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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TTS 시스템에서 딥러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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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Deep Learning in a Korean T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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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TTS 시스템은 텍스트 전처리, 구문 분석, 발음표기 변환, 경계 분석, 운율 조절, 음향 모델에 의한 음

향 특징 생성, 합성음 생성 등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딥러닝 기반 TTS 시스템은 텍스트에서 스펙트로

그램을 생성하는 Text2Mel 과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음성신호을 합성하는 보코더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한국어 TTS 시스템 구성을 위해 Tex2Mel 과정에는 Tacotron2를 적용하고, 보코더로는 WaveNet, WaveRNN,

WaveGlow를 소개하고 이를 구현하여 성능을 비교 검증한다. 실험 결과, WaveNet은 MOS가 가장 높으며 학습 모

델 크기가 수백 MB이고 합성시간이 실시간의 50배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 WaveRNN은 WaveNet과 유사한

MOS 성능을 보여주며 모델 크기가 수십 MB 단위이고 실시간 처리는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WaveGlow는 실

시간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며 모델 크기가 수 GB이고 MOS가 세 방식 중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TTS 시스템을 적용하는 분야의 하드웨어 환경에 맞춰 적합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참고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어 : 심층 신경망, Text-to-Speech(TTS), 보코더

Abstract The conventional TTS system consists of several modules, including text preprocessing, parsing 
analysis, grapheme-to-phoneme conversion, boundary analysis, prosody control, acoustic feature generation by 
acoustic model, and synthesized speech generation. But TTS system with deep learning is composed of 
Text2Mel process that generates spectrogram from text, and vocoder that synthesizes speech signals from 
spectrogram. In this paper, for the optimal Korean TTS system construction we apply Tacotron2 to Tex2Mel 
process, and as a vocoder we introduce the methods such as WaveNet, WaveRNN, and WaveGlow, and 
implement them to verify and compare their performanc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WaveNet has the 
highest MOS and the trained model is hundreds of megabytes in size, but the synthesis time is about 50 times 
the real time. WaveRNN shows MOS performance similar to that of WaveNet and the model size is several 
tens of megabytes, but this method also cannot be processed in real time. WaveGlow can handle real-time 
processing, but the model is several GB in size and MOS is the worst of the three vocoder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ference criteria for selecting the appropriate method according to the hardware environment 
in the field of applying the TTS system are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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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텍스트-음성 변환(Text-to-Speech, TTS) 시스템은

입력으로 임의의 텍스트를 받아들여 음성신호를 합성

하여 출력한다. 기존의 TTS 시스템은 텍스트 전처리,

구문 분석, 발음표기 변환, 경계 분석, 운율 조절, 음향

모델에 의한 음향 특징 생성, 합성음 생성 등 여러 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딥러닝 기반 TTS 시스템

은 텍스트에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Text2Mel 과

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음성신호를 합성하는 보코더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합성음을 생성하는 보코더

기술을다루는데, 기존에는 LPC[1], Formant[2], World[3],

Straight[4] 방식 등 소스-필터 모델이 사용되어 왔다. 이

방식은기본주파수(F0), 발화 속도등을이용하여운율을

조절할 수 있고, TTS 음성 합성에 필요한음성 DB가 적

어도 된다는 점을 갖고 있지만, 보코더 모델의 구조와

음향 특징(acoustic features)의 한계로 합성음의 품질

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소스-필터 모델은 여기신호(excitation)를 필터에 통

과시켜 음성을 생성한다. 여기신호로는 유성음 구간에

주기적인 펄스를, 무성음 구간에 랜덤 잡음을 사용한다.

필터는 성도(vocal tract)를 모델링하는데, 음성 생성 과

정을 소스와 필터로 모델링하는 구조의 한계로 합성음

의 품질은 부자연스럽고 기계음적인 특색을 갖는다[5].

