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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인식은 자동 음성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최근 휴대용 기기의 발전 및 음성 기술, 오디오 콘텐츠 분야 

등이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 화자인식 기술의 중요성은 더구나 부각 되고 있다. 이전의 화자인식 연구는 음성 파일을 기

반으로 화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판정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한편 말투는 중요한 사회언어

학적 소재로 사용자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추가로 화자의 말투에 사용되는 종결어미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거나 화자의 의도, 심리적 태도 또는 청자에 대한 관계 등의 기능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종결어미의 활용 

형태는 화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연성이 있어 특정 미확인 화자의 종결어미의 종류와 분포는 해당 화자를 인식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텍스트 기반의 화자인식에서 말투를 고려한 연구가 적었으며 음성 신호를 기반으로 

한 화자인식 기법에 말투 정보를 추가한다면 화자인식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화자인식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말투(speech style) 정보를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특정인의 발화 내용에서 등장하는 종결어미의 종류와 빈도를 활용하여 벡터값을 생성하는 문장 시퀀싱이라

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으로 학습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향후 실존하는 한국어 음성인식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능형 대화 시스템 및 각종 음성 기반 서비스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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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특정인의 음성 샘플로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자동으로 구별하는 기술(Wang et al., 2010)인 화

자인식은 음성인식 기반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기능이다. 최근 모바일 장비의 발전과 모바일 서

비스가 강화되면서 화자인식은 지능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기도 하다

(Bu and Cho, 2018). Google Assistant, Amazon 

Alexa, Siri 등 여러 상용화된 음성인식 기반 서

비스는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i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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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분야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

여 있을 때 화자인식(speaker recognition)을 정확

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다(Ai et al., 2019). 

화자인식이 필요한 영역은 Smart home 등을 구

축할 때 등이다. 최근에는 화자인식을 위해서 기

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

공신경망(Devi et al., 2020)이나 SVM(Chakroun 

et al, 2020),  벡터 양자화(VQ: Vector Quantization), 

은닉 마르코브 모델(HMM: Hidden Markov Model),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 Gaussian Mixture 

Model), 서포트 벡터 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 동적 시간 굽힘(DTW: Dynamic Time 

Warping) 등을 사용하여 화자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려 했다(Seo, 2014; Bu and Cho, 2018; Kang 

et al., 2020). 한편 화자인식의 일부로써 성별 인

식(gender recognition) 등을 시도하는 연구도 있

었다(Mohdiwale et al., 2019).

한편, 말투는 중요한 사회언어학적 소재이다. 

사회언어학은 언어의 여러 가지 양상이 해당 사

용자들이 속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

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사회적 환

경이란 화자의 나이, 성별, 인종, 출신 지역, 대화 

상대와의 관계, 발화의 목적이나 기능 등을 뜻한

다(Chae, 2004). 따라서 말투는 화자인식의 중요

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화자인식에서는 이와 같은 말투를 고려

하지 않아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를 파악하기 어

려웠다. 기존에 음성 신호를 기반으로 앞서 언급

한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화자인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말투 정보를 추가한다면 화자에 대한 인

식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

어 말투는 화자의 태도나 대화 의도, 성격 등이 

드러나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Kim, 2018). 그

러나 이와 같은 화자의 말투를 화자인식에 활용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화자인식의 정확도

를 개선하기 위해 화자가 발화한 문장에 등장하

는 말투를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화자가 사용한 종결어미로 발화

한 문장 특성이 결정되므로(Han, 2020), 등장하

는 종결어미의 등장 특성을 바탕으로 화자인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문장 시퀀싱이

라는 새로운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문장 시퀀싱에 의하여 추출되는 

결과물인 w-vector의 유사도 검사를 통해 발화 

내용을 활용하여 화자를 특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종결어미를 기반으로 화자인식을 

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기존의 오디오 자료에 의한 음성

인식 방법과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음성인

식 및 화자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감성분석 등 텍스트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종결어미의 활용 예가 적

었는데, 본 연구로 인해 종결어미를 텍스트 분석

에 활용하는 방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존 연구

2.1 화자인식

화자인식(Speaker Recognition)이란 특정인의 

음성 샘플로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자동으로 구

별하는 기술이다 (Speaker recogni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automatically determining or verifying 

the identity of a person based on his or her voice.) 

