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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of
speaker recognition on twins. When we hear twin's
speech, it is more similar to each other than the
other people's speech. In forensics, it has to be
solved to investigate. Therefore, our research aims
to identify twin's speech using speaker recognition
system based on Gaussian mixture models. As the
result, we can identify twin's speech with good
accuracy even though twin's speech is very close to
each other.

1. 서론
디지털 과학수사에서 협박 전화와 같이 녹취한 음성
자료를 분석하여 용의자를 판별해야 할 때 화자인식
기술이 이용된다. 이 때, 용의자가 쌍둥이일 경우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쌍둥이 화자의 음성 DB를
수집하고 화자식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쌍둥이 음성 DB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쌍둥이 음성 DB는 2008년도 대
검찰청 정책연구 용역과제로 수집된 것이다. 이 DB는
일란성 쌍둥이 33쌍(남자 16쌍, 여자 17쌍), 이란성 쌍
둥이 8쌍(남자 3쌍, 여자 5쌍)의 화자가 두 종류의 문
단에 대해 각각 3회 반복 발성한 음성과 인터뷰로 구
성되어 있다. 한 문단의 발성은 약 1분 20초 길이의

분량이고 다른 한 문단의 발성은 약 30초 길이의 분량
이다. 그리고 인터뷰는 1분 30초에서 3분 사이의 자유
롭게 발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3. 화자식별 실험 설계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 DB중 남녀 일란성 쌍둥이 30쌍
(남자 15쌍, 여자 15쌍)의 16kHz, 16bit로 샘플링된 문
단 발화 음성을 사용하였다. 총 3회 반복 발성한 음성
데이터 중 1회 분량은 학습 데이터(10초 분량x8~11개
발성x1회=총80~110초 분량)로, 2회 분량은 테스트 데
이터(10초 분량x8~11개 발성x2회=총160~220초 분량)로
사용하였다.
화자 특징은 20차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특징을 사용하고 채널 보상으로
CMS(cepstral mean subtraction)를 사용하였다. 가우
시안 혼합 모델[1]을 이용하여 화자 모델을 학습하였
다.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서울말 낭독체 발화 말뭉
치’ 20대 남녀 40명의 임의 발성 100개씩을 이용하여
혼합수 1024개의 UBM(universal background
model)[2]을 학습하고 각 화자별로 MAP(maximum a
posteriori)[3] 적응하였다.
다음과 같이 2종류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실험 1
쌍둥이 중 한 명의 목소리를 식별했을 때 여러 사람
중 자신의 형제 또는 자매로 식별할 확률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명의 쌍둥이 화자 중 한
명을 A, 다른 한명을 B라 할 때, 30쌍의 쌍둥이 중 A

들만의 음성으로 화자 모델을 학습하고 B들만의 음성
으로 테스트를 하였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실험하
였다. 그리고 A들만으로 학습하고 A들로 테스트를 하
였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실험하였다. 이 실험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 결과, 쌍둥이 중 한 사람의
음성은 평균 73.0%의 높은 확률로 형제의 음성으로 식
별 되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음성에 비해 쌍둥이
간의 음성이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쌍둥이 화자에 대한 화자 인식 성능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두 종류의 실험을 통하여,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화자 식별 시스템이 쌍둥이 화자의 음성을 어
떻게 식별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쌍둥이 화자
의 음성은 다른 사람에 비해 본인의 형제, 자매의 음
성과 유사하긴 하지만, 쌍둥이 가운데 누구의 음성인
지 식별해낼 수 있었다.

표 1. 쌍둥이 화자인식 실험1에 대한 결과 (단위:%)
학습 테스트
식별률
A
B
70.9
B
A
75.1
평균 식별률
73.0
A
A
97.6
B
B
97.5
평균 식별률
97.5

본 논문은 2010년도 대검찰청 연구용역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과제명: 휴대폰 및 인터넷 전화음
성의 화자식별률 제고 방안 연구)

3.2 실험 2
다음으로 쌍둥이 형제, 자매 중에서 특정인의 목소
리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쌍둥이 1쌍의 음성을 화자
별로 모델 학습하고 식별 실험을 하였다. 각 쌍둥이에
대해 실험 후 평균 식별률을 계산하였다. 이 실험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 결과, 쌍둥이 중 한 명
의 특정인을 식별할 확률은 평균 98.7%였다. 이를 통
해, 화자 식별 기술을 이용하여 쌍둥이 가운데 한 명
의 특정인을 식별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쌍둥이 화자인식 실험2에 대한 결과 (단위:%)
화자 식별률 화자 식별률 화자 식별률
f2 100 f17 100 m7 97.8
f3 97.8 f18 100 m8 96.1
f4 100 f20 100 m9 98.2
f5 100 f21 97.9 m12 97.8
f6
98 f22 100 m14 100
f7 100 m1 98.2 m15 100
f8 95.5 m2 97.8 m16 95.8
f9 98.1 m4 98 m17 100
f12 100 m5 95.9 m18 100
f13 100 m6 100 m19 100
평균 식별률
98.7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성을 이용한 디지털 과학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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