성도 필터의 파라미터는 음향 모델에 의해 생성된

음향 특징을 이용한다. 소스-필터 모델의 구조가 완벽

하더라도 음향 특징이 불완전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합

성된 음성신호는 부자연스럽게 된다. 음향 특징으로 주

로 사용되는 켑스트럼을 음성신호에서 추출하기 위해,

음성신호에 이산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복소수 스펙

트럼을 얻는다. 그리고 이 스펙트럼에서 위상 성분은

무시하고 진폭 스펙트럼만을 이용하여 켑스트럼을 구

한다. 보코더가 켑스트럼에서 음성신호를 복원할 때 복

소수 스펙트럼을 생성하기 위해 음성신호가 최소 위상

(minimum phase)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소스-필터 모

델 구조의 한계뿐만 아니라, 최소 위상을 갖는다는 가

정으로 스펙트럼이 손실되는 단점을 갖게 된다[5].

최근에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s, DNN)

같은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시키는 보코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보코더는 소스-필터 모

델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스펙트로그램에서 합성신호

를 생성하는데,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면 켑스트럼 같

은 음향 특징에 포함되지 않은 위상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최첨단 보코더 기술인

WaveNet[6], WaveRNN[7], WaveGlow[8]를 소개하고,

텍스트에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Tacotron2[9]와

결합하여 한국어 TTS 시스템을 구성하고, 세 가지 보

코더 기술의 성능과 장단점을 비교한다.

Ⅱ. 보코더 기술

이 절에서는 Google Deepmind에서 제안한 WaveNet

과 이를 TTS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수정한 버

전인 Tacotron2와, 역시 Google Deepmind에서 제안한

WaveRNN과, 그리고 Nvidia에서 제안한 WaveGlow를

소개한다.

1. WaveNet

WaveNet은 통계적인 방식으로 DNN을 적용하여 음성

샘플을 생성하는 모델로서, 이전 샘플들보부터 현재 샘플

에 대한 확률분포를 예측하는 자동회귀(Auto-Regressive,

AR) 방식이다[6].

인과 컨볼루션(causal convolution)을 사용하여 미래

의 음성 샘플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 샘플에 기초하여

현재 샘플에 대한 확률분포를 예측하므로 샘플의 순서

를 위반하지 않는다. 학습할 때에는 모든 샘플이 주어

져 있으므로 확률분포의 예측을 병렬로 연산할 수 있지

만, 합성시에는 이전에 예측된 샘플들을 이용하여 순차

적으로 처리하므로 합성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된다.

인과 컨볼루션은 receptive field를 늘리기 위해 많은

계층이 필요하다. Receptive field는 현재 샘플을 추정하

기 위해 사용되는 이전 샘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

로, 유사 정상상태(quasi-stationary) 특성을 갖는 음성

데이터에서 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계산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receptive field를 늘리

기 위해 확장 컨볼루션(dilated convolution)을 제안하고

있다. 확장 컨볼루션을 여러 층으로 쌓은 적층 확장 컨

볼루션(stacked dilated convolutions)을 이용하여 적은

계층으로 receptive field를 크게 증가시킨다.

WaveNet에서는 합성음성 샘플을 생성하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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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확률로 소프트맥스 분포를 사용하는데, 16 비트는

경우의 수가 65,536개로 매우 많기 때문에 8 비트 

-law 양자화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음성 품질이 저하

되므로 Tacotron2에서는 16 비트 음성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10개의 로지스틱 분포의 혼합(mixture of logistic

distributions)을 사용한다[9].

시간 에서 음성 샘플을 라고 할 때, 이 방식은

이전 개의 음성 샘플들    과 멜-스펙트로

그램 으로 확률분포        를 추정

한다. 여기에서 은 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receptive filed 이고, 멜-스펙트로그램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local conditioning이라고 부른다. 합성음을 생성할

때, 합성 신호 는 추정된 확률분포에서 랜덤 샘플링

 ∼       을 통해 구한다[9].

2. WaveRNN

WaveRNN은 RNN(Recurrent Neural Network) 한

계층과 2개의 전연결 신경망(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s)이 연결된 이중 소프트맥스 계층으로 구성되

어 있고, WaveNet과 비교하여 학습된 모델 사이즈가

작으며 합성시간이 빠른 특징을 갖는다[7].

