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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voice has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loudness, pitch, speaking
rate, etc. This research presents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human emotions
using voice signals transformed using the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
The STFT can know the frequency component at a desired time point which
can be verified using three criteria. Using the 1st criteria, that is, the frequency
of the maximum sound intensity (MSI), the emo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normal/angry and happy.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emotions using the 2nd criteria, which is, the dwell time of the MSI. Using the
3rd criteria, that is, the onset of the MSI, the two groups normal, and
angry/happy are identified. Therefore, the 1st and 3rd criteria can be used to
classify three emotions. These results can provide valuable insight for future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human emotions.

샘플에 대해 실험을 하였고 실험 결과 ‘화남’, ‘슬픔’, ‘놀람’ 감정이

1. 서 론

다른 감정보다 높은 인식 성공률을 보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5].
GRBAS 음성평가[1] 방법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말의 높낮이(낮

음성 신호는 기술의 발달로 영상 데이터의 비해 손쉽게 구할 수

다/높다), 세기(작다/크다), 빠르기(느리다/빠르다) 등의 비교적 분

있으며 음성 신호를 사용한 감정 분류 방법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명하게 설명이 가능한 특징을 선정하여 음성을 분류한다. 이러한

진행 중에 있다[6].

특징은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분류가 가능한 특징만을 허용하며 정

심리학 박사 PAUL EKMAN, WALLACE V. FRIESEN가 정

량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들은 사람과 사람, 감정상태 등의 분류가

의한 사람의 감정은 크게 기쁨, 슬픔, 화남, 놀람, 혐오, 공포 6종류
가 있으며[7] 세분화된 감정으로는 Fig. 1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심

[1-2]

가능하다

.

리학 박사 Robert Plutchik가 분류한 108개의 감정이 있다[8].

말의 빠르기, 음질 포만트(formant) 주파수, 단어 톤(tone)을 이
용한 감정 분류 연구가[3] 선행되었으며 국악의 창소리에서 장단

본 연구에서 분류를 목표하는 감정은 심리학 박사 Timothy J.

소리의 고저를 분석하여 희로애락을 분류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Legg가 정의한 사람이 가장 자주 표현하는 감정인 기쁨, 화남 2가
지[9]와 보통 상태 1가지로 총 3가지이다.

[4]

있다 . 추가적으로 T. Moriyama는 음성 데이터의 음높이(pitch)
와 전력의 포락선(envelope) 검출을 통하여 20개의 일본어 대사

본 연구에서는 목소리의 세기를 주파수, 유지시간, 발생시간 등

* Corresponding author. Tel.: +82-02-970-7094
E-mail address: dyjang@kemcti.re.kr (Dong-young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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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D

Fig. 1 Feelings wheel by Robert Plutchik[7]

Fig. 2 Speech signals to STFT

의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기쁨, 화남, 보통 총 3가지 감정을 분류
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신호의 디지털 처리를 위해 STFT를 사용하
였다(Fig. 2). 일반적으로 신호 처리에 쓰이는 FFT (fast Fourier

(b) 3D

transform) 그래프는 신호의 주파수만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주파

Fig. 3 Speech signals processing to STFT

[10]

수가 어느 시점(time)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 이는
신호의 크기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FFT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

해 3차원 그래프로 변환 후 최대 음성 강도(max. sound intensity

다. 그러나 STFT (short-time Fourier transform)를 사용할 경우

[dB]) 주파수,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시간, 최대 음성 강도의 발생

음성 신호를 STFT통해 신호에 대해 자신이 알고 싶은 시점에서의

시간의 3가지 조건을 통하여 감정을 분류했다.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있다(Fig. 3).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시간

2.2 분류 방법

정보만 사용하여 FFT와는 달리 후처리 과정이 필요 없어지며[11]
[12]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신호(Table 1)를

이는 기본 Time-Frequency 분석기법인 STFT가 사용 되는 이유

가지고 STFT로 변환 후 Fig. 4(a)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kHz),

이며 본 연구에서 해당 변환 기법을 사용한 이유이다.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시간(secs), 최대 음성 강도의 발생 시간(secs)

2. 연구 방법

3가지로 분노, 보통, 행복 3가지 감정을 분류했다.
Fig. 4(b) ①는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로 STFT 그래프의 최대
음성 강도가 나온 주파수의 수치를 의미한다. Fig. 4(b) ②는 최대

2.1 실험 정의

음성 강도의 유지시간으로 STFT 그래프의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

본 연구는 20･30대 성인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음성 데이터를
이하의 공

시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Fig. 4(b) ③은 최고 음성 강도의

간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10종의 대사를 각각 분노, 보통, 행복의

발생시간으로 음성 파일의 최대 음성 강도가 최초 발생하는 시간

3가지 감정으로 녹음하였고, 해당 음성 녹음 데이터는 STFT를 통

을 의미한다.

