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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대검찰청에서 수집한 한국인 대규모 음성 코퍼스를 

사용하여 기계 학습 모델을 통해 연령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 모델은 20대, 30~40대, 50대 이상으로 3분류를 한다. 

실험을 위해 묵음(silence)을 기준으로 음성 코퍼스를 378,684개의 

데이터로 분절하였으며, 발화 유형과 성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였다. 

음성으로부터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MFCCs), 

fundamental frequency(F0), i-vector, jitter, shimmer, 발화속도를 

추출하여 기계 학습 모델인 Long Short Term Memory(LSTM) 모델을 

통해 연령을 분류하였다. 또한, feature selection 알고리즘을 통해 각 

음성 특징의 영향을 확인하여 특징마다 가중치를 달리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는 음성 특징별 성능과 음성 특징의 조합의 성능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그 결과, 개별 음성 특징의 경우 MFCC로 

학습하였을 때 76.01%로 가장 높았으며, 음성 특징의 조합의 경우 모든 

음성 특징을 학습하였을 때 80.01%로 가장 높았다. 또한,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RFE)나 Extra Tree Classifier (ETC)와 같은 

feature selec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는 80.87%로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요어 : 한국인 대규모 음성 코퍼스, 연령 분류, 음성 특징, 기계 학습 

학   번 : 2016-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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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의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로는 생김새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별 특징이 있다. 그 중 사람의 목소리도 그 사람의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연령대를 알아볼 때 사람의 목소리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그 동안 전문가의 시각과 청각, Praat 

등의 음성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알아내고 또 연령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연령에 대한 힌트를 주는 음성적 특징은 

보조 도구를 바탕으로 사람의 직관에 의존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언어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에서 딥러닝 (Deep Learning)의 

적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패턴 인식 분야에서 딥러닝의 성능이 

기존 기법의 성능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양의 코퍼스와 분류 

목표에 적합한 특징을 잘 찾으면 딥러닝 기법이 기존의 기법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규모 음성 코퍼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성 

특징을 사용하여 실험을 통해 연령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20대부터 60대까지로 이루어진 코퍼스를 크게 20대, 30~40대, 

50~60대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 분류 실험을 한다. 실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의 성능을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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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연구의 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 

 

 

그림 1.1 연령 분류 실험 과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연령 분류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음성 코퍼스의 

구성, 실험에 사용하는 모델과 음성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각 음성 

특징을 사용했을 때와 음성 특징을 조합하여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확인하고, 학습 시 각 음성 특징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feature 

sele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성능을 알아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와의 성능을 비교하여 각각의 연구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언급하며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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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연령 분류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 대해 다룬다. 연령 분

류 연구는 Minematsu et al. (2002)에서 활용한 음향 모델 기반 연령 

분류부터 최근에는 Zazo et al. (2018)에서 활용한 딥러닝 모델 기반 연

령분류까지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발전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그 

동안 연령 분류와 관련한 연구들의 방법론을 사용한 알고리즘과 음성 특

징, 그리고 그에 따른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은 연령 분류와 관련한 지난 연구들을 주요 방법론과 음성 특징

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정리한 이유는 최근 연령 분류 연구

의 방향에서 주요 방법론과 실험에 사용하는 음성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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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행 연구 정리 

논문 주요 방법론 음성 특징 
성능 

요약 

분류기준 

연령범위 

코퍼스 

성능 

Zazo 

et al.(2018) 
LSTM 

- MFCC 

- NCCF 

- POV 

5분류 

20/30/40/50/60 

SRE 2008, 20101 

MAE 6.97 

Safavi 

et al.(2018) 

GMM-UBM 

GMM-SVM 

- MFCC 기반 

i-vector 

3분류 

5~16 

OGI Kids Speech2 

82.62% 

신지영 

et al.(2018) 
- 

- 평균 F0 

- Jitter 

- Shimmer 

- NHR, HNR 

- 

- 

표준음성DB 중 

수도권 화자 422명 

유의미한 차이 

이나라 

et al.(2017) 
- - 발화 속도 

2분류 

20~35/50~65 

본 코퍼스 낭독발화 

유의미한 차이 

Sadjadi 

et al.(2016) 

SVR 

DNN 
- i-vector 

5분류 

20/30/40/50/60 

SRE 2008, 2010 

MAE 4.7 

강우현 

et al.(2015) 
DNN 

- MFCC, F0 기반 

i-vector 

3분류, 6분류 

10/20~30/40~60 

10/20/30/40/50/60 

SiTEC Dict 01, 023 

3분류 – 71.11% 

6분류 – 40.29% 

Fedorova 

et al.(2015) 
MLP 

- MFCC 기반 

i-vector 

5분류 

20/30/40/50/60 

SRE 2008, 2010 

MAE 6.65 / 5.754 

Barkana 

et al.(2015) 

KNN 

SVM 

- MFCC 

- RASTA_PLP 

- F0 

- Pitch Range 

4분류 

7~80 

aGender5 

66.2% 

                                            
1 https://www.nist.gov/itl/iad/mig/speaker-recognition 
2 https://catalog.ldc.upenn.edu/LDC2007S18 
3 http://sitec.or.kr/ 
4 6.65와 5.75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MAE 값이다. 
5 http://catalog.elra.info/en-us/repository/browse/agender/606aee8ca9ea1 

1e7a093ac9e1701ca02d2162d7a55e9481abf5c3a394e59bc94/ 



 

 5 

 위 표에서 쓰인 방법론과 음성 특징의 용어의 약자를 풀어 쓰면 다

음과 같다. 

 

표 2.2 용어 풀이 

용어 풀이 

LSTM Long Short Term Memory 

GMM Gaussian Mixture Model 

UBM Universal Background Model 

SVM Support Vector Machine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DNN Deep Neural Network 

MLP Multi-Layer Perceptron 

KNN K-Nearest Neighbors 

MFCC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NCCF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Function 

POV Probability of Voicing 

F0 Fundamental Frequency 

RASTA_PLP 
Relative Spectral Transform- 

Perceptual Linear Prediction 

 

 표 2.2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음성 특징들인 NCCF와 POV

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NCCF는 영상 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찾고자 하는 대상(이미지)과 탐색 공간을 비교하여 탐색 공간에서 대상

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찾아 유사한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POV는 스펙트럼상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이 각각 나타나는 주파수

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표 2.1에서 최근 연구부터 시간 순으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최

근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기계 학습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성 특징은 

크게 MFCC와 i-vector를 사용하여 연령 분류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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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 연구마다 연령의 범위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3~5분류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3분류의 경우 70~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며, 4분류의 

경우 65%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모델의 정확도 대신 Mean 

Absolute Error(MAE)를 성능의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Zazo et al. 

(2018), Sadjadi et al. (2016), Fedorova et al. (2015)에서는 SRE 

2008과 2010의 데이터를 사용한 학습한 모델에 대한 5분류 성능을 

MAE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Shuller et al. (2010)에서는 InterSpeech 2010 Paralinguistic 

Challenge에서 aGender와 TUM AVIC(Audio Visual Interest Corpus) 

데이터를 통해 여러 가지 음성 특징을 사용하여 연령 분류 실험을 진행

하였다. 다음은 연구에서 사용한 음성 특징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주파

수별 필터를 의미한다. 