(Wang et al., 2010). 이를 위해 화자인식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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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주요 입력 데이터로 필요로 한다(Ramachandran 

et al., 2002). 휴대용 기기의 발전과 음성 기술, 

오디오 콘텐츠 분야 등이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

라, 화자인식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거래나, 법의학 분야에서도 중

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So, 2019).

그동안 음성 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음성

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자동으로 판정하려는 화

자인식 연구는 화자 판정의 정확도를 올리는 목

표를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더불어 화자인식에 

있어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 중 하나는 

잡음이며 이와 같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음원에서 음성 부

분을 더욱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하거나(Choi, 

2017), 음원에서 개선된 특징을 추출하는 접근법

이 많이 제안되는데(Kang et al., 2020), 음성 신

호를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넣어 주기 전에 VAD 

(Voice activity detection) 및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 과정을 거쳐 잡음을 제거하려는 접근

법이 있다(Chae, 2019). 또한 성능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연속음성을 적절히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Choi, 2016).

화자인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

법은 GMM(Gaussian mixture model)과 SVM 

(Support vector machine)이다(Seo, 2014). 최근에

는 화자인식 성능을 제고 하기 위해 CNN과 같

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기도 한다(Bhattacharya 

et al., 2019). 학습된 CNN의 특징 벡터(feature 

vector)와 화자와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기반으로 화자인식 하는 접근은 그 

한 예이다(Jung et al.,, 2020). 또한 음성 정보에

는 감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화자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접근도 가능하다

(Huanjun et al., 2007; Alluri et al., 2016). 또한 음

성 정보를 낮은 차원의 정보로 변경한 i-vector 

(Dehak et al., 2011)나 x-vector(Garcia-Romero et al., 

2019)를 기반으로 일련의 판별자(예:  probabilistic 

linear discriminant analysis(PLDA)(Ioffe, 2006))를 

활용하여 i-vector 또는 x-vector에 등장하는 화자

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

다(Snyder et al., 2019). 또한 GAN 기술을 활용하

여 화자인식 성능을 제고 하는 노력도 최근 소개

되고 있다(Chen et al., 2019).

이외에도 음도나 속도, 강도와 같은 준언어적 

요소가 화자인식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가

적인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Ha and Huh, 2018). 

억양은 화자인식뿐만 아니라 화자의 태도를 나

타내는 정보가 되기도 한다(Kim, 2018). 화자의 

남녀 판별에 있어 사적 발화와 공적 발화와 같은 

발화 상황이 문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남녀 판별을 위해서 전체 형태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남녀 편향성을 보이는 일부 형태소들만을 

고려하면 된다(Kang, 2013).

<Figure 1> Structure of the DNN in the
x-vector baseline system

(Snyder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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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결어미

본 연구에서는 화자의 언어적 요소 중에서 종

결어미(final ending)의 특성을 추가로 추출하여 

화자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종결어미는 <Table 1>에 나온 예와 같이 문장

의 가장 끝에 붙어 상대높임법(해라, 해, 하게, 하

오, 하십시오 등)을 표시하며 평서문(-다/-는다-/-

ㄴ다 등), 의문문(-으냐/-냐/-느냐, -으니/-니 등), 

명령문(-아라/-어라/-여라 등), 청유문과 같은 문

장의 유형을 결정하거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는 어미이다.

<Table 1> Sentence-final ending List

-다, -마, -구나, -ㄹ라, -거든, -군, -구먼, -다니, 

-데, -어, -지, -ㄹ게, -ㄹ세, -ㅁ세, -네, -오, 

-구려, -리다, -습니다, -으려무나/려무나, -으렴/

-렴, -소서, -으랴/-랴, -을쏘냐/-ㄹ쏘냐, -을라/

-ㄹ라, -는단다/-ㄴ단다/-단다/-란다, -을게/ㄹ게, 

-을래/-ㄹ래, -아/-어, -단다, -느냔다, -란다, 

-잔다 등

종결어미는 중세국어 이후 국어의 종결어미의 

형태나 기능의 변화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에

서 주로 나타나며, 선후행 문장의 관계뿐만 아니

라 화자의 의도나 태도, 청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Song, 2015). 예를 들어 반

말체 종결어미의 경우 양태 의미를 표시하는 것 

외에도 텍스트 내에서 선후행 문장과의 관계를 

드러내며 텍스트의 결속성을 강화해 주는 기능

이 있다(Jang, 2010). 또한 종결어미 중에는 존어

체와 경어체가 있어(Kang and Kim, 2018), 화자

의 높임법을 추측하게 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의 

우열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기도 하다(Pack, 2016). 

