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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기반 여기신호 추출을 통한 HMM기반 

음성합성기의 음질 개선 방법

Spectrum Based Excitation Extraction for HMM Based Speech 
Synthesis System

이 봉 진*, 김 성 우*, 백 순 호*, 김 종 진**, 강 홍 구*

(Bong-Jin Lee*, Seong-Woo Kim*, Soon-ho Baek*, Jong-Jin Kim**, Hong-Goo Kang*)

*연세대학교 디지털 신호처리 연구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성처리연구팀 

(접수일자: 2009년 10월 15일; 채택일자: 2009년 12월 2일)

본 논문에서는 기반 음성합성시스템에서 합성음의 음질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스펙트럼 정보에 기반한 여기신호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스펙트럼 정보와 여기신호를 함께 통계적 모델로 만든 후에 합성 과정에서 스펙트럼 정보를 

기반으로 여기신호를 추출해 냄으로써 스펙트럼 파라메터에 가장 적합한 여기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으로 

합성음의 음질을 MUSHRA 테스트 및 WB-PE跄점수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조건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STRAIGHT 
방법을 이용한 합성음보다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용어: 음성합성, 가우시안 혼합 모델, 여기신호

투고분야: 음성처리분야 (2.4)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method to enhance the quality of synthesized speech in HMM based speech synthesis 

system. The proposed method trains spectral parameters and excitation signals using Gaussian mixture model, and 

estimates appropriate excitation signals from spectral parameters during the synthesis stage. Both WB-PESQ and 

MUSHRA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better speech quality than conventional HMM based speech 
synthesis system.

Keywords： Speech Synthesis, Gaussian Mixture Model, Excitation Signal
ASK subject classification： Speech Signal Processing (2.4)

L 서론

음성합성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텍스트 

로부터 사람의 음성을 합성하는 것으로 자동응답시스템 

(Automated response system, ARS), 네비게이션 등에 

서의 안내음이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위한 음성안내시 

스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합성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되 

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음성합성시스템 

은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한 음성합성시스템이다 [1], 이 

시스템은 합성에 사용할 음성들을 음소 단위로 나눈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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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텍스트에 맞게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것으로 명료한 

합성음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시스템 구성시 큰 메모리 

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임베디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다.

언어자료 기반 음성합성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 Yosimura 등은 Hidden Markov model (HMM)을 

이용한 음성합성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 이 시스템은 

언어자료 기반 합성시스템과는 달리 음성의 스펙트럼 파 

라메터를 추출하여 사용하므로 필요한 메모리 용량을 크 

게 줄일 수 있다. 추출된 스펙트럼 파라메터는 음소별로 

HMM으로 모델링 이 되고, 합성 과정에서는 음소별 HMM 

을 연결시킨 후에 HMM으로부터 스펙트럼 파라메터를 

재추정하게 된다. 추정된 파라메터는 음성 합성에 사용 

되는 Mel—log spectral approximation (MLSA) 필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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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되고 필터의 입력은 미리 저장된 음성의 기본 주파 

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여기신호 (excitation)를 사용하는 

데, 이 때의 출력이 최종적인 합성음이 된다.

HM皿기반 음성합성기를 사용하면 언어자료 기반 합성 

기에 비해 적은 용량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합성 음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점 

이 있다. 합성 음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K. Tokuda 등은 

Mel-generalized cepstrum (MGC)을 이용하였고, H. 

Zen 등은 STRAIGHT 보코더를 적용하여 합성 음질을 향 

상시켰다 [3], 이 외에도 Hidden semi-markov model 

(HSMM) ⑷과 Global variance [5]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합성음의 음질 향상을 위해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HMW기반 

합성음의 음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확한 여기신 

호 생성을 위하여 스펙트럼 파라메터에 기반한 여기신호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보통 여기신호는 화자의 기 

본주파수와 유무성음 여부를 확인하여 생성하는데, 제안 

된 방법에서는 훈련과정에서 스펙트럼 파라메터와 여기 

신호를 함께 가우시안 혼합 모델 (Gaussian mixture 

model, GMM)로 모델링 하고 합성과정에서는 스펙트럼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여기신호를 재생성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음성을 합성한 결과, 기존에 널리 쓰이는 