 

표 2.3 Shuller의 음성 특징 리스트 

음성 특징 

PCM loudness 

MFCC (0-14) 

Log Mel Freq. Band (0-7) 

LSP Frequency (0-7) 

F0 by Sub-Harmonic Sum. 

F0 Envelope 

Voicing Probability 

Jitter local 

Jitter DDP 

Shimmer local 

 

 표 2.3에서 연구에 사용한 음성 특징으로 MFCC뿐만 아니라 F0, 

jitter, shimmer 등도 사용되었다. 



 

 7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방법론 (학습 모델), 

음성 특징, 연령의 분류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주요 방법론은 Zazo et 

al. (2018)에서 사용한 Long Short Term Memory(LSTM)를 사용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GMM, SVM, DNN과 달리 데이터를 누

적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음성 데이터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반

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음성 특징은 MFCC와 i-vector를 기본

으로 F0, jitter, shimmer, 발화 속도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연령 분류 기준은 20대, 30~40대, 50~60대의 3분류로 한다. 분류 범위

를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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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음성 코퍼스 

 

3.1.1 음성 코퍼스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음성 코퍼스는 대검찰청과 고려대학교6에서 3

년간 수집한 데이터로, 한국인 2,500명을 2분류의 성, 5분류의 연령, 9

분류의 지역에 따라 발화 음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14,700개의 발화가 

포함된 데이터이다. 본 음성 코퍼스는 약 672시간이며 개별 음성 파일

의 평균 재생 시간은 2분 44초이다. 

 

표 3.1 음성 코퍼스 분류 

성 연령 지역 

2분류 5분류 9분류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수도권,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표 3.2 음성 코퍼스의 음성 정보 

음성 파일 개수 

(개) 

전체 음성 길이 

(시간) 

평균 음성 길이 

(초) 

14,700 672 164 

 

                                            
6 『용의자 음성식별을 위한 한국인 표본 음성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연구

과제를 통해 구축된 음성 코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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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코퍼스의 발화 종류는 5가지이며, 크게 자유 발화와 낭독 발화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발화 종류를 간단하게 소개하며, 자

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3 발화 유형 

발화 유형 낭독/자유 설명 

A 자유 
화자의 자기 소개와 

일반 상식 말하기 

B 낭독 55~56개 문장 낭독 

C 낭독 2~3개 문장 낭독 

D 자유 주제어 관련 자유 말하기 

E 낭독 ‘아’, ‘이’, ‘우’ 말하기 

 

실험에서 사용할 데이터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본 코퍼스를 5

가지 발화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하였다. 표 3.4에

서 연령대마다 발화 유형별 데이터 수가 다르며, 이는 화자마다 모든 발

화 유형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발화 실수를 한 부분을 다시 녹음

한 데이터가 별도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표 3.4 연령 코퍼스 

발화유형 A B C D E 합 

파일 개수 2,729 2,808 2,716 2,736 2,217 13,2067 

연령 

20 860 871 856 858 682 4,127 

30 554 564 557 558 458 2,691 

40 575 598 573 577 486 2,809 

50 519 549 512 519 410 2,509 

60 221 226 218 224 181 1,070 

                                            
7 연령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음성 코퍼스의 개수와 다른 것은 화자의 연령 정

보를 알 수 없는 데이터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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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발화 유형 간 데이터 차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다. 하지만 

표 3.4에서 주목할 점은 연령별 데이터 간의 불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정보를 학습하여 자동으로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령대 간의 데이터 수의 차이가 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수에 

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데이터의 수가 많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치우친 상태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연령 

분류를 올바르게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기 

전 연령대를 데이터 수가 비슷한 집단으로 묶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크게 3 개의 집단 G1, G2, G3 로 나누어 

실험 대상으로 정한다. G1 은 20 대, G2 는 30~40 대, G3 는 50~60 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연령대 

간의 데이터 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표 3.4 에서 20 대의 

데이터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고, 60 대의 데이터 수가 가장 적다. 

따라서, 20 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을 이루며, 60 대는 50 대와 함께 

하나의 집단을 이룬다. 그리고 나머지 30 대와 40 대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3 개의 집단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발화 유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크게 낭독 발화 데이터 (발화 

유형 B 와 C)와 자유 발화 데이터 (발화 유형 A 와 D)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이는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의 발화 유형 차이에서 

오는 발화자의 발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낭독 발화가 익숙하지 않은 발화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를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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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유형 E 는 모음 발화이기 때문에 낭독 발화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모음 발화를 통해서는 화자 간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령대와 발화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 코퍼스를 다시 

성별로 분류한다. 강우현 et al.(2015)에서는 여성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연령 분류를 하였으며, Safavi et al.(2018)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연령 분류를 하였다. 이처럼 성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성별 기준으로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실험 코퍼스 

 
낭독 발화 (B, C) 자유 발화 (A, D) 

남성 여성 남성 여성 

G1 

(20대) 
746 981 744 746 

G2 

(30~40대) 
886 1414 871 1401 

G3 

(50대 이상) 
621 884 623 621 

 

또한, 본 연구와는 무관한 데이터이지만 음성 코퍼스 전체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 코퍼스를 제시한다. 표 3.6은 지역 코퍼스를 발화 

유형 간의 지역별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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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지역 코퍼스 

발화 유형 A B C D E 

파일 개수 3676 3103 3007 3060 2536 

지 

역 

수도권 938 760 709 709 570 

경남 581 581 581 581 581 

경북 526 526 526 526 526 

전남 351 351 351 351 351 

전북 388 388 388 388 388 

충남 376 376 376 376 376 

충북 174 174 174 174 174 

강원 157 157 157 157 157 

제주 179 179 179 179 179 

 

3.1.2 데이터 분절 

 

 표 3.5의 음성 코퍼스는 데이터당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험에 바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따라서,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분절할 필요가 있

다. Safavi et al. (2018)에서는 연령 추정 실험으로 30초 단위의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또한, 강우현 et al. (2015)에서는 문장 데이터셋과 고립 

단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사용

한 SRE 2008과 2010의 데이터셋의 음성 파일의 길이는 17초 정도였

다. 이처럼 실험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 단위로 데이터를 분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의 데이터는 30초 이내의 길이를 갖는 음성

파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짧은 길이의 음성 파일을 

사용하여 연령 분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코퍼스는 40~55개 문장

을 포함하는 음성 파일이 대부분인 코퍼스이다. 따라서, 이를 다시 문장

단위로 분절하여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코퍼스의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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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ld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

여 음성 파일 내의 묵음(silence) 구간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음성

을 분절하였다. 

우선 묵음을 바탕으로 분절하였을 때 분절 음성 데이터의 길이별 분

포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분절 음성 데이터의 길이별 분포를 정리한 것

이다. 

