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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상 생성을 한 한국어 감정음성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

☆

Korean Emotional Speech and Facial Expression Database for Emotional 
Audio-Visual Speec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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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음성 합성 모델을 감정에 따라 음성을 합성하는 모델로 확장하고 감정에 따른 얼굴 표정을 생성하기 한 데이터

베이스를 수집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남성과 여성의 데이터가 구분되며 감정이 담긴 발화와 얼굴 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이 다

른 2명의 문 연기자가 한국어로 문장을 발음한다. 각 문장은 anger, happiness, neutrality, sadness의 4가지 감정으로 구분된다. 각 
연기자들은 한 가지의 감정 당 약 3300개의 문장을 연기한다. 이를 촬 하여 수집한 체 26468개의 문장은 복되지 않으며 해당하

는 감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성능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데이터베이스

를 감정의 범주, 강도, 진정성의 3가지 항목에 해 평가한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정확도를 알아보기 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음성- 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상 데이터로 나 어 평가를 진행하고 비교한다.

☞ 주제어 : 음성합성, 감정음성, 데이터베이스, 멀티모달

ABSTRACT

In this paper, a database is collected for extending the speech synthesis model to a model that synthesizes speech according to 

emotions and generating facial expressions. The database is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data, and consists of emotional speech 

and facial expressions. Two professional actors of different genders speak sentences in Korean. Sentences are divided into four 

emotions: happiness, sadness, anger, and neutrality. Each actor plays about 3300 sentences per emotion. A total of 26468 sentences 

collected by filming this are not overlap and contain expression similar to the corresponding emotion. Since building a high-quality 

database is important for the performance of future research, the database is assessed on emotional category, intensity, and 

genuineness. In order to find out the accuracy according to the modality of data, the database is divided into audio-video data, 

audio data, and video data.

☞ keyword : Speech Synthesis, Speech Emotion, Database, Multi Modal 

1. 서   론

최근 인공지능 기법들의 발 과 함께 많은 연구들에

서 딥러닝 기반의 음성 합성 모델들을 제안하 다.[1][2] 

이를 통해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고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표 하려는 연

구가 이어지고 있다.[3] 이러한 연구들의 성능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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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합성 모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요하다.

음성만으로는 감정 표 에 몇 가지의 어려움이 따르

는데, 음성에는 감정을 구분하는 명확한 특징이 없고, 화

자마다 발화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4]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감정 표 을 하여 음성 이외에 

얼굴 표정도 사용한다.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 

상태를 즉각 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얼굴 표정은 음

성과 더불어 감정을 표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5] 

따라서 컴퓨터가 감정에 따라 발화하고 얼굴 표정을 표

한다면 사람과의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발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 음성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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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생성 연구에 활용하기 한 한국어 음성과 얼굴 표

정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연구의 정확도

를 높이기 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Steven R. Livingstone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North 

American English를 기반으로 angry, happy, neutral, sad, 

fearful, calm, surprise, disgusted의 8가지 감정으로 촬 하

여 4320개의 음성  상 데이터를 수집하 다. 데이터 

평가 결과 음성- 상 데이터는 80%, 상 데이터는 75%, 

음성 데이터 60%의 정확도를 얻었다.[6]

본 연구에서도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

기 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음성- 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상 데이터로 나 어 평가를 진행한다.

2. 한국어 감정 음성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한국어 기반의 감정 음성  얼

굴 표정 데이터베이스는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의 데이

터가 구분되며 감정은 anger, happiness, neutrality, sadness

로 구분한다. 4가지 감정에 하여 해당 감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수집한 뒤, 성별이 다른 2명의 

문 연기자가 주어진 문장을 감정에 따라 연기하는 것

을 촬 한다. 문장을 수집하는 과정과 연기자의 촬  과

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2.1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문장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하여 문 연기자들이 4

가지의 감정별로 연기할 문장이 필요하다. 문장은 발화 

시 5  이내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드라마, 화, 만화

의 사를 수집하 다. 사 앞에 오는 ‘아‘, ’오‘, ’음‘ 과 

같은 감탄사는 제거하 다.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단어의 

쓰임이나 어투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남성 발화 문장과 

여성 발화 문장을 구분하 다. 수집한 사 형식의 문장

을 감정별로 분류하기 하여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

다. 해당 감정을 느낄 때 보편 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포

함 는지 는, 해당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상황 

내에서의 사인지 단하 다. 표 1 에 감정별 키워드와 

상황의 시를 나타내었다.