이러한 종결어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종결어미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그 의미가 변천하기도 하는 매우 역동적인 양상

을 보인다(Ahn, 2017).

때로 종결어미는 시대에 따라 화자의 연령대

를 추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

거든’이라는 종결어미는 연령대에 따라 그 의미

가 단정 또는 공손 등으로 달라지기도 한다 (Jo, 

2014).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종결

어미의 종류가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어(Kim et 

al., 2012), 활용 종결어미의 다양성도 화자의 연

령대를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듯, 종결어미의 활용 형태는 화자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할 개연성이 있어 특정 미확인 화자

의 종결어미의 종류와 분포는 해당 화자를 인식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방법

3.1 종결어미 기반 화자인식

화자가 발화하는 문장에 등장하는 형식형태소

(조사, 어미)와 일부 실질형태소는 회의참가자의 

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

성인식 단계에서 음성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화

자인식과 처음 회의 입장 시에 본인을 인증하는 

인증방식의 화자인식 방법 외에 말투에 기반한 

화자인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음성인식 또는 데이터 크롤링 

방법으로 확보된 문장(plain text)들을 원본 코퍼

스로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 대화가 

가장 잘 표현되어있는 드라마 대본을 활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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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Design

둘째, 코퍼스 내 문장에서 특정 화자가 발화한 문

장을 세션(session) 단위로 그룹화를 한 후에 문장에 

존재하는 종결어미를 추출하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한국어 종결어미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한다. 한국어 종결어미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어 종결어미까지 잘 정리된 KHU-SentiWordNet

을 활용한다. KHU-SentiWordNet는 기존에 한국어 

감성 단어를 망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Kwon et al, 2019). 해당 감성 사전은 종결어미 리

스트가 같이 들어 있으며, 또한 KHU-SentiWordNet

는 source program에서 쉽게 읽어 들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

기로 한다.

셋째, 문장 시퀀싱(sentence sequencing)을 수행

한다. 문장 시퀀싱이란 특정 세션 내에 존재하는 

문장들에서 종결어미를 추출한 후에 이를 통해 

종결어미 벡터값(w-vector)을 확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특정 화자의 말투가 문장 시

퀀싱에 의하여 w-vector로 완성된다. 즉, 문장 시

퀀싱을 위해 먼저 형태소별 빈도값을 구하며, 이

를 통해 화자의 말투를 특징짓는다. 해당 방법으

로 학습 데이터셋으로써의 코퍼스에 근거하여 

화자별 w-vector가 완성되면 앞서 생성된 

w-vector 값을 w-vector 저장소(w-vector Storage)

에 저장하게 된다.

넷째, w-vector를 활용하는 단계로는 다음과 

같다. 특정 발화자의 발화 내용이 담긴 대화 세

션이 입력되면 해당 세션에 대해서 문장 시퀀싱

을 수행한 후 작성된 결과와 w-vector 저장소 상

의 임의의 화자들의 w-vector 값에 대해서 유사

도 기반 판별을 통해 발화자를 특정한다. 이상의 

과정을 요약한 것이 <Figure 2>이다.

3.2 종결어미 데이터베이스

w-vector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종결어미 목록

이 필요하며, 이는 종결어미 데이터베이스로 만

들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결어미 데이터

베이스로서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한 감성 사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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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SentiWordNet에 존재하는 종결어미 목록을 

활용하였다.

KHU-SentiWordNet은 기존에 실질형태소 중심

의 감성 사전을 넘어 조사나 연결어미와 같은 형

식형태소, 더불어 정도부사까지 망라하여 총 5,468

개의 감성 단어가 속해 있으며 이 중 2,675개는 종

결어미가 포함된 형식형태소인 한국어 최대의 감

성 사전이다. <Figure 3>은 KHU-SentiWordNet에 

존재하는 감성 단어와 종결어미의 리스트 예

이다.

<Figure 3> KHU-SentiWordNet

3.3 코퍼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자인식의 정확도를 개선

하기 위해 화자가 발화한 문장에 등장하는 종결

어미의 등장 특성을 바탕으로 화자인식 하는 방

법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단계는 

생략한다. 따라서 텍스트 형태의 학습 코퍼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한글 자막 제작 모임인 ‘공이자막’에서 제공

하는 ‘응답하라 1994’라는 K-Drama 자막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다 (https://blog.naver.com/dr_kisabi). 