 

표 3.7 분절 음성 길이별 분포 

음성 길이 구간 분절 음성 개수 (개) 전체 중 비율(%) 

0.0초 ~ 0.5초 42,818 4.78 

0.5초 ~ 1.0초 202,370 22.61 

1.0초 ~ 1.5초 196,365 21.94 

1.5초 ~ 2.0초 150,310 16.79 

2.0초 ~ 2.5초 111,169 12.42 

2.5초 ~ 3.0초 82,016 9.16 

3.0초 ~ 3.5초 51,789 5.79 

3.5초 ~ 4.0초 28,725 3.21 

4.0초 ~ 4.5초 15,460 1.73 

4.5초 ~ 5.0초 7,456 0.83 

5.0초 이상 6,499 0.73 

 

 표 3.7에서 0.5초 ~ 1.5초 구간의 음성이 가장 전체의 40%를 차지

한다. 하지만 0.5초 ~ 1.0초 구간은 잡음이 섞인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험 데이터로 쓰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데이터

는 1.0초 이상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1.0초 이상의 데

이터는 짧은 문장이거나 긴 문장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 적절하다. 또한, 

음성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성 특징을 추출할 때 

음성 길이를 25m초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그 안에서의 음성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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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음성 길이가 긴 데이터에서는 그만큼 출력

되는 구간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5.0초 이상이 되

는 음성 데이터는 전체의 0.73%만 차지하기 때문에 음성 데이터의 길

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음성 길이가 짧은 음성 중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1.0초 미만의 데이터는 실험에

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의 72.61%를 차지하는 1.0초 이상의 데

이터를 사용한다. 다음은 표 3.5의 코퍼스별 분절 데이터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8 실험 분절 코퍼스 

 
낭독 발화 (B, C) 자유 발화 (A, D) 

남성 여성 남성 여성 

G1 

(20대) 
45,854 55,984 41,297 54,229 

G2 

(30~40대) 
58,662 89,014 47,886 78,474 

G3 

(50대 이상) 
42,057 58,510 31,557 46,289 

 

 표 3.8에서 데이터의 수가 가장 적은 집단의 데이터 수는 31,557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간의 형평성을 위해 각 집단에서 

31,557개의 데이터를 임의로 추출하여 실험 데이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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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험 모델은 Long Short Term Memory 

(LSTM) 학습 모델이다. 다음의 그림은 LSTM 모델의 구조이다. 

 

 

그림 3.1 LSTM 구조 

 

 LSTM 학습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계열(time-serial)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림 3.1에서 입력 x가 시간 순으로 이루

어져있는 데이터일 때 입력 x를 차례로 LSTM 모델에 입력하면 LSTM 

모델은 기존 입력의 정보를 기억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

에서 LSTM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음성 데이터가 시간 순으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발화 중 1초 시점의 발화, 2초 시점의 발

화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발화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연

속성을 학습하는 데 LSTM 모델이 적합한 것이다. 

 그림 3.1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Deep LSTM 모델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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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Deep LSTM은 LSTM 구조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모델

이다. 

 

 

그림 3.2 본 연구의 LSTM 학습 모델 

 

 그림 3.2에서 은닉층의 수는 2개이다. 은닉층의 수가 증가하면 학습 

과정에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대신 추상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은닉층 수를 늘린다고 반드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아니

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학습에서는 은닉층의 수를 1~2개로 정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2개로 정한 것이다. 

 입력층의 ‘음성 특징’으로 표기한 것은 음성을 짧은 구간으로 나눈 

후 추출한 각각의 음성 특징을 의미한다. 시간에 따라 분절된 구간의 음

성 특징은 차례로 LSTM 모델에 입력된다. 이때, 은닉층 1의 LSTM은 

이전 음성 특징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음성 특징 값의 변화를 학습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은닉층으로 음성 특징의 정보를 전달하여 은닉층 2

에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은닉층에서 다음 은닉층으로 전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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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특징의 정보는 더 복잡해지면서 추상적이게 된다. 최종적으로 은닉

층 2의 마지막 LSTM에서 출력된 값과 연령대 값을 연결하여 학습을 

완료한다. 

 이후 학습을 완료한 LSTM 모델은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입력 데이

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최종값을 출력하여 이전에 학습하여 연령대 

값과 연결한 출력값과 비교하여 어느 연령대에 가까운지 확인하여 입력 

데이터의 연령대를 분류한다. 

 

 

3.3 음성 특징 추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음성 특징의 의미와 추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음성 특징은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i-vector, F0, jitter, shimmer, 발화 속도이다. 

 

3.3.1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MFCCs)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MFCC)는 음성 처리 분야에서 

매우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음성 특징이며, 모든 음성 처리 

실험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음성 특징이다. Davis(1990)에서 처음 소

개된 MFCC 기법은 음성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스펙트럼

(spectrum)을 분석하고 추출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MFCC를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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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3 MFCC 추출 과정 

 

 입력 음성 신호는 pre-emphasis 필터를 통해 고주파 영역을 증폭

시킨다. pre-emphasis 필터는 저주파 영역보다 에너지 크기가 작은 고

주파 영역을 높여 주파수 간의 균형을 맞추고, 이후 푸리에 변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수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pre-emphasis 필터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y(t) = 𝑥(𝑡) −  𝛼𝑥(𝑡 − 1) 

 

 이때, 𝛼값은 보통 0.95나 0.97로 정한다. 

 다음 단계로, 신호를 짧은 구간으로 나눈다. 이를 framing이라고 한

다. 짧은 구간으로 분절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주파수는 시간에 따

라 변하며, 푸리에 변환 시 분절 없이 신호 전체를 처리하면 시간에 따

른 주파수 변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신호를 작게 

나누어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구간의 길이는 20m초~40m초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m초로 구간의 길이를 정한다. 또한, 구간 분절 시 10m초씩 구간 경

계를 이동하여 분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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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ing을 통해 분절된 구간은 windowing 과정을 통해 구간 내의 

신호 크기를 조정한다. windowing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

적으로 Hamming window를 많이 사용한다. 

 

ω[n] = 0.54 − 0.46 cos (
2𝜋

𝑁 − 1
) 

 

 이때, 0 ≤ n ≤ N − 1이며 N은 window의 길이를 의미한다. 

 Hamming window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Hamming window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간 내의 샘플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푸리에 변환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windowing 과정을 거친 각 구간에 대해 푸리에 변환을 적용한다. 

푸리에 변환은 시간 기준의 음성을 주파수 스펙트럼 기준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다. 주파수 기준으로 신호를 분석하여 신호 내의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 후 파워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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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을 구한다. 

 다음 과정으로 파워 스펙트럼에 삼각형 모양의 Mel-scale 필터40

개를 적용하여 Mel filter bank를 추출한다. 여기서 Mel-scale은 인간의 

청각 원리가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따라한 것이다. Mel-

scale의 특징은 저주파 영역에서 촘촘하게 계산하고 고주파 영역에서 대

략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다음은 40개의 Mel-scale 필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저주파에서는 필터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림 3.5 Mel-scale 필터 

 

 Mel-scale 필터를 적용한 파워 스펙트럼의 필터별 값은 서로 상관 

관계를 보인다. 이는 이후 데이터 학습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필터 간의 상관 관계를 없애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과정을 통해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MFCC를 추출한

다. 일반적으로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첫 2~13개의 저주파 필터 값의 

MFCC를 사용하며 나머지 필터 값은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 에

너지와 12개의 MFCC를 합한 13개의 값과 이 값들의 delta 값과 

delta-delta 값을 합한 39개의 값을 사용한다. delta 값은 13개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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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구간으로 바뀔 때 변화하는 값을 의미하며, delta-delta 값은 

이러한 delta 값이 구간마다 얼마나 바뀌는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MFCC 값은 openSMILE8 툴킷을 이용하여 쉽게 추출할 수 

있다. openSMILE 툴킷은 음성 특징 추출 툴킷으로, 실시간으로 대용량 

음성 코퍼스에서 음성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구간별 MFCC 값을 시간 순으로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enSMILE을 이용하여 39차원의 MFCC를 추출한다. 

