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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번 연구에서는 음성신호로부터 성격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성격 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기술을 소개한다. 사용자의 음성 화 과정에서 말투로부터 성격 인식, 특히 외향과 내향을 구분해 내

기 해 사용되는 행동패턴에 있어서 화 에 발생하는 생각을 한 시간의 할애를 기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이 주어진 후 이에 한 답변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화의 간에 생각할 

시간을 갖기 해 활용하는 언어 주 형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사용자 성격분류의 실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평균 으로 약 65%의 성공률을 보 다. 

    

1. 서론

   사람들은 화 속에서 빠르고 자동 으로 상 방의 성

격을 인지해 낸다. 이러한 본능은 인간이 신속하게 우리가 

만난 사람의 모델을 구축하게 하고, 우리가 화하는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범 의 태도, 행동  기타 특성에 

해 측할 수 있다. 를 들면, 성격은 외향  성격과 

내향  성격, 부끄럼을 타는 성격과 활동 인 성격, 자기

심 인 성격과 이타주의 인 성격 는 보수 인 성격

과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구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알려진 바로는 외향 인 사람이 듣는 것 보다 

말하는 것을 많이 하는 반면에 내향 인 사람은 듣는 것

을 주로 한다고 생각한다. 성격의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기 하는 무언가에 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하

는지 단서를 제공한다. 

   미래의 컴퓨터는 인간의 성격과 그에 따라 맞춤형의 

반응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의 행동은 

시스템이 말하는 로 는 어떻게 말해지는지 등을 달

하는 시스템의 성격이 사용자의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

다. “외향 ” 는 “내향 ”이라는 표 은 성격의 특성을 

표하는 분류들 1)  하나이다. 모든 음성을 이용한 화

에서는 언어  의미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말하여

지는지에 따라 부가 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논문

에서는 음성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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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해 논의한다. 즉 인간의 

음성 정보를 분석하여 화 속에 담겨있는 성격 정보(외

향 는 내향)를 찾아내는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1][2][3].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사용자에게 합한 콘

텐츠를 제공하는 사용자 응형 콘텐츠의 핵심 기  기술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확보된 기술은 어교육을 비롯

한 각종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에는 물론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로 과의 화시스템, 소비자의 질문이나 불만 등을 자

동으로 응 하는 시스템 등 사용자의 특성에 한 정보가 필

요한 시스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밖에 사람의 심

리 인 치료나 재활을 한 기능성 콘텐츠에서도 활용이 가

능하다. 

2. 사용자 성격분류 방법

   분석심리학자인 융은 일반  유형으로 성격에는 크게 

외향형과 내향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반  유형이란 개인의 성격이 어떤 의식  태도를 가지

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다. 즉 개인의 정신 에 지가 외부

세계로 지향되는 특성에 따라 외향형(extroverted type), 

내부세계로 향하는 특성에 따라 내향형(introverted type)

이라는 일반  심리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4]. 

   사용자의 성격은 그 사용자의 여러 가지 행태로 표

된다. 그 에서 사용자가 화 시에 표 되는 사용자 성

격의 비언어 인 단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사

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음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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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인식가능한지를 연구하 다. 과거

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언어 인 

측면 이외에 음성의 발화 행태에 있어서 외향 인 사람과 

내향  사람이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인다. 외향 인 사람은 

내향 인 사람에 비해 말이 많은 편이고, 말의 속도가 빠

르고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5][6].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특성들 이외에 내향 인 사람

은 내용이나 단어선택에 있어서 외향 인 사람 보다 신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답변을 

시작하기 에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시간  길이와 련

하여 답변시간(Response Time)과 답변 에 뒷말이 생각

나지 않거나 생각하기 해 잠시 뜸을 들일 때 내는 소리

(음-, 에-, 어- 등)인 언어주 형(躊躇形) ((um, er, ah 등

의 발성)) 의 빈도수 등의 통계치를 고려해 보았다.

3. 실험 결과

   사용자의 성격과 음성발화 행태를 분석해보기 해 우

선 1차 테스트로 사용자가 외향 인지 내향 인지를 단

하기 한 기 문항을 마련하여 성격검사를 실시하 다. 

이 검사는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

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참가 자격은 20세에서 29세 사

이의 남녀 학생이었고, 총 138명의 학생들  1 부터 5

에 해당되는 내향성 학생들 20명과 8 부터 10 의 외

향성 학생들 20명을 선발하 고, 이후 2차 테스트를 실시

하 다. 

   40명의 학생들에게 실시된 2차 테스트는 음성녹음을 

해 질의응답의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 다. 질문자가 

실험자에게 가족과 일상생활에 련된 5가지씩 두 번에 

걸쳐 비된 질문을 하고 실험 상 학생이 답하게 하

다. 그리하여 총 80개, 약 200분 길이의 음성 데이터로 실

험하 다. 모든 음성데이터는 16kHz의 샘 링 주 수와 

mono 채 , 16bits로 양자화 되었다. 데이터 녹음은 조용

한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획득된 음성 데이터로부터 답변에 걸리는 시간  간격, 

그리고 주 형의 빈도수 등 2가지 특징을 추출하 다. 비

교를 하여 과거의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음성 특징

인 말의 빠르기(Speech Rate)도 추출하 다[7][8]. C와 

의 최  값을 찾기 해, -10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키는 

grid search 방법을 통해 각각의 특성 별로 최  값을 탐

색하 다[9][10]. 

   그림 1은 각 특징 별  5-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

하여 측력을 비교한 결과이다. 답변시간의 경우 69.23%

의 성공률을 보 다. 과거에 연구되었던 말의 빠르기를 이

용했을 경우의 결과인 56.25%에 비해 상 으로 약 23% 

향상 되었다. 언어주 형의 경우 61.25%로 다소 낮은 성

공률을 보 지만 이것 역시 말의 빠르기에 비해서는 상

으로 약 9% 상승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 했

던 것처럼 내향 인 사람이 외향 인 사람에 비해 음성 

화 시에 문장내용이나 단어선택에 있어서 신 하게 생

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림 1) 특징 별 인식률

4. 결론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해서 사

용자 성격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환경

을 제공해  수 있는 에이 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음성데이터와 이와 연 된 화의 

행태를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답

변을 시작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과 답변 간에 말을 주

하는 행태의 빈도수를 찰한 결과 평균 으로 약 65%

의 인식률을 보 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내향 인 사람이 

외향 인 사람에 비해 화 시에 생각을 해 할애하는 

시간의 길이가 상 으로 길고, 그 빈도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인식률을 높이기 해 추가 인 특징

을 찾고, 이들 간의 상호보완 계를 악할 것이다.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 치기반 단 방법을 연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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