전체 데이터셋은 남자 주연 6명, 여자 주연 3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부터 최종회인 21회까

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총 22,177개의 문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3.4 처리

‘공이자막’에서 제공하는 원본 데이터는 .smi 

(Synchronized Accessible Media Interchange)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분석을 위해 .txt 파일 형태로 

변환하였다. 먼저 남자 주연 6명, 여자 주연 3명

을 제외한 보조 출연, 독백, 효과음 등의 데이터

는 삭제한다. 또한 화자의 텍스트 데이터와 발화

한 화자의 정보가 있는 2가지 Column을 제외한 

나머지 Column의 데이터는 삭제하고 특수문자

와 같은 불필요한 문자도 함께 삭제한다. 이후 

종결어미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

기 RHINO 3.7을 이용하였다. RHINO 3.7 형태소 

분석기는 초당 4만 어절의 분석 속도로 한글 텍

스트 데이터의 형태소 구분 및 품사 판정을 수행

한다. 이를 통해 추출된 종결어미를 중복 값이 

존재하지 않게 종결어미 리스트를 생성한다.

<Figure 4> Corpus Preprocessing

3.5 문장 시 싱

기존의 화자인식은 각 화자의 발성에서 추출

된 특징 파라미터(예: 유/무성음, 주파수 등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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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Sentence_Sequencing

Input : text-session

Output : w_vector

READ text-session

COMPUTE extraction of final ending make final 

ending list and sortiong represent as a 

vector countiong final ending

INCREMENT add sentiment analysis value in vector

PRINT w-vector

<Table 2> Pseudo-Code

를 사용하여 유사도 기반으로 화자를 특정하는 

것이고(Kang et al., 2020), 본 연구의 접근은 화자

가 발화한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유사도 추정

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문장 시퀀싱(sentence 

sequencing) 방법을 제안했다. 문장 시퀀싱이란 

학습할 세션(session)에 등장하는 종결어미와 감

성분석 결과로 w-vector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Table 2>와 <Figure 5>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장 시퀀싱에 대한 pseudo-code 및 순서도이며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각 화자가 발화한 문장들을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코퍼스를 구성한다. 구

성된 코퍼스는 학습 세션 및 테스트 세션으로 분

리하며, 이때 구성된 세션 단위를 본 연구의 입

력 단위로 사용한다. 이후 구성된 세션에 대해 

형태소 분석기 RHINO 3.7을 활용하여 종결어미

를 추출한다. 세션에서 추출된 종결어미를 활용

하여 중복 값 제거 및 정렬을 통해 종결어미 리

스트를 생성한다. 앞서 생성된 종결어미 리스트

와 각 세션에서 추출된 종결어미를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법을 

통해 각 종결어미 등장 횟수를 카운트하여 벡터 

표현으로 나타낸다. 각 세션에서 생성된 종결어

미 벡터에 감성분석 결과를 추가하면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문장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통한 

w-vector가 생성된다.

<Figure 5> Speaker Recognition Flow 
Chart by Sentence Sequencing

<Table 3> Example of w-vector Generated

array([0, 0, 9, 65, ∙∙∙ 0, 4, 1], dtype=int64)

array([1, 0, 8, 69, ∙∙∙ 0, 4, 0], dtype=int64)

array([0, 0, 9, 61 ∙∙∙ 6, 4, 1], dtype=int64)

.

.

.

array([0, 0, 1, 11, ∙∙∙ 1, 2, 0], dtype=int64)

array([1, 0, 9, 66, ∙∙∙ 0, 5, 1], dtype=int64)

Speaker_A

array([1, 4, 12, 54, ∙∙∙ 3, 2, 0], dtype=int64)

array([3, 1, 11, 53, ∙∙∙ 4, 3, 0], dtype=int64)

array([0, 4, 11, 45, ∙∙∙ 3, 2, 0], dtype=int64)

.

.

.

array([0, 0, 0, 15, ∙∙∙ 1, 1, 0], dtype=int64)

array([3, 4, 12, 56, ∙∙∙ 5, 3, 0], dtype=int64)

Speake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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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Positive Negative

Actual
Positive TP FN

Negative FP TN

<Table 4> Confusion Matrix

4. 실험

4.1 실험 과정

본 연구의 제안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구성하였다. 원본 코퍼스를 전처리 과정

을 통하여 불필요한 표현(expression) 및 특수문

자를 제거한 후, 한글 형태소 분석기 RHINO 3.7

을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작업을 

통해 종결어미 리스트를 생성하였다. 