 

3.3.2 i-vector 

 

 i-vector는 화자 인식 분야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특징으로, 화자

의 음성 정보를 잘 반영하는 음성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i-vector를 구하기 위해 우선 학습 데이터로부터 화자의 음성 특징

(일반적으로 MFCC)을 추출하여 각 화자에서 나타나는 음성 특징의 분

포를 일반화한다. 즉, 학습 데이터의 일반화된 음성 특징을 계산하는 것

이다. 이는 화자별 음성 특징의 Gaussian 분포 (정규 분포)를 연결하여 

만든 Gaussian Mixture Model(GMM)의 supervector로 나타낼 수 있

다. 

                                            
8 https://audeering.com/technology/open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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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Gaussian Mixture Model 

 

 위 그림은 각 Gaussian 분포를 연결하여 만든 GMM이다. 분류하고

자 하는 집단마다 GMM을 구하면 각 집단의 일반화된 음성 특징을 구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의 음성 특징을 학습하여 일반화된 음성 

특징을 저장하고 있는 모델을 Universal Background Model (UBM)이

라고 한다. 

 UBM은 개별 화자와 독립된 일반화 모델인데 반해 개별 화자와 관

계가 있는 supervector M이 있다. M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M = s + c 

 

 이때, s는 화자 관련 supervector이며 c는 채널 관련 supervector

이다. s와 c는 각각 다시 다음의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 + c = (m + Vy + Dz) +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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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 관련 supervector는 크게 m, V, D, y, z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m은 화자/채널과 독립적인 supervector (UBM), V와 D는 각각 화자 

관련 저차원 장방 행렬 (low rank rectangular matrix)과 대각 행렬 

(diagonal matrix)를 의미하며, y와 z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임의의 벡

터이다. 채널 관련 supervector는 U와 x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채

널 관련 저차원 장방 행렬과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임의의 벡터를 의미한

다. 위의 식에서 행렬과 벡터를 각각 합하면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M = m + Tw 

 

여기서 T는 V, D, U를 합한 전체 변이성 행렬 (total variability 

matrix), w는 x, y, z 벡터를 합한 전체 벡터, 즉 i-vector를 의미한다. 

T를 전체 변이성 행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화자와 채널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한 supervector이기 때문이다. 한편, w로 표시한 i-vector는 

x, y, z 벡터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i-vector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임의의 벡터가 된다. 이때 i-vector도 화자/채널의 변이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화자와 관련한 음성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즉, i-

vector는 음성으로부터 추출한 음성 특징을 특정 화자와 관련하여 특징 

값을 저차원 벡터로 변환한 화자 고유의 값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모델 학습 시 또 하나의 음성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다른 음성 

특징과 달리 i-vector는 음성으로부터 추출한 음성 특징을 변환하여 만

든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음성 특징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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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i-vector 자체를 학습 모델의 입력으로 이용한다. 

 i-vector는 Kaldi9 툴킷을 통해 추출한다. Kaldi 툴킷은 음성 처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 인식 툴킷으로, 주로 음성 인식 모델

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화자 인식과 관련한 음성 특징도 추출

할 수 있다. i-vector 추출과 관련한 튜토리얼은 sre16이라는 디렉토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re16에서 구현한, MFCC와 F0를 

바탕으로 i-vector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는 강우현 et al. 

(2015)에서 사용한 i-vector와 같은 것이다. 

 

3.3.3 Fundamental frequency (F0) 

 

 F0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피치(pitch)의 음향적 의미로, 초

당 성대의 진동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성 특징이지만(우대식 et al., 2015), 동일한 성에서 연령대

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강우현 et al., 2015; Barkana 

et al., 2015; Shulle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통계 수치인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최댓값을 계산하여 음성 특징으로 사용한다. 이

때, 최솟값으로는 0이 추출되기 때문에 음성 특징에서 제외한다(Shuller 

et al., 2010). 또한, Mwangi et al. (2009)에서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F0와 연령의 상관 관계를 -0.90이라고 하였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F0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9 http://kaldi-asr.org/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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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F0를 openSMILE 툴킷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3.3.4 Jitter 

 

 주파수 변동률을 의미하는 jitter는 단위 시간 안의 발음에서 성대의 

진동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한다(우대식 et al., 2015). 다음은 

jitter를 파형 그래프에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7 Jitter 

 

Jitter는 shimmer와 함께 언어 병리학에서 환자들의 목 상태를 진

단하기 위한 척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언어 병리학에서 성대에 결절

이 있거나 암 조직이 있으면 jitter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지각적으로는 목쉰 소리와 거친 소리와 관련이 있어, 일부 논문

에서는 연령의 증가와 관련 있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

령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jitter를 구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jitter에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으며, Teixeir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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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서는 jitta, jitt, rap, ppq5의 4개의 종류로 나누어 Praat을 통

해 추출하였다. 다음은 jitter의 종류별 계산법이다. 

 

표 3.9 Jitter의 종류와 계산법 

종류 개념 계산식 

jitta 
연속하는 두 최고점

의 차이의 평균 
jitta =  

1

𝑁 − 1
∑|𝑇𝑖 − 𝑇𝑖−1|

𝑁−1

𝑖=1

 

jitt 
jitta를 전체 평균으로 

나눈 값 
jitt =  

𝑗𝑖𝑡𝑡𝑎

1
𝑁

∑ 𝑇𝑖
𝑁
𝑖=1

 

relative 

average 

perturbation 

최고점과 연속 3개의 

최고점의 차이 평균 / 

전체 평균 

rap =  

1
𝑁 − 1

∑ |𝑇𝑖 − (
1
3

∑ 𝑇𝑛
𝑖+1
𝑛=𝑖−1 )|𝑁−1

𝑖=1

1
𝑁

∑ 𝑇𝑖
𝑁
𝑖=1

 

ppq5 
연속 5개의 최고점인 

경우 
ppq5 =  

1
𝑁 − 1

∑ |𝑇𝑖 − (
1
5

∑ 𝑇𝑛
𝑖+2
𝑛=𝑖−2 )|𝑁−2

𝑖=2

1
𝑁

∑ 𝑇𝑖
𝑁
𝑖=1

× 100 

 

위의 계산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서 4종류의 jitter 

값이 연령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 3.8 Jitter 종류별 평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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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jitta를 제외한 음성 특징에서 연령에 따른 변화가 조금

씩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jitta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jitter 관련 음

성 특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jitter는 Praat10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Praat은 음성

학적 분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Praat의 가장 

큰 특징은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대용량 음성 데이터에 대해 음성학적 접

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raat 스크립트를 통해 전체 

데이터에 대해 jitter를 추출하였다. 

