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소리의 심리음향특성을 활용한 사람 소리에 대한 
청각-감성 인식 함수 개발

The Development of Auditory Emotion Recognition Function on Human 
Sounds for Psycho-acoustic Parameters

*최영임 12, #이성준 2, 최인묵 2, 박연규 2

*Y. I. Choi1, M. H. Kim2, S. S. Jung2, #S. Lee2(lsjun@kriss.re.kr ), I. M. Choi2, Y. K. Park2

1충남대학교 심리학과, 2국표준과학연구원 기반표준본부

Key words : Auditory Emotional Recogniton, psycho-acoustic parameters

1. 서론

감성인식이란 인간중심의 인간-기계 상호작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인간이 감정을 느낄 

때 나타나는 얼굴표정이나 음성 및 몸짓으로부터 

추출된 물리적 특성들과 주관적 감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인간의 감성을 예측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중 음성이나 음악 및 자연소리와 같은 소리들로부

터 추출된 물리적 특성을 사용하여 감성인식을 연구

하는 분야는 심리음향학 분야로 구분된다(figure 1). 
지금까지의 심리음향학 분야 내에서 사람으로부터 

유발되는 소리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의미를 포함하

고 있는 speech 및 음성에 대한 감성인식 연구이다. 
음성 이외에 사람 소리에 대한 연구들은  웃음소리나 

기침소리를 다루었으나, 이 연구들은 소리와 감성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기보다 소리들을 말(speech)소
리와 구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람의 

울음소리를 다룬 연구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감성을 측정하였으나 이 연구는 아기의 입모양

이나 눈의 상태(open/closed) 및 눈썹위치(up/down)
와 같은 얼굴표정에서 추출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

였기 때문에 소리로부터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감성

을 인식하는 연구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와 인간이 언제 어디서든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한 지금에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감성에 기반한 

반응을 산출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유연한 사용자 

중심의 인간-기계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소리를 제외한 사람소리에 대해 자동적으로 감성

을 인식하여 판별할 수 있는 감성함수식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Fig. 1  The flow chart of auditory emotion recognition 
function 

2. 방법

· 실험참가자:  D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남녀 학생 170명. 8명이 한 조가 되어 

전체 20개의 팀이 실험에 참가하였음.
· 실험자극:  IADS-2 소리자극 및 인터넷( 

http://www.findsonud.com)에 공개된 음원들 중 사람

과 관련된 소리 40개 사용.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Random 방식으로 data를 2개의 set으로 구분. 30개 

자극은 감성인식 함수 산출을 위한 training data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0개의 자극은 산출된 감성인식 

함수의 타당화를 위한 test data로 사용되었음. 
· 실험절차:  실험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목적과 응답요령을 설명하였음. 실험참가자

는 실험진행자가 불러주는 소리번호를 받아 적고, 
그 뒤에 3초 동안 제시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끝까

지 듣고 난 후 별도의 지지사항 없이 소리에 대한 

감성을 평정하도록 하였음. 자극은 스피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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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으며, 실험참가자가 위치한 모든 위치에

서의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dB)은 동일하였음. 
· Psycho-Acoustic Parameter 추출:  소리에 대한 

감성을 예측하는 심리음향 parameter로 Loudness
(소리의 크기),  Sharpness(소리의 날카로운 정도), 
Roughness(소리의 거칠기), Fluctuation Strength(소
리의 음조)를 추출함. 

· 감성평가 :  기쁨과 슬픔 및 부적감성(분노, 
공포, 혐오)을 측정할 수 있는 15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감성형용사 척도 상에 각 소리에 대한 감성

을 평정하도록 하였음. 각 소리에 대한 기쁨과 슬픔 

및 부적감성의 평균을 계산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정서를 각 소리 감성으로 할당함. 
· 감성인식 알고리즘:  4개의 심리음향 parameter

로 소리에 대한 기쁨과 슬픔 및 부적감성을 자동적으

로 예측하기 위한 함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Linear 
Discriminant Analysis(LDA)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음.

3. 결과

30개의 소리에 대하여 LDA 알고리즘을 반복적

으로 적용하여 data를 training 한 결과, 기쁨 7개, 
슬픔 7개, 부적감성 6개 전체 20개 data에 대하여 

100%의 정확율을 보이는 감성인식함수를 산출하

였다. training data에서 얻어진 감성인식함수는 함

수 산출을 위해 사용된 data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함수의 타당화를 위하여 새로운 data에 대한 감성

분류를 실시하였다. training data에서 산출된 감성

인식함수에 새롭게 수집된 10개의 data를 투입하여 

감성을 분류한 결과, 전체 90%의 정확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2는 산출된 함수로부

터 분류된 소리의 분포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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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data

Emotion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
Happy Sad Negative

train
ing- 
data

Happy 7
(100) 

0
(0%) 

0
(0%) 7

Sad 0
(0%) 

7
(100%)

0
(0%) 7

Negative 0
(0%)

0
(0%)

6
(100%) 6 

test 
data

Happy 3
(75%) 

0
(0%) 

1
(25%) 4 

Sad 0
(0%) 

3
(100%)

0
(0%) 3 

Negative 0
(0%) 

0
(0%) 

3
(100%) 3 

*  90% of test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Fig. 2  The plot of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4. 논의

사람의 소리로부터 추출된 심리음향 파라미터

들로부터 기쁨과 슬픔, 부적감성의 3개 감성을 판

별할 수 있는 청각-감성인식 함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중심의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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