  

(그림 1) 데이터 수집 과정

(Figure 1) Data collection process

(표 1) 감정별 키워드  상황

(Table 1) Keywords and situations by emotion

키워드 상황

anger 거짓말, 의심, 싫어 이혼, 경찰서, 싸움

happiness 기뻐, 좋아, 사랑 생일, 여행, 취업

neutrality 이 외 내레이션, 설명

sadness 지쳐, 힘들어, 포기 죽음, 이별, 병원

만약 두 가지 이상의 감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이

라면 화의 상황을 악하여 감정을 정하 다.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하여 각 감정이 담긴 문장들이 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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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수집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nger, 

happiness, neutrality, sadness의 4가지 감정에 해 성별을 

구분하여 약 3300개씩, 총 26468개의 문장을 수집하 다. 

표 2에 수집한 사의 시를 나타내었다.

(표 2) 성별, 감정별로 수집된 사

(Table 2) Sentences collected by gender and 

emotion

성별 감정 문장

남

anger
못난 형은 잘난 동생 일에 간섭 
좀 하면 어디가 덧나냐?

happiness
그래서 한 여자는 제가 데리고 
살잖아요

neutrality
아버지는 혼자서 나와 형을 
키우셨다.

sadness
내가 욕심이 나서.. 혼자 사는 게 
싫어서..

여

anger
오빠 그럴 때마다 사람 무시하는 
거 같아서 진짜 기분 나빠, 알아?

happiness
우리 아들 손이 벌써 이만큼 
컸네~

neutrality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라.

sadness
우리 준희.. 엄마가 얼마나 
보고싶었는데..

2.2 한국어 감정 음성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한 문장을 1회 당 감정별로 200개씩 분배하여 각 

연기자는 16회의 촬 을 진행하 다. 

촬  시 에 계없이 체 데이터가 균일해야하므로 

몇 가지의 촬  조건을 설정하 다. 먼 , 외부의 노이즈

가 차단되는 동일한 방음실에서 촬 하 다. 방음실의 

조명은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 다. 카메라에 방송용 

롬 터를 장착하여 본을 보면서도 연기자의 이 항상 

카메라를 응시하도록 연출하 다. 카메라  마이크와 

연기자의 거리는 약 30cm로 유지하며 흰 색의 벽을 배경

으로 촬 하 다. 감정별로 균일한 오디오를 수집하기 

해 감정에 따라 마이크의 오디오 벨을 조정하 다. 

happiness와 neutrality는 마이크 오디오 벨 5.5로 설정하

고 anger는 벨2, sadness는 벨 8로 설정하 다. 이후 

연기자는 비된 검은색 반팔 상의를 착용하고 동일하게 

단장하 다. 그림 2는 촬  환경을 도식화하 고 그림 3

은 문연기자가 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촬 하는 모습

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촬  환경

(Figure 2) Filming environment

(그림 3) 촬 하고 있는 두 명의 연기자

(Figure 3) Two actors filming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림 4와 그림 5와 같이 남성 연

기자와 여성연기자의 감정에 따른 얼굴 표정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림 4) 남성 연기자의 얼굴 표정 데이터 시

(Figure 4) Example of facial expression data for a 

male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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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여성 연기자의 얼굴 표정 데이터 시

(Figure 5) Example of facial expression data for a 

female actor

두 과정을 거쳐 anger, happiness, neutrality, sadness의 4

가지 감정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표 3에 각 

감정에 해 성별을 구분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수를 나

타내었다.

