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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송 산업이 기술 ․구조 으로 발 하고 시청자의 수  향상  문화 산업이 변함에 따라  

사회에서 방송 분야는 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산업의 시  변화속에서 지속 으로 

심의 상이 되고 있는 것이 시청자들의 수   변화의 이며 이를 악하여 원활한 방송의 진

행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 방송 진행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북지역의 방송 3사에서 뉴

스를 담당하고 있는 진행자에 한 음성을 수집하여 다양한 음성 분석 요소들을 용하고 이에 따른 

결과값을 기반으로 방송 진행자의 음성에 한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특히, 음
성을 통해 달할 수 있는 향력을 분석하기 해 피치, 지터, 짐머, 안정도,  스펙트로그램 등의 

다양한 음성 분석 요소를 용하 으며 결과값에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1. 서론

최근 들어 방송 산업은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통신의 

융합으로 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상 방송, 

성방송, 이블방송, 모바일방송, IPTV 등으로 구성되는 

방송산업의 황은 기술 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해지고 있다[1]. 이와 같이 방송 산업의 기술

․구조  발 , 시청자의 수  향상  문화 산업의 발

 등으로 인해 방송 분야는 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산업의 시  변화속에서 지속 으로 심

의 상이 되고 있는 것이 시청자들의 수   변화의 

이며 이를 악하여 원활한 방송의 진행을 주도해야 하

는 것이 방송 진행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북 지역의 주요 방송 3사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의 음성을 수집하여 이들

의 음성  특징 요소를 추출,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특히 음성분석학  요소인 피치, 지터, 짐머, 안정도 

 스펙트로그램 등을 방송 진행자의 음성에 용하여 음

성  특징 요소를 비교, 분석하 다.

2. 자료 수집  구성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음성학  분석 요소의 용에 따

른 충북지역 방송 3사의 뉴스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아나

운서의 음성  정보 특징 요소를 추출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충북지역 방송 3사의 뉴스를 진행

하고 있는 아나운서의 음성을 수집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실험 집단을 구성하 다. 

부문 성명 성별 소속 진행 로그램

뉴스
김

남성
KBS 9시 뉴스

정구천 MBC 뉴스데스크
김종기 CJB 종합뉴스

<표 1> 실험 집단 구성표

한, 음성의 수집은 방송에서의 피실험자 음성을 각각 

다른 일자에서 3회 녹음하 으며 음성 분석 실험 수행시 

불필요한 구간을 삭제하고 최 화된 음성 구간을 입력 자

료로 사용하 다. 

3.  실험  분석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음성 자료를 기반으로 입력 음성 

신호에 한 펄스 신호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음성의 피

치, 지터, 짐머, 안정도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를 실험

하 다[2][3]. 아래 <표 2>는 피치, 지터, 짐머, 안정도  

스펙트로그램에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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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료명
피치
(Hz)

지터
(%)

짐머
(dB)

안정도
(%)

스펙트로그램
(Hz)

KBS 

김 1 178.230 2.688 0.937 29.363 16192

김 2 164.115 2.395 0.941 26.578 16181

김 3 183.806 2.561 0.965 26.859 16184

평균 175.38 2.55 0.95 27.60 16,186

MBC 

정구천1 178.218 2.052 0.955 34.819 16098

정구천2 175.640 2.109 0.825 23.086 16133

정구천3 175.477 1.789 0.887 21.689 16152

평균 176.44 1.98 0.89 26.53 16,128

CJB 

김종기1 197.771 2.745 1.056 21.902 11458

김종기2 211.810 2.116 1.052 17.082 11909

김종기3 202.514 2.281 1.137 14.372 11642

평균 204.03 2.38 1.08 17.79 11,670

<표 2> 피실험자 음성 분석 결과표

한 아래 (그림 1)에서 (그림 3)은 피실험자의 음성 

형, 스펙트로그램 역폭 추출  피치 결과 형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 KBS 김  피실험자 음성 분석 결과

(그림 2) MBC 정구천 피실험자 음성 분석 결과

(그림 3) CJB 김종기 피실험자 음성 분석 결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이들의 음성에 한 분석을 수행

했을 때 김 , 정구천 진행자의 경우는 안정도가 20% 

후반으로 음성이 안정 이며 차분하고 스펙트로그램 역

폭이 높게 형성되고 피치 형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 

호감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반면 김종기 진행자의 경우는 

피치값이 높고 형이 불규칙하며 스펙트로그램이 주

로 나타나 감정성과 친 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4. 결론

방송 산업이 융합화, 거 화되면서  사회에서 지속

으로 심의 상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의 성공여부

를 좌우하는 시청자들의 수 과 변화의 을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와 같은 에서 원활한 방송

의 진행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 방송 진행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북지역의 뉴스 진행자에 한 

음성을 수집하여 다양한 음성 분석 요소들을 용하고 이

에 따른 결과값을 기반으로 이들의 음성  특징을 분석하

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뉴스 진행자의 음성  특

징 요소라 할 수 있는 안정성과 달성이 비교  높게 나

타났으며 호감도 좋은 음성  패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방송에 합한 음

성을 표 하는 것이 방송의 효과를 증 시킬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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