 

3.3.5 Shimmer 

 

  진폭 변동률을 의미하는 shimmer는 성문 펄스의 진폭 변동을 뜻

한다. 이는 목소리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shimmer 값이 높다는 것

은 목소리가 쉬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shimmer를 파형 그래프에

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9 Shimmer 

                                            
10 http://www.fon.hum.uva.nl/pr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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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다룬 jitter와 마찬가지로 shimmer에도 종류가 있으며 각각

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표 3.10 Shimmer의 종류와 계산법 

종류 개념 계산식 

shim 

인접한 두 진폭 차의 

평균을 전체 평균으

로 나눈 값 

Shim =  

1
𝑁 − 1

∑ |𝐴𝑖 − 𝐴𝑖+1|𝑁−1
𝑖=1

1
𝑁

∑ 𝐴𝑖
𝑁
𝑖=1

× 100 

shdB 
인접한 두 진폭 비의 

로그 평균 
ShdB =  

1

𝑁 − 1
∑ |20 × 𝑙𝑜𝑔 (

𝐴𝑖+1

𝐴𝑖
)|

𝑁−1

𝑖=1

 

amplitude 

perturbation 

quotient3 

해당 진폭과과 연속 

3개의 진폭의 차이 

평균 / 전체 평균 

𝑎𝑝𝑞3 =  

1
𝑁 − 1

∑ |𝐴𝑖 − (
1
3

∑ 𝐴𝑛
𝑖+1
𝑛=𝑖−1 )|𝑁−1

𝑖=1

1
𝑁

∑ 𝑇𝑖
𝑁
𝑖=1

 

apq5 
인접하는 5개의 진폭

인 경우 
𝑎𝑝𝑞5 =  

1
𝑁 − 1

∑ |𝐴𝑖 − (
1
5

∑ 𝐴𝑛
𝑖+2
𝑛=𝑖−2 )|𝑁−2

𝑖=2

1
𝑁

∑ 𝑇𝑖
𝑁
𝑖=1

 

 

 또한, 각 집단에서 4개의 shimmer를 추출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그래프

로 나타냈다. 

 

       

       

그림 3.10 Shimmer 종류별 평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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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shim과 apq5는 연령대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shim과 apq5도 음성 특징에서 제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jitter와 shimmer가 연령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논

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음성 코퍼스를 바탕으로 연구한 신

지영 et al. (2018)에서는 jitter와 shimmer가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혀, 본 연구에서 jitter와 shimmer를 음성 특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jitter와 shimmer 둘 다 파형상에서의 변동률을 의미하며, 화자의 

목소리의 질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둘을 합하여 

Voice Quality(VQ)로 부르기로 한다. 

Shimmer도 jitter와 함께 Praat 스크립트를 통해 추출하였다. 

 

3.3.6 발화속도 

 

 발화 속도는 화자가 일정 시간 동안 빨리 말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1초

당 발화하는 음절 수로 계산을 한다. 발화 속도는 크게 말 속도와 조음 속

도로 나누어 보고 있다(Laver, 1994; 신지영, 2004). 이때 말 속도는 음절 수

를 전체 발화 시간으로 나눈 값을 뜻하고, 조음 속도는 음절 수를 휴지를 

제외한 발화 시간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말 속도 =  
음절 수

전체 발화 시간
 

조음 속도 =  
음절 수

전체 발화 시간−  휴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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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et al. (2017)에서는 낭독 발화를 대상으로 청년층과 장년층의 발

화 속도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1 발화 속도 분포 

세대 

말 

속도 

(sps) 

조음 

속도 

(sps) 

조음부 

(초) 

휴지부 

(초) 

휴지부 

비율 

(%) 

휴지 

빈도 

(개) 

청년층 5.45 6.72 26.4 6.27 19.2 11.6 

장년층 4.24 5.29 33.79 8.81 20.7 17.9 

 

 이나라 et al. (2017)에 의하면 청년층과 장년층으로 나누었을 때 발화 

속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묵음 기준으로 분절하여 각 분절 데이터

에서의 발화 속도를 추출한다. 이 때, 각 집단의 평균을 구하여 해당 집단

에 속한 데이터와의 차이 값도 음성 특징으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집단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발화 속도가 같은 두 개의 데이터의 

경우 평균-발화속도의 정보를 추가하여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발화속도를 Rate로 부르기로 한다. 

 발화 속도는 음성 인식기를 이용하여 발화 음절을 구한 후 음절 수와 

음성의 길이를 계산하여 추출하였다. 

  



 

 31 

4. 실험 

 

 4장에서는 3장에서 정리한 학습 모델과 음성 특징을 활용하여 실험

을 진행한다. 실험 설계에서 음성 특징의 조합을 구성하며, 성능 향상에 

적합한 음성 특징의 조합을 feature selection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한

다. 

 

4.1 실험 설계 

 

 본 실험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음성 특징을 크게 

MFCC, i-vector, F0, Voice Quality(VQ), 발화속도의 5개 항목으로 나

눈다. 이때 5개 항목의 음성 특징을 각각 하나씩 사용하여 학습하였을 

때의 성능을 알아보고, 그 후 MFCC를 기본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각각

의 성능을 알아본다. 이 때, MFCC를 기본으로 정한 이유는 화자별 음성 

정보를 주파수 대역별로 담고 있어 화자의 정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

기 때문이다. 단, i-vector는 음성 특징으로부터 통계적으로 학습하여 

추출한 특징이기 때문에 별도로 모델 학습에 사용한다. 다음은 각 음성 

특징에 대한 설명과 각 음성 특징이 지니는 입력 값의 개수를 정리한 것

이다. 

 다음은 개별 음성 특징과 특징의 조합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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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개별 음성 특징 

음성 특징 입력 항목 입력 값의 개수 

MFCC 
12차 MFCC + log energy와 

delta값과 delta-delta값 
39 

i-vector 
MFCC + F0 기반 저차원 

벡터 
400 

F0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3 

Voice Quality 
Jitter: jitt, rap, ppq5 

Shimmer: shim, apq5 
5 

Rate 발화속도, 평균-발화속도 2 

 

 

표 4.2 음성 특징 조합 

음성 특징 조합 입력 값의 개수 

MFCC + F0 39 + 3 = 42 

MFCC + VQ 39 + 5 = 44  

MFCC + Rate 39 + 2 = 41 

MFCC + F0 + VQ 39 + 3 + 5 = 47 

MFCC + F0 + Rate 39 + 3 + 2 = 44 

MFCC + VQ + Rate 39 + 5 + 2 = 46 

i-vector (MFCC + F0) 400 

ALL (i-vector 제외) 39 + 3 + 5 + 2 = 49 

 

 각각의 조합에서 모델 학습 시 성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입

력 항목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조합에서 학습에 영향력을 주는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feature selection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에서 지원하는 scikit-learn 11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feature selection의 

방법으로는 Univariate Statistical Test(UST),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RF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Extra Trees 

                                            
11 http://scikit-learn.org/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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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r(ETC)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EF와 ETC를 모든 음성 

특징에 적용하여 feature selection을 적용하지 않은 성능과 비교한다.  

RFE는 음성 특징들을 제외하면서 나머지 음성 특징에 대해 로지스

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하여 정확도에 따라 음성 특징마

다 중요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ETC는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누어 각

각에 random decision tree를 적용한 후 평균을 구하여 정확도를 추출

한다. 이때 여러 경우의 수를 적용하여 가장 높은 성능일 때 각 특징의 

중요도를 추출한다. 따라서, ETC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하기 때문에 ETC의 값을 이용하여 학습 시 음성 특징마다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RFE와 ETC는 성능 측정 모델로 각각 로지스틱 회귀와 random 

decision tre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성 특징의 중요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방법을 모든 특징을 포함한 조합에 적용하여 성능

을 비교할 수 있다. 

