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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분류를 통한 음성 감정 인식을 제안한다. mel-spectrogram을 사용하여 음

성파일에서 특징을 뽑아내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를 Conv1D, GRU, Transformer를 결합한 

딥러닝 모델에 학습시킨다. 위의 딥러닝 모델에 음성 감정 인식 데이터 세트인 TESS, SAVEE, RAVDESS, 

EmoDB에 적용하여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서 기존의 모델 보다 높은 정확도의 음성 감정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확도는 99.60%, 99.32%, 97.28%, 99.86%를 얻었다. 

키워드: 음성 감정 인식(Speech Emotion Recognition), 

시계열 데이터 분류(Time Series Classification), 트랜스포머(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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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에

서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음성[1], 영상 인식[2], 생체 인식[3]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 음성을 통한 감정 인식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음성의 특징을 추출한 음성 감정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음성의 피치와 에너지를 통한 인식,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log frequency power 

coefficient 등의 음성 특징을 추출하여 HMM(hidden Markov 

Model), GMM(Gaussian Mixed Model), SVM(Support Vector 

Machine)의 머신러닝과 최근에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LSTM(Long Short Term Memory)과 같은 딥러닝 모델

을 사용한 음성 감정 인식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librosa 라이브러

리에 내장된 mel-spectrogram 함수를 사용하여 단위 시간당 샘플링된 

음성 신호를 사용하여 음성 감정 인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딥러닝 

모델에 Transformer를 결합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음성 

감정 인식 데이터 세트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음성 감정 인식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연구 동향

음성 감정 인식의 경우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음성의 세기와 

LPC(Linear Predictive Coding)를 사용한 방법[4], 운율, 음색과 

음성 에너지 특징을 HMM으로 분류한 모델[5], ZCR(Zero Crossing 

Rate)에 KNN(K-Nearest Neighbor) 등의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법

[6]과 발음과 음향 특징을 DNN(Deep Neural Network)에 적용한 

딥러닝을 사용[7]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mel-spectrogram

인간의 귀는 컴퓨터와 달리 주파수 간 간격이나 소리의 크기를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로 1,000Hz를 들려줄 

때와 10,000Hz로 들려줄 때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는 귀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다. mel-scale은 사람의 귀를 컬러 

맵인 spectrogram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고주파로 갈수록 

사람이 구분하는 주파수 간격이 넓어지는데 mel-scale은 이러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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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서 필터를 이용, 스케일 단위를 변환한다.

Fig. 1. mel-spectrogram 그림 

III. The Proposed Scheme

wav 파일로 저장된 음성 파일을 librosa 라이브러리의 

mel-spectrogram 함수를 사용하여 시간당 40개의 특징을 가진 다변

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였다.변환에 사용된 mel-spectrogram 

변환 코드는 블로그(https://kaen2891.tistory.com/39)를 참고하였

다.변환된 시계열 데이터를 textNAS[8]에서 사용된 Conv1D, GRU, 

Transformer를 결합한 딥러닝 모델에 학습하였다. Conv1D, GRU는 

텐서플로우 내장 모델을 사용하였고 Transformer는 케라스 블로그

(https://keras.io/examples/nlp/text_classification_with_transfor

mer/)에 구현된 소스를 참고하였다. 데이터 증대를 위하여 하나의 

음성파일에서 추출한 mel-spectrogram에서 40개의 임의의 인덱스를 

정하고 TESS(Toronto emotional speech set)의 경우 정해진 인덱스 

이후 40개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데이터 모양은 (N, 40, 40)이다. 

나머지 데이터 세트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40개의 임의의 인덱스에서 

인덱스 후 12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데이터 모양은 (N, 120, 

40)이다. 학습 epoch은 200으로 정하였다. TESS의 경우 99.60%의 

음성 감정 인식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 

Fig. 2.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모델 그림

Dataset URL

TESS

https://www.kaggle.com/

ejlok1/toronto-emotional-

speech-set-tess

S A V E E ( S u r r e y 

Audio-Visual Expressed 

Emotion)

https://www.kaggle.com/

barelydedicated/savee-d

atabase

R A V D E S S ( R y e r s o n 

Audio-Visual Database 

of Emotional Speech 

and Song)

https://www.kaggle.com/

uwrfkaggler/ravdess-emo

tional-speech-audio

EmoDB(Berlin Database 

of Emotional Speech)

https://www.kaggle.com/

piyushagni5/berlin-datab

ase-of-emotional-speec

h-emodb

Table 1.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 주소

Dataset Accuracy

Parry et al.[9] 72.66%

VACNN + BOVW[10] 75.00%

Manta-Ray[11] 97.49%

제안한 방법 99.32%

Table 2. SAVEE 데이터 세트 감정 인식 분류 정확도

Dataset Accuracy

Milner et al.[12] 75.60%

VACNN + BOVW[10] 83.33%

제안한 방법 97.28%

Table 3. RAVDESS 데이터 세트 감정 인식 분류 정확도

Dataset Accuracy

Mao et al.[13] 71.80%

VACNN + BOVW[10] 86.92%

Manta-Ray[11] 97.68%

제안한 방법 99.86%

Table 4. EmoDB 데이터 세트 감정 인식 분류 정확도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mel-spectrogram을 사용한 음성 인식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샘플링을 통한 데이터 증대, 데이터 저장 길이를 증가시킨 

방법, Transformer를 결합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기존의 음성 

감정 인식 분류 결과보다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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