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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경찰서 등과 같은 공서로 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실제 신속

한 출동과 응이 필요한 강력 범죄나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 이를 제때에 가지 못하여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등

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한 허  신고로 말미암은 경찰력과 행정력의 낭비 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경찰서에 신고 된 실제 음원을 기반으로 실제 신고와 허  신고의 음성 차이

가 무엇 인지를 규명해 내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이를 기반으로 거짓 신고와 실제 신고를 별

해 내는 허  신고 별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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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alse reports to governmental offices such as police stations have not been decreased. As a result, if 

a violent crime or a fire occurs that needs to be promptly responded to and reacted to these accidents in real 

time, it may lead to serious results such as loss of life. Also, the waste of police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due to false reporting can cause serious problems. In this paper, we try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nd false reports based on the actual sound sources which were reported to the police stations. In 

addition, we will intend to develop a false report discrimination system that can identifies false reports and 

actual reports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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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신망과 통신서비스를 통한 범죄가 해마다 증하

고 있다. 일 로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보이스 피싱이

다
[1-5]. 아울러 보이스 피싱 다음으로 각 종 SNS를 통

해 거짓 뉴스가 남발되고 이를 통해 명 훼손  더 

나아가 거짓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 등이 크나 큰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6-8]. 그러나 보

이스 피싱은 주로 그 피해 범 가 경제 인 면에 머물

고 있고, 각 종 SNS를 통한 거짓 뉴스 등은 거짓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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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통 등이 주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재난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시 통신망 등을 통

해 국가 기 에 제 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

냐 하는 것이 보다 요한 문제가 된다. 이는 경제  

피해를 넘어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계로 단히 

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생명에 을 느

끼는 범죄 등에 노출되었을 시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

기 은 경찰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시, 신고자로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9]. 그러

나 경찰 입장에서는 실제 피해 신고는 당연히 수하

고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허 신고

도 많이 수되고 있다는 것이 크나 큰 문제로 두된

다. 그 간 경찰서에 신고 된 신고 황을 보면 376만 

건에 달하는 출동건수를 기록한 2003년에 비해 10년

이 지난 2013년에는 934만 건에 달하는 출동건수를 

기록한 것을 보면 경찰서에 들어오는 신고는 매해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0]. 한 로 2013년

에 가장 많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 거리를 할하

는 홍익지구 는 1년간 3만 767건(하루 평균 84.29건)

에 달하는 출동을 했을 정도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에 해 신고를 하

고 있다는 상황이다
[11]. 사실 경찰서에 들어오는 신고

의 유형은 실로 단히 다양하다. 실 로 본 연구에

서 경찰청 천안소재 경찰교육원의 자료  분석 조 의

뢰를 받아 실제 사건 사고의 신고 사례에 한 음원을 

살펴보면 칼국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부터, 집 

앞에서 퍽치기를 당했다는 신고, 칼에 찔렸다는 신고, 

두 명한테 맞고 있다는 신고 등과 같이 실제로 하

고 필요할 때 찾는 신고들이 단히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제 사건과 사고에 한 신고만 수되면 문

제가 없지만, 거짓말을 통해  심 인 보상과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허 신고도 동시에 많이 수되고 있

는 것이 정확한 작 의 상황이다.  다시 말해 사건. 사

고의 신고 부분에 있어서 허 신고를 언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허 신고는 신고가 들어오면 허  신고

인지에 한 별이 구분이 되지 않아 무조건 출동해

야 하는 경찰과 이와 동시에 실제 사건  사고로 말

미암아 신속한 응이 필요한 강력 범죄나 화재가 발

생하 을 경우, 허  신고 출동으로 말미암아 정작 

시에 출동해야 하는 실제 신고에 응하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경찰이 허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동안,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시에 

출동하지 못하여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생

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크나 큰 문제가 야기된다. 소

방서 역시 시에 화재 신고에 출동을 못한다면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재산 피해 등 실제 화재 사고 당사자들

과 화재에 의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 사람

들이 받는 피해는 실로 막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허  신고 행 는 국가의 산 