WaveRNN은 16 비트 샘플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각에 대한 출력의 확률분포를 예측하는데, 하나는 high

8 비트이고 다른 하나는 low 8 비트이다. 전자를

coarse 비트, 후자를 fine 비트라고 부른다. 각 부분은

대응하는 소프트맥스 계층의 입력으로 들어가 8개의

coarse 비트를 먼저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8개의

fine 비트를 추정한다. 이렇게 구성된 이중 소프트맥스

계층은 16 비트 샘플에 대해 개의 값을 갖는 하나의

출력 공간이 아닌, 개의 값을 갖는 두 개의 작은 출

력 공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모델 크기가 작고 계산

량이 적게 된다.

3. WaveGlow

WaveGlow는 확률분포로부터 음성을 샘플링 하는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이다[8]. WaveGlow는 하

나의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의 likelihood를

최대화 하도록 학습하는 하나의 망구조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구현하기가 간단하고 학습 과정이 단순하며

안정화 되어 있다. 그리고 병렬로 확률분포를 예측하고

병렬로 합성음을 생성하여 처리 속도를 높인다.

WaveGlow는 이분 변환(bipartite transformation)을

기초로 하는 flow 기반의 모델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Flow 기반 모델은 신경망이 가역(invertible)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WaveGlow는 가역 신경망으로 affine 결

합 계층을 사용한다. 이러한 bipartite flow 방식은

WaveNet과 같은 AR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내기 위해,

계층이 깊어지고 은닉 계층의 크기가 커져 모델 크기가

매우 크게 된다[10].

WaveNet은 각 음성 샘플을 이전 샘플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AR 모델이다. 이러한 순차적인

연산 특성은 GPU 등과 같은 하드웨어의 병렬 가속 연

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성음을 생성할

때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단말

기에 사용하기 어렵다. WaveRNN도 AR 모델이지만,

subscale 방식을 적용하여 긴 음성 시퀀스를 작은 시퀀

스의 묶음으로 나누어 한 번에 16개의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7]. 하지만 실시간 처리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WaveGlow는 AR 모델이 아니고 flow

기반의 음성 생성 모델이므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여

한 번에 여러 개의 샘플을 생성할 수 있어 실시간 처리

가 가능하다. 그러나 AR 모델에 비해 WaveGlow의 학

습 모델 크기는 GB 단위로 매우 크다.

Ⅲ. TTS 시스템 구성

1. Tacotron2

Tacotron2는 텍스트로부터 음향 특징을 예측하는 어

텐션(attention) 기반의 순환 시퀀스-시퀀스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9]. 음향 특징으로 사용하는 멜-스펙트

로그램은 저주파수 영역은 강조하고 고주파수 영역은

감쇠하는 인간 청각계를 모델링하며, 선형 스펙트로그

램 보다 적은 차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용이

하다.

Tacotron2는 인코더와, 어텐션을 갖는 디코더로 구

성되어 있다. 인코더는 입력 문자열을 은닉 특징 표현

(hidden feature representation)으로 변환한다. 입력 문

자는 512 차원의 문자 임베딩을 거쳐 3개의 컨볼루션

계층을 통과하는데, 이 계층은 입력 문자열의 장구간

문맥을 모델링한다. 마지막 컨볼루션 계층의 출력은 하

나의 양방향 장단기 기억 신경망(Bidirectional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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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Memory, BLSTM)으로 들어가 문자열을

인코딩하게 된다.

어텐션 망은 location-sensitive attention[11]을 적용

하여, 인코더에서 인코딩된 시퀀스를 입력으로 하여 고

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를 출력한다. 어텐션은 발화

음소의 순서와 음소의 길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디코더는 멜-스펙트로그램을 예측하는 자동회귀 순환

신경망으로, 피치 등의 운율과 발화 음성의 음가를 생

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전 시간에서 예측된 멜-스

펙트로그램이 2개의 전연결 신경망을 갖는 pre-net을

거치고, pre-net의 출력과 어텐션의 컨텍스트 벡터가

합쳐져 2개의 단방향 LSTM으로 들어간다. LSTM의

출력과 어텐션의 컨텍스트 벡터가 다시 합쳐져 목표 멜

-스펙트로그램을 예측하기 위해 선형 변환을 한다. 예

측된 멜-스펙트로그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멜-스

펙트로그램은 5개의 컨볼루션 계층과 residual 구조를

갖는 post-net을 거친다.