[13]

구축했고, 녹음은 WHO의 침실 소음 기준인 3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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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variables
Model

50 males

Ages

20･30

Data process

STFT (short-time Fourier transform)

Recording place

Under 35 dB (bedroom standard of WHO)

Types of
emotion

Angry, Normal, Happy

Dialogue

10 types

Criteria for
classifying
emotions

The frequency of max. sound intensity [dB]
Dwell time of max. sound intensity [dB]
Onset of max. sound intensity [dB]

Fig. 5 Comparison of frequency for the max. sound intensity
by emotions

한 그래프이다.
남성 50명의 10종 대사를 3가지 감정으로 분류 하고 감정별
500개의 신호에서 최대 음성 강도의 구간 설정한 상태의 주파수
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된 그래프이다. Fig. 5에서 A는 해당 주파
수에 누적된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의 음성 신호의 누적치를
의미한다.
최대 음성 강도 주파수의 경우 보통 감정이 0.4 kHz 이전에
54.2%가 0.4 미만에 분포했다. 분노 감정은 0.3 kHz에서 점점
증가하며 0.55 kHz에 52.4%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행복 감정은

(a) Max. sound intensity in the STFT graph

0.55 kHz에 53.6%가 분포했다. 보통 감정의 누적치는 0.4 kHz
를 기준으로 분노감정과 행복감정에 비해 각각 53.1%가 더 높
았다.
결과적으로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를 통한 감정 분류는 0.4
kHz 구간에 절반 이상이 누적되어 있는 보통 감정과 0.55 kHz가
되어야 절반 이상이 누적되는 분노, 행복 감정과 큰 차이를 보여
분류가 가능하지만 행복과 분노 감정 간 분류는 구분되지 않는다.

3.2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시간
Fig. 6은 최대 음성 강도가 유지되는 시간별 구간에 대해서 분류
한 그래프이다.
남성 50명의 10종 대사를 3가지 감정으로 분류 하여 감정별 500

(b) Criteria of three types

개의 신호에서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그

Fig. 4 Schematic of criteria for classifying emotions

래프이다. Fig. 6에서 A는 해당 주파수에 누적된 최대 음성 강도의
음성 신호의 누적치를 의미한다.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시간에 경

3. 실험 결과

우 3가지의 감정 모두 0.15초 구간에 분노, 보통, 행복 감정 순으로

3.1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

33.4%, 32.4%, 29.2%를 기록하였다. 앞서 실험한 최대 음성 강도

Fig. 5는 남성 50명을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분류

와는 달리 0.15초 이후 구간에서도 3가지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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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gry

Fig. 6 Comparison of dwell time for the max. sound intensity
by emotions

특징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시간은 감정
을 분류하기에 적합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

3.3 최대 음성 강도의 발생시간
Fig. 7은 같은 대사의 분노와 행복 2가지 감정이다. Fig. 7(a)는
분노 감정 Fig. 7(b)은 행복감정을 변환한 그래프이고 다음 그래프

(b) Happy

Fig. 7은 Fig. 7(a)에 A와 Fig. 7(b)에 B 지점에 최대 음성 강도의

Fig. 7 The onset of max. sound intensity

발생 시간의 비교이며 같은 대사의 최대 음성 강도 발생 순서를
전기, 중기, 후기 순으로 분류했다.
Fig. 8은 남성 50명의 10종 대사를 3가지 감정으로 분류 하여
같은 신호를 기준으로 최대 음성 강도의 발생 순서로 음성 파일의
최대 음성 강도의 최초 발생되는 시간의 순서를 기록한 그래프이다.
분노, 보통, 행복 3가지 감정에서 최대 음성 강도가 발생하는 순
서를 비교 했을 때 분노 대사가 가장 먼저 최대 음성 강도를 발생하
는 빈도가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보통 감정
82건보다 3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중반 영역 에서는 행복
228건 보통 191건, 후반 영역에서는 보통이 227건 행복 214건으
로 각각의 시간 영역에서 많은 빈도수를 보여 주었으나 보통과 행
복은 크게 차이를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최대 음성 강도의 발생 순서를 통한 감정 분류는 감

Fig. 8 Onset of max. sound intensity sequence chart

정 간의 분류가 가능하였는데 First 구간에서 분노 감정이 다른 감
정과 3배 이상의 차이를 확인했다. 따라서 분노 감정과 보통/행복

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를 검증했다.
1)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로 감정을 분류 하면 보통 / 분노와

감정이 2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행복 2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4. 결 론

2)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시간을 기준으로는 분노, 보통, 행복의
감정 분류가 불가능 하다.
3) 최대 음성 강도의 발생 순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분노

본 연구에서는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 최대 음성 강도의 유지

/ 보통과 행복 2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시간, 최대 음성 강도의 발생순서 3가지 조건을 가지고 3가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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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lutchik, R., 2003, Emotions and Life: Perspectives from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감정에 따라서 최대 음성

Psychology, Biology, and Evolution, APA Books, USA.

강도가 발생한 주파수와 최대 음성 강도가 발생한 시간이 다르다.
따라서 분노, 보통, 행복 감정은 최대 음성 강도의 주파수와 최대

[9] Timothy, J. L., 2019, viewed 10 September 2019, Big Feels and

음성 강도의 발생 순서를 이용하면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How to Talk About Them, <https://www.healthline.com/health/

다. 발생 순서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행복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list-of-emotions>.
[10] Kim, M. S., Moon. J. S., 2019, Speaker Verification Model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여성의 음성 신호를 정리하여 남성의 음성 신호와 비교/분

Using Short-Time Fourier Transform and Recurrent Neural

석하고 분류 가능한 감정의 종류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

Network,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으며, 생산 공정 관리에 적용하여 작업자의 음성으로 작업자에 상

& Cryptology, 29:6 1393-1401, https://doi.org/10.13089/JKII

태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SC.2019.29.6.1393.
[11] Cha, Y. T., Lee, Y. H., Choi, S. J., 2020, Simulation of EI
Shaping using STFT for Manipulator Vibration Reduction of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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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purpose Equipment Responding Disaster, Proc.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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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gale, R., 2014, Harmonic Analysis Using FFT and S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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