낭비는 물론이고, 인력 낭비 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결

과를 래한다. 즉, 업무 능률 하  고도의 집 을 

요해야 하는 실제 신고에 한 늦장 응과 업무 과부

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실제 신고와 허  신고를 구분할 수 있는 시

스템이 개발 되어야만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

는 우선 으로 실제 사건  사고에 한 신고 음성과 

거짓으로 하는 허  사고  사건에 한 신고 음성이 

음성 분석 요소  어디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내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일선 경찰서에 신고 된 실제 신고 음성을 기반

으로 출동 결과 실제 신고로 별된 신고 음성과 출동 

결과 허 로 별된 허  신고 음성의 차이를 규명해 

내는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종 으로 실제

와 허  신고의 음성 차이를 규명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공서에 실제 신고 음성과 허  신고 음성을 구

분해 내는 시스템을 개발해 내고자 한다.

Ⅱ. 실험에 사용한 음성 분석 요소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경찰청 산하 경찰교육원의 

자료 분석 조 요청을 받아서 실험을 수행하 다. 이

때 실험 음원은 실제 일선 경찰서 장에서 신고된 음

성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경찰교육원으로

부터 인계 받은 실제 경찰서에 신고 된 음성들  출

동 후 확인 결과 실제 신고로 분류된 음원들과 출동 

후 확인 결과 허 로 밝 진 음원들을 분리하여 두 음

원 집단 간에 음성 분석 요소  어느 분석 요소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해내는 실험을 수행

하 다. 두 집단 간 음성 차이를 규명하기 한 음성 

분석기로는 라트
[12]를 사용하 으며, 음성 분석 차

이 규명을 한 음성 분석 요소로는 음 높이, 음 높이 

변화 폭, 음색을 나타내는 지터, 짐머, NHR 등과 말

하는 속도 등을 선정하 다. 이때 두 음성 진단 간 음

성 차이를 규명하기 해 지터, 짐머, NHR 등과 같은 

음색의 거친 정도를 측정해 주는 요소를 용한 것은 

실제 사건이 발생하여 공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 다

한 마음이 반 이 되어 음색이 거칠어 질 것이고, 

허  신고일 경우 한 마음이 반 이 안 되어 음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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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범한 문장에 한 실제 신고와 허  신고의 음성 
분석 결과(남성)
Fig. 1. Voice analysis of false and actual reports in plain 
sentences(man)

 

그림 2. 평범한 문장에 한 실제 신고와 허  신고의 음성 
분석 결과(여성)
Fig. 2. Voice analysis of false and actual reports in plain 
sentences(woman)

거칠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음성 분석 요소로 

선정하 다. 음색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  지

터(Jitter)란 단 시간 안의 발음에서 성 의 진동이 

얼마나 불규칙한가를 나타내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지

터의 수치가 클수록 발음이 안 좋게 들리게 되어 허  

신고와 실제 신고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

다. 아울러 짐머(Shimmer)란 음성 형에서 각 지 의 

진폭 값의 변화  어느 정도 불규칙한가를 측정하는 

요소이며, NHR(Noise to harmonics Ratio)은 소음  

배음비로서 실제 신고와 허  신고 시 당연히 이에 

한 수치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음성에 

힘이 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에 지를 분석 요소로 

삼았으며, 최종 으로 사람은 심리 상태에 따라 말하

는 속도가 달리되게 되므로 말하는 속도 즉, 발화속도

도 실제 신고 음성과 허  신고 음성 집단 간의 차이

를 규명해 내는 음성 분석 요소로 선정하 다. 다시 

말해 실제 사고나 사건의 경우에 한 신고일 경우 긴

박한 마음이 반 이 되어 말을 빨리 할 것이라는 가정

이 가능한 결과 발화속도도 실제 신고 음성과 허  신

고 음성간의 차이에 한 규명 요소로 선정하 다.

Ⅲ. 평범한 문장에 있어 허  신고와 실제 

신고와의 음성과의 차이

신고에 있어 계 공서 담당자와 화를 나  시 

우선 으로 평범한 문장과 긴박한 문장으로 나 어 

실제 신고 음성과 허  신고 음성 두 집단 간의 차이

를 고찰해 보는 것이 요하다. 다시 말해, 화를 걸

어 “여보세요, 여기요..” 등과 같은 문장은 신고 시 평

범한 문장으로, 그에 비해 “사람이 찔려 죽어가고 있

다”는 문장 등은 긴박한 문장으로 나  수 있다.