2. TTS 프레임워크 구성

TTS 프레임워크에서 보코더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

해, 입력 텍스트에서 음향 특징을 예측하는 Tacotron2

와 음향 특징에서 음성신호를 생성하는 보코더를 결합

한다. Tacotron2에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입력으로

텍스트 시퀀스를, 목표 음향 특징으로는 녹음된 음성

DB에서 추출한 멜-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한다. 보코더는

Tacotron2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멜-스펙트로그램을

음향 특징으로 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합성시에는,

Tacotron2에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임의의 입력

텍스트로부터 음향 특징인 멜-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

고, 보코더는 이를 입력으로 음성신호를 합성한다.

Ⅳ. 실험 방법 및 결과

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 음성 DB는 잡음이 없는 조용한 스튜디

오 환경에서 전문 여성 성우가 녹음한 13,000개의 발화

를 사용하고, 이 음성 DB는 샘플링 주파수 22,050 Hz,

선형 PCM 16 비트 포맷으로 저장되었다. 각 발화는 한

문장 또는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낭독

체와 대화체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녹음 분량은 약

18.5 시간이다.

13,000개 발화 중에서 12,950개를 학습용 데이터로,

50개를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한다. 테스트용 문장은 별

도로 100개 문장의 텍스트를 작성하여 음성인식 시스템

을 이용한 명료도 테스트에, 그리고 별도로 25개 문장

을 작성하여 주관적인 청취 평가에 사용하였다.

모델 학습과 합성음 생성을 위해 사용한 컴퓨터 환

경은 운영체제로 Ubuntu 16.04LTS이며 메모리는 64

GB, GPU는 Nvidia GTX 1080ti 11GB 한 개이다.

2. 음향 특징 추출 과정

학습을 위한 음성 DB는 어텐션이 올바르게 형성되

도록 발화 음성의 시작과 끝 부분의 묵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성신호는 프리엠퍼시스를 거친 뒤

(-1 ~ 1) 범위로 크기를 정규화 한다. 그리고 Hanning

윈도우 크기를 1,024로 하여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프

레임을 12.5 msec 마다 이동하여 1,024 크기의 단구간

푸리에 변환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성된 선형 진폭 스

펙트로그램으로부터 최소와 최대 주파수를 각각 125

Hz, 7600 Hz로 하여 80 차원의 멜-스펙트로그램을 구

하고, 이를 로그 값으로 변환한다.

최종적으로 멜-스펙트럼은 Tacotron2에서는 (-4 ~

4), WaveNet과 WaveRNN에서는 (0 ~ 1) 등으로 정한

범위로 정규화 되고, 반면에 WaveGlow에서는 정규화

하지 않는다. 멜-스펙트로그램의 정규화를 제외하고 음

성신호에서 멜-스펙트로그램을 추출하는 나머지 과정

은 네 가지 방식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멜-스펙트

로그램 정규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Tacotron2

에서 생성한 멜-스펙트로그램을 보코더에 사용하기 위

해서 정규화를 조절하기 위한 모듈을 추가한다.

3. 실험 결과

표 1을 보면, 실시간 합성이 가능한 WaveGlow를 기

준으로 WaveRNN은 5.5 배, WaveNet는 50.9 배의 합

성시간이 필요하다. 학습모델 크기를 보면 WaveGlow

는 1.4 GB, WaveRNN은 17 MB, WaveNet은 290 MB

이다. 이 결과로부터 WaveGlow는 합성시 실시간 처리

가 가능하나 모델 크기가 매우 커 단말기에 적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WaveRNN은 모델 크기가 매우 작으

나 실시간의 5,5 배이므로 여러 개의 GPU를 이용하여

병렬 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WaveNet은 Google

이 자체 제작한 TPU를 이용하여 서버단에서나 합성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509-514, May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13 -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Tacotron2의 학습 모델 크기는 340 MB이고,

합성시간은 WaveGlow 대비 6.7 배로 실시간 처리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표 1. 세 가지 보코더의 합성시간 및 학습모델 크기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ynthesis time and model sizes of

three vocoders

WaveNet WaveRNN WaveGlow

합성 시간 50.9 배 5.5 배 1

학습모델 크기 290 MB 17 MB 1.4 GB

합성음에 대한 명료도 평가를 위하여 음성인식 시스

템을 이용하여 100개 문장에 대한 음소인식률을 구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화자의 음성 DB를 이용하여

화자종속 음성인식 시스템을 훈련하여, 100개 문장에

대해 구한 음소인식 오류율이 표 2에 보인다.