(표 3) 분류별 데이터의 수

(Table 3) Number of data by gender and 

emotion

남 여

anger 3173 3426

happiness 3154 3432

neutrality 3181 3436

sadness 3269 3397

합계 12777 13691

와 같이 분류별로 약 3300개씩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 26468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3. 데이터베이스 평가

감정 음성  얼굴표정 생성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양질의 데이터

로 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이 뚜

렷하게 담겨있고 발화가 명확히 이루어진 것을 양질의 

데이터로 단한다. 각 감정 당 약 100개의 데이터를 선

별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과정을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그림 6) 데이터베이스 평가 과정

(Figure 6) Database assessment process

3.1 평가 방법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음성- 상 데이터, 음성 데이

터, 상 데이터로 구분하여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기 

해, 선별된 800개 데이터를 audio-visual(AV), video-only(VO), 

audio-only(AO)의 3가지 modality에 해 모두 평가하

다. 평가 항목은 감정의 범주, 강도, 진정성의 3가지로 구

성하 다. 감정의 범주는 평가할 데이터가 어떤 감정에 

해당하는가를 의미하며 평가자는 anger, happiness, 

neutrality, sadness 에 선택하 다. 강도는 감정의 세기

가 얼마나 강한가를 의미하며 평가자는 ‘매우 약하다, 약

하다, 보통이다, 강하다, 매우 강하다’의 5가지 척도를 가

지고 단하 다. 진정성은 연기자가 정신 , 신체 으로 

감정을 느끼며 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의미

하며 평가자는 ‘매우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이다, 약

간 그 다, 매우 그 다’의 5가지 척도를 가지고 단하

다. 평가에는 3명이 참여하 으며 균일한 평가 환경에

서 평가를 진행하 다. 평가자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개별 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음성  

상 재생에는 동일한 헤드폰과 모니터가 사용되었다. 

음량 크기  평가자와 모니터 사이 거리는 일정하게 유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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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ity Gender N
Mean (SD)

Proportion correct

Mean (SD) 

Intensity

Mean (SD)

Genuineness

AV
Male 400 0.96 (0.20) 3.52 (1.25) 4.40 (0.74)

Female 400 0.93 (0.26) 3.69 (1.21) 4.48 (0.70)

VO
Male 400 0.94 (0.24) 3.49 (1.24) 4.50 (0.63)

Female 400 0.92 (0.27) 3.95 (1.13) 4.50 (0.72)

AO
Male 400 0.87 (0.34) 3.55 (1.21) 4.36 (0.77)

Female 400 0.88 (0.32) 3.58 (1.18) 4.44 (0.72)

(표 4) 데이터 종류별 평가 결과

(Table 4) Assessment results by data modality

Modality Gender Emotion N
Mean (SD)

Proportion correct

Mean (SD) 

Intensity

Mean (SD)

Genuineness

AV

Male

Anger 107 1.00 (0) 3.50 (1.26) 4.21 (0.75)

Happiness 106 0.95 (0.21) 3.31 (1.05) 4.36 (0.81)

Neutrality 96 0.93 (0.26) 4.26 (1.16) 4.69 (0.53)

Sadness 91 0.96 (0.20) 3.03 (1.21) 4.35 (0.75)

Female

Anger 89 0.96 (0.21) 3.65 (1.20) 4.67 (0.51)

Happiness 124 0.90 (0.30) 3.19 (1.26) 4.40 (0.73)

Neutrality 94 0.91 (0.28) 4.31 (1.07) 4.56 (0.68)

Sadness 93 1.00 (0) 3.90 (0.96) 4.32 (0.81)

(표 5) 음성- 상 데이터 평가 결과

(Table 5) Audio-video data assessment result

Modality Gender Emotion N
Mean (SD)

Proportion correct

Mean (SD) 

Intensity

Mean (SD)

