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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소리는 사람의 정서, 인격, 성격  기타 많은 개인 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람의 목소리

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내면 , 외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력 이면서 좋은 목소리가 보유하고 있는 음성 분석학  특징 요소를 추출하여 호감도 

좋은 목소리와의 상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청각 으로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5가지 

타입의 남성  여성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임의의 상자들을 통해 호감도 좋은 목소리를 선정하 다. 
한 피치, 강도  스펙트로그램 분석 요소를 용하여 호감도 좋은 목소리가 보유하고 있는 음성 정

보값을 추출하고 상호간의 연 성을 분석하 다.

1. 서론

   좋은 목소리가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며 이미지를 공감

각 으로 인식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어떤 내용

을 가지고 말하는지도 요하지만 어떤 목소리로 얘기하

는지도 매우 요한 요소이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자신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목소리의 톤, 크기, 속도 등을 종

합해 상 방의 성격이나 지 , 학력  체구까지 많은 것

들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1]. 이와 같은 

목소리의 요한 요소를 분석해 볼 때 매력 인 목소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신뢰감이 쌓이고 호감이 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사람의 음성이 개개인마다 각각 차이가 있듯이 

어떤 목소리가 매력 이며 호감이 가는지도 개인마다 각

각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목소리의 뚜렷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남․녀 각각 

5명씩 실험 목소리로 선정하고 이들의 음성 분석학  특

징 요소를 추출, 분석하여 호감이 가는 목소리가 보유하고 

있는 음성  특징을 도출하 다.

2. 실험자료 수집  호감도 조사

   본 논문에서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여러 목소리 

에서 청각 으로 특징이 분류되는 목소리가 지니고 있

는 음성  특징 요소를 추출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청각  차이가 도출되는 남성  여성의 목소

리를 5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음성을 각각 수집

하 다. 

   한, 실험 자료로 사용할 음성은 “안녕하세요. 반갑습

니다.”란 일상 인 문장을 낭독하도록 하고 이를 3회 이상 

녹음하 다. 한, 최상의 음성을 실험 자료로 사용하기 

해 3회 이상 수집한 음성을 통해 잡음이 고 뚜렷한 

목소리를 발성한 음성 자료를 기반으로 피실험자 집단을 

구성하 다.

구분 성별 청각  특징 구분 성별 청각  특징

MSV-01

남성

부드러운 목소리 FSV-01

여성

우 찬 목소리

MSV-02 딱딱한 목소리 FSV-02 허스키한 목소리

MSV-03 울리는 목소리 FSV-03 아이같은 목소리

MSV-04 짜증나는 목소리 FSV-04 애교섞인 목소리

MSV-05 허스키한 목소리 FSV-05 조용한 목소리

<표 1> 피실험자 목소리의 청각  특징

   한, 본 논문에서는 실험 자료로 선정한 남성  여성

의 5가지 타입 목소리를 기반으로 임의의 20   30  

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목소리에 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해 20   30 의 임의의 상자들에

게 실험 자료로 선정한 5가지 타입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본인이 좋아하고 호감이 가는 목소리를 선택하게 하여 결

과값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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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를 통해 임의의 상자 200명이 선택한 호감

이 가는 남성  여성 피실험자 목소리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남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여성의 애교있는 목소리

를 부분이 좋아하는 목소리 타입으로 선호했다.

(그림 1) 실험 음성에 한 호감도 조사 결과

 

3. 실험 결과  상 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호감도 좋은 목소리에 한 음성 형 

 음성 분석 요소의 용 결과를 추출하여 상호간의 연

성을 도출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우선 아래 (그림 2)

는 5가지 타입의 남성 음성에 한 피치 형이며 (그림 

3)은 남성 음성에 한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이다.

(그림 2) 남성 실험 음성에 한 피치 형 결과 

(그림 3) 남성 실험 음성에 한 스펙트로그램 형 결과 

   한, (그림 4)와 (그림 5)는 동일한 실험에 한 여성 

음성의 피치 형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이다.

(그림 4) 여성 실험 음성에 한 피치 형 결과 

(그림 5) 여성 실험 음성에 한 스펙트로그램 형 결과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5가지 타입의 남성 실험 음

성에서는 1번 실험 음성에서 피치 형이 부드럽게 이어

졌으며 스펙트로그램 형이 유성음 부분에서 체 으로 

진하게 형성되었다. 마찬가지로 여성 실험 음성에서는 4번 

음성의 피치 형이 끊기면서 스펙트로그램 형이 유성

음 부분에서 체 으로 진하게 형성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성 분석학  요소 에서 성 의 떨

림과 조음기 의 사용에 따라 변하는 피치  스펙트로그

램 분석 요소를 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실험 결과에

서 나타나듯이 남성의 경우는 피치 형이 이어진 형태이

며 스펙트로그램이 진하게 나타난 음성에서 호감도가 좋

게 선정되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피치 형이 끊기면서 

역폭이 큰 형태이며 스펙트로그램이 진하게 나타난 음성

에서 호감도가 좋게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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