WaveNet, WaveRNN, WaveGlow의 음소인식 오류율

은 각각 7.14 %, 5.61 %, 10.30 %이다. WaveRNN의 음

소인식 오류율이 가장 좋고 WaveGlow가 가장 나쁘다.

원음성에 대한 음소인식 오류율을 구해 보면, 음성인식

시스템의 성능이 완벽할 수 없어 5 ~ 10 % 사이이다.

이로부터 세 보코더로 합성한 음성에 대한 음소인식 오

류율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세 가지 보코더의 합성음에 대한 음소인식 오류율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honeme recognition error rates for

synthesized speech of three vocoders

WaveNet WaveRNN WaveGlow

음소인식 오류율

(오류 개수/총 개수)

7.14 %

(353/4,942)

5.61 %

(277/4,942)

10.30 %

(509/4,942)

합성음에 대한 주관적인 청취 평가를 위해 MOS

(mean opinion score) 평가를 실시하였다. MOS 평가는

20대부터 40대까지 25인이 25개 합성음에 대해 각각 2

번씩 청취하고, 각 합성음에 대해 1점에서 5점까지 점

수를 부여하는 절대 평가로 실시하였다. 표 3을 보면,

WaveNet, WaveRNN, WaveGlow의 MOS 평균값은 각

각 4.37, 4.36, 4.10 이다. WaveNet과 WaveRNN의

MOS는 비슷하고 WaveGlow가 가장 나쁜데, 음소인식

오류율에서도 WaveGlow가 가장 나쁜 결과를 보여 준

다. WaveGlow는 합성음의 스펙트로그램에서 일정한

주파수 간격마다 선 잡음(line noise)이 존재하는데[10],

이것이 MOS에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잡음) 구간의 스펙트럼에서 잡음 구

간의 스펙트럼을 빼는 스펙트럼 차감법을 적용하여 선

잡음을 일부 제거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세 가지 보코더의 합성음에 대한 MOS 성능 비교

Table 3. MOS performance comparison of synthesized

speech of three vocoders

WaveNet WaveRNN WaveGlow

MOS 4.37±0.26 4.36±0.33 4.10±0.46

MOS 청취 평가자를 대상으로 합성음에 대해 전체

적인 총평을 수집하였다. WaveNet과 WaveRNN에 대

해서는 ‘사람이 발성한 수준으로 자연스럽다’가 주를 이

루었다. WaveGlow에 대해서는 사람이 발성하는 것처

럼 느껴지나, ‘약간의 잡음이 있다’, ‘좀 울리는(reverb-

like) 발음이 있다’, ‘중간에 끊김이 조금씩 느껴진다’ 등

의 평가가 있어, 이것이 MOS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한국어 TTS 시스템 설계를

위해 보코더의 최첨단 기술인 WaveNet, WaveRNN,

WaveGlow를 소개하고 이를 구현하여 성능을 비교 검

증하였다. 텍스트에서 스펙트로그램의 생성은 최첨단

기술인 Tacotron2를 적용하고, 스펙트로그램에서 합성

음의 생성은 상기 세 가지 보코더 기술을 적용하였다.

WaveNet은 MOS가 가장 높으며 학습 모델 크기가

수백 MB이고 합성시간이 실시간의 50 배 정도이다.

WaveRNN은 WaveNet과 유사한 MOS 성능을 보여주

고 모델 크기가 수십 MB 단위이며 실시간 처리는 어

렵다. WaveGlow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나 모

델 크기가 수 GB이고 MOS가 세 방식 중에서 가장 떨

어진다. TTS 시스템을 적용하는 분야의 하드웨어 환경

에 맞춰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로봇,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CPU에서만 동작하거나 저사양의 GPU 상에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다. 최근에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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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연구비 지원(20180281)에 의해 연구되
었음

크기도 작고 MOS 성능이 적당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을 음성 합성

에 적용한 Parallel WaveGAN[12]과 MelGAN[13] 등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 방식들에 대한 구현과 성능 검증

에 대해 추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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