 

 

4.2 실험 결과 

 

 4.2장에서는 4.1장의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한 후 결과

를 살펴본다. 실험 결과로는, 음성 특징별 성능, 조합 성능, RFE와 ETC

를 각각 적용하였을 때의 중요도 순위, RFE와 ETC 적용 전후의 성능 

비교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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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음성 특징별 성능 

 

다음은 각 음성 특징을 하나씩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을 때,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의 기준에 따른 전체, 남성, 여성 데이터에 대한 성능

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표 4.3 개별 음성 특징 결과 

 낭독 발화 자유 발화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MFCC 73.12 74.02 75.23 74.48 75.21 76.01 

F0 40.12 40.01 42.55 41.21 40.32 43.22 

VQ 39.41 40.33 45.43 41.38 40.89 42.12 

Rate 59.38 62.30 63.26 60.10 61.98 63.43 

`i-vector 47.45 60.58 61.15 47.77 61.12 61.20 

 

 표 4.3 에서 성별과 관련하여 볼 때 ‘전체’ 데이터의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구분하였을 때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성 특징마다 남성과 여성 각각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 비교에서는 여성 데이터에서 항상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연령대 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성 특징으로는 MFCC 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발화속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F0 와 VQ 는 

50%를 넘지 못하는 성능을 보여, 본 연구에서 F0 와 VQ 는 연령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음성 특징으로 보인다.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 

비교에서는 자유 발화가 전반적으로 낭독 발화에 비해 성능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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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유는 낭독 발화에 비해 자유 발화가 더 자연스러운 

발화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연령 정보를 더 잘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별 음성 특징의 결과를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로 

계산하였다. 혼동 행렬은 학습 모델의 성능을 볼 때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 행렬이며, 각 음성 특징을 사용하였을 때 학습 

모델의 분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2 조합 성능 

 

 4.2.1에서는 개별 음성 특징의 각 성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음

성 특징을 조합하여 각 조합에서의 성능을 확인한다. 다음 결과는 

MFCC를 기본으로 하였을 때 나머지 음성 특징을 조합하여 각각의 성능

을 구한 것이다. 

 

표 4.4 음성 특징 조합 결과 

+MFCC 
낭독 발화 자유 발화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F0 74.22 74.87 76.59 74.83 75.89 76.87 

VQ 74.12 73.08 76.32 74.65 75.58 76.74 

Rate 75.33 75.23 77.79 75.48 75.13 78.02 

F0 + VQ 73.41 72.14 74.39 71.79 73.02 74.34 

F0 + Rate 74.57 75.31 78.02 75.01 75.89 78.24 

VQ + Rate 75.12 75.89 75.87 75.24 75.43 76.08 

ALL 75.89 76.42 79.89 76.01 76.95 80.01 

 

 MFCC를 기본으로 정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음성 처리 분야

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음성 특징인 점과 화자의 발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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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F0, VQ, Rate를 각각 혹은 동시에 MFCC와 함께 사

용하였을 때, 음성 특징을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우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음성 특징을 사용하였을 때 자유 발화의 경우 

80%를 넘는 성능을 보였다. 이는 여러 특징을 통해 다방면적으로 나타

내는 것이 음성 정보를 더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i-vector는 낮은 성능을 보였다. 그 이유는 다른 음성 특

징에 비해 i-vector는 원래의 특징(여기서는 MFCC와 F0)으로부터 통

계적으로 학습하여 변환하여 추출한 값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2.3 feature selection 적용 후 성능 

 

 RFE와 ETC를 적용하기에 앞서 각각의 feature selection 기법을 

통해 음성 특징 항목별로 어떤 음성 특징의 중요도가 높은지를 살펴보았

다. 49개의 모든 음성 특징을 통해 계산하였을 때 중요도 상위 10개의 

음성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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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RFE 기준 음성 특징 중요도 

중요도 순위 상세 항목 특징 항목 

#1 5번째 MFCC delta MFCC 

#2 8번째 MFCC delta MFCC 

#3 6번째 MFCC delta MFCC 

#4 12번째 MFCC delta MFCC 

#5 10번째 MFCC delta MFCC 

#6 발화속도 Rate 

#7 1번째 MFCC delta MFCC 

#8 1번째 MFCC delta-delta MFCC 

#9 9번째 MFCC delta-delta MFCC 

#10 평균-발화속도 Rate 

 

 표 4.5에서 10개 음성 특징 중 8개는 MFCC의 음성 특징이며 나머

지 2개는 발화속도의 음성 특징이었다. 표 4.3에서 MFCC만 학습하였을 

때의 성능이 다른 음성 특징의 성능보다 더 높게 나온 점을 고려하면 예

상 가능한 결과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MFCC의 음성 특징 

중 기본 MFCC의 값이 아닌 delta 값과 delta-delta 값이 학습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이다.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연령대 간 MFCC보다는 

MFCC로부터 파생된 값을 통해 연령 분류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ETC를 이용하여 음성 특징 간의 중요도를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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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ETC 기준 음성 특징 중요도 순위 및 중요도 수치 

중요도 순위 음성 특징 항목 기여 가중치 

#1 5번째 MFCC delta 0.26345 

#2 8번째 MFCC delta 0.25088 

#3 6번째 MFCC delta 0.23784 

#4 12번째 MFCC delta 0.21002 

#5 10번째 MFCC delta 0.20130 

#6 1번째 MFCC delta 0.19466 

#7 발화속도 0.18243 

#8 9번째 MFCC delta-delta 0.18221 

#9 1번째 MFCC delta-delta 0.17112 

#10 평균-발화속도 0.17023 

  

표 4.5와 표 4.6을 비교하였을 때, 음성 특징 항목은 같으나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다. 또한, 중요도 상위 10개의 음성 특징의 중요도는 

0.17~0.26 정도의 값을 보였다. 그 중 상위 5개는 0.20을 넘는 중요도

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모든 음성 특징에 대하여 표 4.5와 표 4.6에서 구한 음성 

특징을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표 4.7 feature selection 적용 전후 비교 

 
낭독 발화 자유 발화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ALL 75.89 76.42 79.89 76.01 76.95 80.01 

ALL + RFE 75.95 76.40 79.94 76.21 76.88 80.57 

ALL + ETC 76.01 76.45 79.91 76.18 76.79 80.87 

  

표 4.7에서 RFE와 ETC를 적용 후의 성능이 적용 전의 성능보다 

아주 조금 더 향상하였다. 특히 ETC의 경우, 음성 특징별로 구체적인 

중요도도 함께 추출하기 때문에 각 음성 특징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

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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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의 

 

 본 장에서는 4.2에서 확인한 모델의 성능을 기존 연구와 비교 분석

한다. 다음 표는 2장에서 다룬 기존 연구 중 정확도를 척도로 실험을 진

행한 연구와 비교한 것이다. 