이후 10-Fold Cross-Validation 방법으로 w-vector 

저장소에 저장될 화자의 발화내용(90%)과 테스

트용 화자의 발화내용(10%)을 세션(session) 단

위로 무작위 그룹화한다. 이어서 테스트용 화자

의 발화내용이 담긴 각 세션(session)에 문장 시

퀀싱(sentence sequencing) 작업을 통해 각각 w-vector 

값을 생성한다. 생성된 w-vector 값을 활용하여 

w-vector 저장소의 값들과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계산 후 테스트용 화자가 누구인지 특

정한다.

화자인식 성능평가는 혼동행렬(Confusion Matrix)

을 기반으로 Precision, Accuracy, Recall, F-measure

를 사용하였다. <Table 4> 및 아래 식 (1)~ 식 (4)

는 혼동행렬 및 각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등장하는 화자 N명 중 무작위로 선택한 2명의 

화자에 대해서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 

화자인식을 실험한다. 실험은 무작위로 선택한 2

명의 화자가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임의의 쌍들에 대해 총 200회 반복 실

험을 진행하였다.

Pr 


(1)

     
  

(2)

  


(3)

  Pr

× Pr× 
(4)

4.2 결과: 성능 비교

위의 실험 방법에 따른 문장 시퀀싱에 의한 유

사도 기반 화자인식 실험 결과, <Table 5>와 같

은 혼동행렬을 획득하였다. 또한 획득한 혼동행

렬에 의한 성능 평가지표 계산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무작위로 선택한 2명의 화자에 대한 반

복 실험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최소 94%에서 

최대 96%, 평균 95%의 정확도를 보였다. 기존의 

유사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GMM, SVM에 의한 

화자인식은 그 정확도가 각각 86%, 74%라는 점에

서 매우 우수한 결과이다(Seo, 2014). Kang(2020)

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화자식별 방식을 결합한 

앙상블을 제안했으나 화자식별 정확도는 79%에

서 95% 사이이다. 해당 이유는 기존의 GMM, 

SVM의 방식은 종결어미의 풍부한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WAV 음향 특성만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이며. 유사 연령대의 동성 간 대화는 구

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제안 방법

은 종결어미에 내포된 풍부한 의미를 기반으로 

화자인식을 수행하기에 높은 성능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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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자가 발화하는 문장에

서 사용되는 종결어미는 해당 화자의 말투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결어미는 화자인

식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Confusion Matrix Results

Predicted

A B

Actual
A 96 4

B 6 94

<Table 6>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posed Method

Precision Accuracy Recall F-measure

A 0.9411 0.95 0.96 0.9504

B 0.9591 0.95 0.94 0.9494

5. 토론

5.1 시사

한국어에 대해서 화자의 종결어미 등장 특성

에 근거한 문장 시퀀싱으로 말투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화자를 판정하는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기존의 화자인식에 대한 기술

적 연구는 종결어미의 특성을 화자인식이나 음

성인식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

해 화자의 음성 신호 특징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화자인식 방식을 넘어 화자가 발화한 언어적 요

소 중 종결어미의 등장 특성을 바탕으로 화자인

식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화자인식 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국어학적이나 언어학적으로 종결어미가 

화자의 말투 형성 및 화자인식에 유용한가에 대

한 연구는 존재하지만(Yun and Kim, 2020),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의 성능 검사 

결과 종결어미 활용 분포 특성이 화자의 말투 형

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다른 화자

인식 방법과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방법을 통해 

화자인식을 수행할 때 제안 방법에서 도출된 

w-vector는 딥러닝의 입력층에 부가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앙상블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

한편,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제안 방법은 접근제어, 디지

털 포렌식, 음성 데이터 관리, 개인화, 지능형 로

봇 제어, 보안인증 등의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음성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와 같은 대용량의 

자료에 의하지 않고 텍스트라고 하는 비교적 가

벼운 자료로 말투와 화자인식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저용량 화자인식은 실무적으로 중요

한 관심사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eo, 

2014).