본 3장에서는 실제 신고 20건(남여 각 각 10명)과 

허  신고 20건(남여 각 각 10명)에 해 각 각 평범

한 문장 4개씩을 샘 링 하여 본 논문에서 용한 음

성 분석 요소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우선 아래 그림 2와 그림 3에 

남녀로 나 어 이에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때 음 높이(pitch) 등은 한 문장을 기반으로 체 실험 

상자의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음 높이의 편차

(Bandwidth of pitch)는 감정이 실려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차이가 존재하는 음성 분석 요소이므로, 즉 실제 

신고와 허  신고에 있어 감정 상태로 말미암아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는 음성 분석요소이다. 아래 그림 1과 

그림 2는 실험 상자 체의 평균치를 구하여 이를 

나타내었다.

의 그림 1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범한 문장

의 경우라도 허  신고의 음 높이는 179.36으로 

200[Hz]  아래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사건과 

사고에 한 신고의 경우 235.91[Hz]로 격히 그 음

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2의 여성의 경우도 평범한 문장의 경우라도 거짓 신

고 음성과 실제 신고 음성의 음 높이 차가 82.92[Hz]

로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무리 평범한 

문자이라도 실제 사건과 사고의 경우 한 마음이 반

되어 음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음성에 

그 로 반 이 되어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음 

높이 편차도 허 신고의 경우보다 실제 신고의 경우 

그림 2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67.42[Hz]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자의 경우도 

64.2[Hz]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지터 값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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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긴박한 문장에 한 실제 신고와 허  신고의 음성 
분석 결과(남성)
Fig. 3. Voice analysis of false and actual reports in 
urgent sentences(man)

그림 4. 긴박한 문장에 한 실제 신고와 허  신고의 음성 
분석 결과(여성)
Fig. 4. Voice analysis of false and actual reports in 
urgent sentences(woman)

신고의 경우 남녀 모두 그 수치 값이 허  신고보다 

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신고 시 마음의 

조 함이 음성에 그 로 반 되어 나타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 10 간 평균 으로 읽은 음 수의 경

우에 있어서도 허  신고의 경우 남성은 47.71이지만 

실제 사건과 사고에 한 신고의 경우는 53.86으로 실

제 신고의 경우 그 수치가 보다 큰 수치결과 값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 더욱 더 크게 편

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허 신고의 경우 여성

들은 아주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0

간 39.00 음 ) 실제 사건과 사고에 한 신고의 경

우는 여성이 남성의 실제 신고보다 더욱 빨리 말을 함

(10 간 62.25 음 )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사

건과 사고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남성보다 더 빨리 말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한 음성에 힘이 실리는 에 지 값도 실제 사건과 사고

에 한 신고가 남녀 공히 모두 허  신고에 비해 보

다 그 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긴박한 문장에 한 거짓 신고와 실제 

신고와의 음성 차이

이제 신고 시 긴박한 부분을 말할 때의 음성에 

해 허  신고와 실제 사건 사고에 한 신고의 음성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실제 신고 20건(남여 

각 각 10명)과 허  신고 20건(남여 각 각 10명)에 

해 각 각 긴박한 문장 4개씩을 샘 링 하여 본 논문에

서 용한 음성 분석 요소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발생

하는지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아래 그림 3과 그

림 4에 남녀 구분하여 이에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의 그림 3과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긴박한 문

장에 한 말을 할 시, 음 높이는 남자의 경우 그 편차

가 51.49[Hz], 여자의 경우 60.91[Hz]로 음 높이의 차

이가 실제 사건  사고에 한 신고 음성이 허  신

고 음성보다 모두 그 음 높이가 격히 높았다. 아울

러 음 높이의 편차도 남성의 경우는 47.26[Hz], 여성

의 경우 53.34[Hz]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성  진동

의 불규칙성을 나타내는 지터 값의 경우 실제 신고가 

허  신고보다 모두 그 수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긴박함의 마음이 음성이 반 된 결과 이다. 한 