 

표 4.8 기존 연구와의 비교 

논문 주요 방법론 음성 특징 성능 요약 

분류기준 

연령범위 

코퍼스 

성능 

본 연구 LSTM 

- MFCC 

- F0 

- Jitter, Shimmer 

- 발화속도 

3분류 

20/30~40/50~ 

대검찰청 DB 

80.87% 

Safavi 

et al.(2018) 

GMM-UBM 

GMM-SVM 

- MFCC 기반 

i-vector 

3분류 

5~16 

OGI Kids Speech 

82.62% 

강우현 

et al.(2015) 
DNN 

- MFCC, F0 기반 

  i-vector 

3분류, 6분류 

10/20~30/40~60 

10/20/30/40/50/60 

SiTEC Dict 01, 02 

3분류 – 71.11% 

Barkana 

et al.(2015) 

KNN 

SVM 

- MFCC 

- RASTA_PLP 

- F0 

- Pitch Range 

4분류 

7~80 

aGender 

66.2% 

 

 Safavi et al. (2018)에서는 82.62%의 성능을 보여 본 연구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16세라

는 다소 좁은 연령 범위 내에서 3분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된 환경이었다. 

 강우현 et al. (2015)은 한국어 DB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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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비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하게 MFCC와 F0

를 바탕으로 추출한 i-vector를 음성 특징으로 사용한 실험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연령 범위는 본 연구와 비슷한 환경이었으며 같은 3분류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능은 71.11%로 본 연구의 성능에 비해 낮은 성능

을 보였다. 그러나, i-vector의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성능보

다 10%p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와 비교할 때, 방법론에서 시계

열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는 DNN을 사용했다는 점과 본 연구의 코퍼스

에 비해 데이터 양이 적어 모델의 학습량이 많지 않아 성능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온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LSTM 모델을 사용하

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이는 음성 정보까지 학습하였으며, feature 

selection을 통해 음성 특징 간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성능이 80% 넘도

록 하였다 

 Barkana et al. (2015)에서는 66.2%의 성능으로, 표 4.8에서 보인 

성능 중 가장 낮았다. 이 연구는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아님

을 우선적으로 밝혀 여러 가지 변수 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연구와 

달리 4분류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3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본다. 

실험 설계 과정에서 연령대 설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20대, 30 ~ 40대 50 ~ 60대의 연령 3분류를 진행하

였다. 즉, 20대는 20세부터 29세, 30 ~ 40대는 30세부터 49세, 50 ~ 60

대 이상은 50세 이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29세와 31세는 각각 다른 집

단으로 분류되는데 사실상 두 대상의 음성적 특징의 차이는 없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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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안하고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여러 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더

라도 집단 간 경계에 놓여있는 대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본 연구에서 후속 연구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연

구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5분류 실험 

 음성 특징 조합 추가 

 지역 분류 연구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연령 5분류 실험 또한 진

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대, 30~40대, 50~60대의 3분류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데이터 수가 상

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령대를 합쳐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학습 데

이터를 추가하면 30~60대 데이터 수 또한 확보가 되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5분류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하지 않은 음성 특징의 조합을 설계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음성 특징 중 성능이 높게 

나온 음성 특징의 조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성능이 낮은 개

별 음성 특징을 조합하였을 때 또한 성능이 낮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합 실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지역 분류를 연령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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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예정이다. 표 3.6 지역 코퍼스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령 분류 실험을 바탕으로 지역 분류까지 연구를 확장한다. 지역 분류 

연구까지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성, 연령, 지역을 분류하는 최종적인 모

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3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규모 음성 코퍼스를 기반으로 20 대, 30~40 대, 

50~60 대의 연령대를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진행에 앞서 음성 

데이터를 묵음 기반으로 분절하여 음성 378,684 개를 실험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학습 모델은 Long Short Term Memory 

모델이었으며 음성 특징으로는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i-vector, 

F0, jitter, shimmer, 그리고 발화 속도를 사용하였으며, 개별 음성 특징뿐만 

아니라 음성 특징 간의 조합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개별 음성 

특징으로는 자유 발화 중 여성 데이터에서의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가 76.01%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음성 특징의 

조합으로는 자유 발화 중 여성 데이터에서 모든 음성 특징을 사용하였을 

때 80.01%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추가로 feature selection 을 통해 

음성 특징 간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실험한 

결과 80.87%로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60~70% 정도였던 기존 성능에 비해 약 10%p 정도 향상된 

성능을 나타냈다. 

 본 연구 후 계획은 우선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여 5 분류 실험과 

함께 음성 특징 조합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연령 분류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분류 연구까지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성, 

연령, 지역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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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음성 특징별 혼동 행렬 

 

 4.2장에서 보인 음성 특징별 모델의 성능을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을 구하여 보았다. 4.2장에서 언급한 모델의 성능에서는 학습 모

델이 어느 연령대로 예측하였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혼동 행

렬을 이용하면 정답 값에 대한 모델의 예측 값을 표로 확인할 수 있어 

음성 특징별 모델의 예측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일련

의 표는 음성 특징별로 각각 전체 데이터, 여성 데이터, 남성 데이터에 

대한 혼동 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혼동행렬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은 각각 20대, 30 ~ 40대, 50 

~ 60대의 정답 값과 모델의 예측 값을 의미한다. 정답 값과 예측 값이 

만나는 9칸에 표시된 수는 정답 값에 대한 예측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9칸 중 왼쪽 가장 위 칸, 정중앙 칸, 오른쪽 가장 아래 칸은 각각 20대, 

30 ~ 40대, 50 ~ 60대를 모델이 정확히 예측한 개수가 된다.  

 아래의 혼동행렬에서 연령대별로 모델이 예측한 수가 가장 많은 칸

을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답 값과 예측 값이 일치하는 개수

와 비교하여 각 특징별로 학습 모델이 어떠한 경향으로 데이터를 학습하

였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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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전체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6828 1259 169 

73.26 30 ~ 40 1740 7876 1718 

50 ~ 60 184 1139 2319 
 

남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2565 524 116 

71.94 30 ~ 40 638 1868 508 

50 ~ 60 42 218 817 
 

여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4161 456 56 

76.00 30 ~ 40 1374 6317 1188 

50 ~ 60 53 651 1488 

 

 

Mel Filter Banks 

전체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8144 1153 98 

61.99 30 ~ 40 1845 4533 1885 

50 ~ 60 1354 846 680 
 

남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2991 780 85 

64.10 30 ~ 40 1212 2495 700 

50 ~ 60 253 994 1690 
 

여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5533 1005 174 

71.67 30 ~ 40 1666 8395 1826 

50 ~ 60 245 15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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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 

전체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1162 1210 1187 

40.48 30 ~ 40 1629 1603 1618 

50 ~ 60 1266 1246 1278 
 

남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653 618 594 

37.40 30 ~ 40 283 320 291 

50 ~ 60 550 538 583 
 

여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579 591 660 

43.56 30 ~ 40 1175 1170 1141 

50 ~ 60 825 819 800 

 

 

Jitter 

전체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1751 1216 1116 

39.93 30 ~ 40 514 890 725 

50 ~ 60 1773 1912 2183 
 

남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832 653 546 

39.07 30 ~ 40 318 327 355 

50 ~ 60 314 507 568 
 

여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1548 937 842 

44.73 30 ~ 40 604 932 756 

50 ~ 60 412 683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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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mer 

전체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1419 1148 1037 

36.67 30 ~ 40 1609 1723 1699 

50 ~ 60 1010 1147 1288 
 

남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1259 1251 1179 

34.41 30 ~ 40 88 104 132 

50 ~ 60 117 132 158 
 

여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1291 951 842 

39.11 30 ~ 40 455 492 489 

50 ~ 60 818 1109 1213 

 

 

발화 속도 

전체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3440 1126 0 

59.73 30 ~ 40 5305 6693 2224 

50 ~ 60 1222 2168 7732 
 

남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2327 961 0 

63.39 30 ~ 40 1771 2792 1415 

50 ~ 60 0 374 2710 
 

여성 
정답 성능 

(%) 20 30 ~ 40 50 ~ 60 

예측 

20 2932 1024 0 

60.54 30 ~ 40 2909 4725 2877 

50 ~ 60 0 120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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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코퍼스 발화 유형 

 

발화 유형 A는 빈칸 채워 넣어 말하기로, 준 자유 발화에 해당된다. 