둘째, 화자의 음성 신호를 기반으로 한 화자인

식과 화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본인인증을 통

한 화자인식 방법 외에 화자가 사용한 언어적 요

소를 활용하여 화자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감성 사전에 존재하는 종

결어미 리스트를 활용하여 화자인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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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감성 사전 데이터의 활용성을 감성 분석용

에서 화자인식 또는 음성인식용으로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파악한 말투로는 이후 GAN 알고리즘과 

함께 활용되어 목표 화자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 

음성 합성에도 사용될 수 있다. 즉, 기존의 GAN 

알고리즘만으로는 발성 스타일을 모방할 뿐 말

투를 모방하지는 못한다(Bu and Cho, 2018). 그

러나 본 연구의 방법을 응용하면 먼저 목표 화자

에 맞는 말투로 문장을 변형한 후에 GAN을 통

해 발성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5.2 한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 

화자인식 실험을 통해 화자가 발화한 문장을 문

장 시퀀싱에 의한 w-vector를 기반으로 화자인식 

방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가 발화한 문

장에 등장하는 화자의 언어적 요소 중 종결어미

의 등장 특성을 바탕으로 화자인식을 하는 방법

이 기존의 전통적인 화자인식에 새로운 접근 방

법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

나 현재 실험을 통해 얻은 화자인식 결과를 더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된 전처리 과정의 개선 

및 사용된 종결어미에 대해 선택적 활용을 통하

여 각 화자의 말투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 대화 상황, 회의, 본인인증 등에서는 

두 명의 화자가 아닌 더 다양한 화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현재의 연구를 더 확장하

여 다중 클래스 분류(Multi-class Classification)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특성상 

공적 상황에서의 발화 내용보다 사적 상황에서

의 발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등장하는 화자들 

역시 성별, 나이, 사투리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각 화자가 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하고 더욱 심화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5.3 결론

한국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종결어미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며(Kim, 2004), 

3-4세부터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청자대우법을 

구사하기 시작한다(Kim & Kim, 2004). 또한 한

국어는 어간보다 어미와 조사가 풍부하며 특히 

어미는 더 풍부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Han, 2004). 

그러나 대화 상대의 정확한 특성에 따라 사용

하는 종결어미의 사용 빈도는 개인적으로 차이

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규칙을 사

전에 명료히 파악하고 화자인식에 참고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발견적 기법으로 규칙을 찾으

려고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는 화자가 발화한 문장

을 문장 시퀀싱에 의한 w-vector를 기반으로 화

자인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음성인식 후 잡음 요소 제거 등을 수행

하고 난 후에 음성정보에만 의존하여 i-vector, 

x-vector, 딥러닝 등의 방법을 혼합하여 화자인식 

하는 방법을 보완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실제 

존재하는 K-Drama 대본을 가지고 코퍼스를 구

축하여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로 문장 시퀀싱 방

법은 기존의 화자인식의 정확도를 더욱 개선한 

바 유용한 딥러닝 전처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종결어미에 기반한 문장 시퀀

싱이라는 방법을 제안한 최초의 연구이며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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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정확도 제고에 유용함을 보인 것이다. 향

후 실존하는 음성인식 시스템과 함께 활용되어 

화자인식에 의한 지능형 대화 시스템과 여기에 

기반을 둔 전자거래 및 각종 음성 기반 서비스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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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ic Speech Style Recognition Through 

Sentence Sequencing for Speaker Recognition in 

Bilateral Dialogue Situations
1)

Garam Kang*ㆍOhbyung Kwon**

Speaker recognition is generally divided into speaker identification and speaker verification. Speaker 

recognition plays an important function in the automatic voice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speaker 

recognition technology is becoming more prominent as the recent development of portable devices, voice 

technology, and audio content fields continue to expand. Previous speaker recogni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the goal of automatically determining who the speaker is based on voice files and 

improving accuracy. Speech is an important sociolinguistic subject, and it contains very useful information 

that reveals the speaker's attitude, conversation intention, and personality, and this can be an important clue 

to speaker recognition. The final ending used in the speaker's speech determines the type of sentence or 

has functions and information such as the speaker's intention, psychological attitude, or relationship to the 

listener. The use of the terminating ending has various probabilit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aker, so the type and distribution of the terminating ending of a specific unidentified speaker will be 

helpful in recognizing the speaker.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considered speech in the 

existing text-based speaker recognition, and if speech information is added to the speech signal-based 

speaker recognition technique, the accuracy of speaker recognition can be further improved.

H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novel method using speech style expressed as a 

sentence-final ending to improve the accuracy of Korean speaker recognition. To this end, a method called 

sentence sequencing that generates vector values by using the type and frequency of the sentence-final 

ending appearing in the utterance of a specific person is propo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learn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were conducted with a actual drama scrip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mea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Korean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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