Genuineness

AO

Male

Anger 107 0.91 (0.29) 3.36 (1.25) 4.21 (0.91)

Happiness 106 0.80 (0.40) 3.13 (1.12) 4.15 (0.88)

Neutrality 96 0.89 (0.32) 4.02 (1.31) 4.53 (0.82)

Sadness 91 0.89 (0.31) 3.66 (1.08) 4.46 (0.75)

Female

Anger 89 0.99 (0.11) 3.98 (1.20) 4.54 (0.67)

Happiness 124 0.90 (0.31) 3.53 (1.11) 4.44 (0.76)

Neutrality 94 0.94 (0.24) 4.10 (1.05) 4.46 (0.75)

Sadness 93 1.00 (0) 4.10 (0.93) 4.25 (0.77)

(표 6) 음성 데이터 평가 결과

(Table 6) Audio data assessment result

3.2 평가 결과

평가를 마친 후 평가자들의 모든 응답을 수치화하여 

분석하 다. 평가 항목  감정의 범주에서는 데이터의 

실제 감정 범주와 평가자의 응답이 일치하면 1, 그 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내었다. 감정의 강도와 진정성 항목에

서는 각각 ‘매우 약하다’, ‘매우 아니다’를 1, ‘매우 강하

다’, ‘매우 그 다’를 5로 나타내는 것을 기 으로 하여 5

가지 척도 응답을 1부터 5까지 수치화하 다. 그 후 데이

터의 modality를 구분하여 각 평가 항목의 평균과 표 편

차를 구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이 때, 감정의 

범주 항목에서 평가자 응답이 일치하는 비율을 proportion 

correct라고 표기한다.[7] 표 4를 보면 음성- 상 데이터는 

약 95%, 상 데이터는 약 93%, 음성 데이터는 약 8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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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ity Gender Emotion N
Mean (SD)

Proportion correct

Mean (SD) 

Intensity

Mean (SD)

Genuineness

VO

Male

Anger 107 0.96 (0.19) 3.31 (1.28) 4.47 (0.59)

Happiness 106 0.98 (0.14) 3.12 (1.22) 4.53 (0.59)

Neutrality 96 0.88 (0.33) 4.05 (1.15) 4.58 (0.66)

Sadness 91 0.92 (0.27) 3.52 (1.15) 4.36 (0.83)

Female

Anger 89 0.98 (0.15) 3.72 (1.18) 4.73 (0.51)

Happiness 124 0.92 (0.27) 3.44 (1.19) 4.46 (0.64)

Neutrality 94 0.73 (0.44) 3.78 (1.30) 4.40 (0.82)

Sadness 93 0.90 (0.30) 3.42 (1.01) 4.18 (0.80)

(표 7) 상 데이터 평가 결과

(Table 7) Video data assessment result

정확도를 갖는다. 선행연구인 북미의 RAVDESS 데이터 

평가 결과가 순서 로 80%, 75%, 60%를 도출한 것과 비

교한다면 높은 정확도를 갖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데

이터의 modality 별 평가 결과를 표 5, 표 6와 표 7에 나타

내었다.

4. 결   론

최근의 음성 합성 기술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

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표 하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연구를 해서는 감정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이 요하다. 음성과 얼굴 표정으로 사람의 감

정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anger, happiness, 

neutrality, sadness의 4가지 감정이 담긴 한국어 음성과 얼

굴 표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데이터는 남성 화

자와 여성 화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한 성별에 해 감정 

당 약 3300개씩, 체 26468개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해 구축된 데

이터베이스를 음성- 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상 데이

터로 modality를 나 어 평가를 진행하 다. 평가 항목으

로는 감정의 범주, 강도, 진정성이 있다. 평가 결과 음성-

상 데이터는 약 95%, 상 데이터는 약 93%, 음성 데

이터는 약 88%의 정확도를 갖는다.

이 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한국어를 기반으

로 감정에 따른 음성 합성 모델과 얼굴 표정 생성을 한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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