 1607개로 구성되었다.

그림 7은 피치 파라메터와 MFCC, ΔMFCC와 ΔΔMFCC를 사

용하고 순차적인 특징 선택 방법에 따라 선택된 피치 파라메터의 

개수에 따른 감성 검출 시스템의 인식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선택된 피치 파라메터 개수가 12개일 때 85.9%의 최고 

인식 성능을 나타내었다. 선정된 피치 파라메터는 사분범위, 급격

한 변곡 횟수, 피치의 평균과 최소 차이, 평균이상 값의 평균값, 

유성음 구간 변곡의 평균값, 첨도, 상승 기울기 구간의 중간값, 

유성음 구간 곡률의 평균값, plateaux at maxima의 사분범위, 유

성음 구간 기울기의 최대값, 하강 기울기의 사분위수 지속 구간, 

유성음 구간 변곡의 표준편차 등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파라메터

들은 앞에서 수행한 감정 인식에서 선택된 파라메터와 상당히 유

사한 것으로, 이들 파라메터들은 여러 감정에 따른 감정 변화를 

잘 나타내어 감정 검출에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은 감정 검출 시스템의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 표에서 감

정이 없는 음성(neutral)은 인식률은 86.8%이고 감정이 포함된 

음성(emotion)의 인식률은 84.8%로 최종 85.9%의 인식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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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tion rate (%)

emotion neutral emotion

neutral 86.8 13.2

emotion 15.2 84.8

average 85.9

표 3 감정 검출 시스템의 인식 성능

Table 3 Performance of emotion detection syste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정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

하여 켑스트럼 파라메터와 다양한 피치 파라메터를 융합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음성의 피치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적 방법과 통

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피치 파라메터가 생성되었다. 켑

스트럼 파라메터와 결합하여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피치 파라

메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GMM을 사용한 감정 인식 시스템을 대

상으로 성능이 평가되었다. 파라메터 선정 방법으로는 순차적인 

특징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상, 기쁨, 슬픔 및 화남의 4가지 감정을 구별하는 화자 및 

문장 독립 감정 인식 실험에서 총 56개의 피치 파라메터중 28개

를 선택하여 MFCC+ΔMFCC를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81.4%로 

가장 우수하였다. 이러한 값은 MFCC+ΔMFCC+ΔΔMFCC만을 사

용한 경우보다 오차가 34.5% 감소하고 피치만을 사용한 경우보

다 48.9% 감소한 것이다.

본 실험에서 특징 선택을 통하여 선택된 피치 파라메터들은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 피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잘 표현

하는 파라메터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피치 파라메터들은 스

펙트럼 파라메터와 융합되어 사용될 때가 각각을 독립적으로 사

용될 때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감정이 포함

된 음성을 찾아내는 감정 검출 실험에서도 유사한 성능 향상을 

나타내어 85.9%의 감정 검출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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