준 자유 발화라고 하는 이유는 피험자가 일정한 대본에서 빈칸 부분을 

자신의 정보에 맞게 발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발화 유형 A의 스크립

트이다. 

 

신상 

제 이름은          입니다. 

저는       (쥐/소/호랑이/돼지/…) 띠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시(군)이고, 주로 산 곳은       시(군)입니다. 

출생지인        시(군)에서는       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출신이십니다. 

제 위로는 (형/누나/오빠/언니)    명이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여동생)    명이 있습니다. 

 

가족/친구 

우리 가족은      ,      ,      , 그리고 저이고, 그래서 모두     명입니다.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      ,      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고등학교/직장/…)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친구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교통 

저는 평소에 주로 (지하철/버스/택시/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 동네는 교통이 (편리합니다/불편합니다). 

우리 집에서 서울역에 가려면      을 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마트/시장)이 있는데, (걸어서/버스로/…)     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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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사과/대나무/광한루/죽통주/첨성대/연이밥/…)이 유명합니다. 

 

여가/문화 

제 취미는      입니다/저는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입니다. 

운동선수 중에는 (     를 좋아합니다/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입니다.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짬뽕)을 먹고, 치킨은 (양념/프라이드)를 먹습니다.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로 갔던 여행입니다. 

  박   일 동안 (혼자서/  와) 여행했었고, 숙소는 (호텔/콘도/민박/…)이었

습니다. 

 

상식 

무지개의 일곱 색깔은     ,     ,     ,     ,     ,     ,     입니다. 

일주일은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입니다. 

설날은 음력   월   일이고, 크리스마스는   월   일입니다. 

지금 계절은    입니다. 

어제는 (비는 왔고/해가 났고/흐렸고…), 오늘은 (비가 옵니다/해가 납

니다/흐립니다…). 

1년은   일이고, 1주일은   일이고, 하루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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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유형 B는 문장 읽기로, 낭독 발화에 해당된다. 화자가 자신에

게 주어진 스크립트를 한 문장씩 읽어나가는 형식이다. 스크립트는 총 7

가지 종류로 되어있으며, 화자는 임의로 한 종류의 스크립트를 받는다. 7

종류의 스크립트는 대부분 문장이 일치하고 몇 개의 문장에서만 단어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6번째 스크립트에서는 ‘유명한 휴가지에서’로 

표기되어 있지만 7번째 스크립트에서는 ‘유도부가 휴가지에서’로 표기되

어 있다. 각 스크립트는 총 55 ~ 5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은 유형 B의 스크립트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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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유형 C는 문단 읽기로, 낭독 발화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발

화 유형 B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주어진 스크립트를 읽는 방식이다. 하지

만 유형 B와의 차이점은, 유형 B가 문장 읽기였다면 유형 C는 문단 읽

기라는 점이다. 문단 읽기는 문장 읽기보다 같은 문단 내의 문장 가 휴

지(pause)가 짧다는 음향적 특징이 있다. 또한, 유형 C의 스크립트는 

화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20 ~ 40대의 경우 3개의 문단을 

읽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마지막 한 개의 문단만 읽는다. 다음 자료는 

유형 C의 스크립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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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이랑 나연이는 단짝입니다. 미영이와 나연이는 노래하며 놉니다. 

마루 위에 나란히 누워 낭랑히 노래합니다. 나연이는 노래를 매우 많

이 압니다. 노래도 더 잘해서 미영이에게 알려 줍니다. 미영이는 음악

에 어울리는 안무를 마련합니다. 어느 날 나연이는 미영이를 놀립니

다. 자기보다 노래를 못한다고 놀립니다. 미영이는 남몰래 노래를 연

마합니다. 미영이의 능력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연이는 더 

이상 미영이를 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연이는 사과했고 둘은 다

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나는 라면을 매우 좋아한다. 생라면도 컵라면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

도 끓인 라면이 제일 좋다. 양은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

고, 물이 끓을 때까지 조리법을 읽는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면과 스프를 넣고 끓인다. 계란 노른자가 익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다. 얼른 먹고 싶어서 군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도, 조리 시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철칙이다. 열과 성을 다해 만든 라

면을 한 젓가락 먹으면 절로 미소가 난다. 입에서 김이 호호 나오고 

땀이 뻘뻘 나지만 젓가락을 멈출 수 없다.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빠지

고 마는 것이다. 

 

남일이네 야옹이는 멍멍이를 미워합니다. 야옹이는 멍멍이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멍멍이랑 놀아주지 않습니다. 은행나무 위에는 야옹

이만 올라옵니다. 무모한 멍멍이는 나무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높아서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야옹이는 매일매일 나무 위에 머무

릅니다. 위에서 얄미운 울음만 웁니다. 나무 아래 누워있는 멍멍이는 

무료합니다. 야옹이는 야밤에만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울한 멍멍이는 

애먼 나를 원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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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유형 D는 화자가 제시된 주제나 그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으로, 자유 발화에 해당된다. 완전한 자유 발화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

한 낭독 발화에 비해 문장 사용이 자유롭게 발화 중 실수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유형 D의 스크립트이다. 

 

 

 

  



 

 58 

발화 유형 E는 모음 말하기로, 3개의 모음을 차례로 말하는 낭독 발

화이다. 화자는 ‘아’, ‘이’, ‘우’를 차례로 말하게 된다. [그림 3-5]는 유형 

E의 스크립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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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e Classifica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Lee Jooyoung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ssify ages with a machine 

learning model using a large Korean corpus made by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machine learning model classifies 3 groups, 

each group having 20s, 30~40s, and 50s~ respectively. 

For the experiment, the corpus is segmented into 378,684 

speech chunks based on silence intervals, and classified the data 

based on speech types (spontaneous and read speech) and gender.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MFCCs), i-vector, 

fundamental frequency (F0), jitter, shimmer, and speech rate are 

extracted from the audio data and used for training and testing in the 

Long Short Term Memory (LSTM) model for age estimation. Also, 

feature selection algorithms such as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RFE) or Extra Tree Classifier (ETC) are used to test the feature 

importance between the features and to apply different weigh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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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feature based on the importance of feature. 

In the experiment, performances based on each feature and 

feature sets are tested respectively. As the results, the experiment 

with each feature had the best performance in MFCC with the 

accuracy of 76.01%. Also, the experiment with feature sets had the 

best performance when all the features are used and the performance 

was 80.01% in accuracy. When the feature selections are used to 

compare the performance without the feature selections, using all the 

features with ETC algorithm applied had 80.87% in accuracy, which 

is the best performance in this study. 

 

 

Keywords : Korean large speech corpus, age estimation, audio 

features, machine learning 

Student Number : 2016-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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