음색의 거친 정도를 측정하는 체 음성 분석 요소로 

볼 때 지터, 짐머, NHR 수치 모두 실제 사건 사고에 

한 신고 음성에 한 수치가 허  신고 음성에 비해 

그 수치가 높아 음색이 나빠짐을 알 수 있었다. 발화

속도의 차이도 실제 신고와 사고에 한 신고가 남성

의 경우 허  신고보다 10 간 10.33의 음 이 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그 편차가 더욱 커서 10 간 

35의 음 의 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Ⅴ. 허  신고 음성과 실제 사건과 사고에 한 

신고 음성간의 차이에 한 고찰

아래 표 1에 평범한 문장과 긴박한 문장 간의 차이

를 나타내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경우 

음 높이에 있어 평범한 문장과 긴박한 문장 간에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도 음 높이에 있

어서는 평범한 문장과 긴박한 문장 간에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음 높이의 편차는 허  신고의 경우 긴박

한 문장의 편차가 평범한 문장보다 73.25[Hz]의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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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Reporting

(Man)

Actual 

Reporting

(Man)

False 

Reporting

(Woman)

 Actual 

Reporting

(Woman)

Pitch[Hz]  0.13  -4.93  11.24  -11.25

Bandwidth of 

Pitch[Hz]
 73.25  53.09  1.74  -9.12

Jitter[%]  -0.1  0.09  0.17  -0.41

Shimmer[dB]  -0.01  0.02  0.17  0.02

NHR[%]  -0.03  0.02  -0.01  0.02

Speech 

Speed
 -0.61  -13.82  -26.75  9.75

Energy[dB]  0.98  1.45  -0.05  0.42

표 1. 평범한 문장과 긴박한 문장 간의 음성 차이 편차 
Table 1. Voice difference between plain and urgent 
sentences

Pitch[Hz]
Actual reporting voice is higher than 

false reporting voice

Bandwidth of 

Pitch[Hz]

Actual reporting voice is higher than 

false reporting voice

Jitter[%]
Actual reporting voice is higher than 

false reporting voice

Voice Color
Actual reporting voice is higher than 

false reporting voice for urgent cases

Speech Speed
Actual reporting voice is higher than 

false reporting voice

Energy[dB]
Actual reporting voice is higher than 

false reporting voice

표 2. 허  신고 별 방법 
Table 2. Discrimination method for false reporting voice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실제 신고의 경우 남성 음 높이

의 편차가 평범한 문장과 53.09[Hz]의 차이를 보 다. 

말하는 속도의 경우 허  신고의 경우 긴박한 상황의 

말이나 평범한 문장의 경우 남녀 모두  차이가 없었

다. 이것은 허  신고의 경우이므로 긴박한 경우가 실

제로는 없는 연출된 상황이므로 이것이 반 된 발화

속도 수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사건과 사고에 

한 신고 음성의 경우 남녀 모두 발화속도가 평범한 문

장과 달리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발

화속도를 1분으로 환산 시 남성의 경우는 21.42음

을 더 빨리 읽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55.5 음 을 더 

읽는 수치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제 사건

과 사고에 한 신고 음성의 경우 평범한 문장과 긴박

한 문장 간에 여성의 말하는 속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아래 표 3에 허  신고와 

실제 사건과 사고에 한 신고 간에 음성 분석 항목별

로 어떤 차이가 나는 지를 규명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찰서에 허 신고를 하는 경우와 

실제 사건 사고에 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음성 

항목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해 천안 소재 경찰

교육원의 분석 의뢰를 통해 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

행하 다. 분석 결과 실제 사건 사고에 한 신고가 

음 높이, 음 높이의 편차, 지터, 발화속도  음성에 

실리는 에 지 모두에서 허  신고보다 큰 값을 가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사건 사고에 한 신

고의 경우 실제 상황에 따른 긴박함이 그 로 음성에 

반 된 결과로 여겨진다. 향후는 허  신고를 할 때와 

실제 신고를 할 때 심장에 미치는 향  스트 스에 

미치는 향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종 으로 허  

신고 음성과 실제 사건 사고 음성에 한 단을 행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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