STRAIG由보다 적은 파라메터로 좋은 합성 음질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의 장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 

서는 H1血기반 음성합성기와 여기에 사용되는 MGC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펙트 

럼 파라메터에 기반한 여기신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존의 방법과 음질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HMM기반 음성합성시스템

2.1. 시스템 구조

HMM 기반 음성 합성 시스템은 크게 훈련 부분과 합성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훈련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 

는 음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음성 신호와 그에 해당하는 

음소 정보를 가져와서 기본 주파수와 스펙트럼 파라메터 

를 추출하게 된다. 스펙트럼 파라메터는 일반적으로 캡 

스트럼을 사용하는데, K. Tokuda 등이 제안한Mel- 

generalized cepstral analysis 방법에 기반한 캡스트럼 

분석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다 [6], 이렇게 추출된 캡스트 

럼은 각 음소 별로 훈련 과정을 통해 HMM모델을 생성하 

고, 각 모델은 음성 합성 과정에 이용된다.

합성 과정에서는 먼저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음소 정보 

를 찾아내고 각 음소별 HMM모델을 연결하여 합성 문장 

을 위한 전체 HMM을 생성한다. 이 모델로부터 캡스트럼 

을 다시 추정하고, 추정된 캡스트럼은 MLSA필터의 필터 

계수로 변환된다. 유성음/무성음 여부에 따라 적절한 여 

기신호를 MLSA필터의 입력으로 넣으면 최종 합성음을 

얻을 수 있다.

2.2. Mel-Generalized Cepstrum (MGC)
주어진 음성신호 의 캡스트럼 c(m)은 스펙트럼

의 로그 (logarithm)를 취한 값의 퓨리 에 역 변환으로 정 

의된다. 반면 멜-일반화 (mel-generalized) 캡스트럼은 

워핑된 주파수 크기 (相 ) 에 의해 연산된 일반화된 로 

그 스펙트럼 의 퓨리 에 역 변환 (Inverse Fourier trans - 

form)으로 정의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CQ
“ (心"5

W--CO I」丿

이때 x(此 ) 는 c (n) 이 퓨리에 변환된 신호이고 %(•) 

은 일반화된 로그함수 [기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㈣T log., / = 0 (2)

그리고 워핑된 주파수 크기 /%(粉)는 전역통과 

(all-pass) 시스템의 위상응답으로 정의된다.

也(z) =
z~1 -a
1 - az~'

=广丿花3), \a\<l.
⑶

/?„(») = tan-1
(l-a2)sinft>

(l + a2)cos®-2cu ⑷

위상 응답 /九 ⑶) 는 a 의 근사화된 선택을 가지고 가 

청 주파수 크기를 근사화하는데 유용하다 [8,9], 음성 스 

펙트럼 X(e■池 ) 는 M+1 개의 멜 일반화 캡스트럼 계수로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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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文电Q)震⑵]

]1+危电伽霓(2', 0<|끼W1 ⑸

_ J \ m=O 丿
M

expZ：Ca,M)W：(z), / = 0

、 w=0

위 식에서 (a,y)=(O,-l)에 대하여 모델 스펙트럼은 

all-pole 형태로 표현된다. 또한 (a, 丁)=(0,0)에 대해서 

는 모델 스펙트럼은 캡스트럼에 의해 표현된 고유의 스펙 

트럼을 가진다. 모델 스펙트럼의 형태와 (a, 7)값과의 

관계는 표 1 에 정리되어있다.

2.3. Mel-log Spectral Approximation Filter 
(MLSA filter)

음성합성을 위해서는 MGC 파라메터로부터 스펙트럼 

정보를 다시 주줄해 내야 한다. MGC 파라메터에서 스펙 

트럼 정보를 추출해내는 합성 필터는 실제로 구현할 수 

없지만 MLSA필터를 사용하면 비교적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근사화시킬 수 있다. 근사화 필터는 최소 위상 

(minimum-phase) IIR 시스템이 된다. 식 ⑸의 합성필 

터를 〃(z)라고 할 때, 〃⑵의 지수 함수 exp 0 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 함수 (rational function)를 이용하여 근사화 

한다.

exp® rRl((d)

-_____M________
一 L

1 + £/饥(2)' ⑹

/=1

그러므로 합성필터 力(Z)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시킬 

수 있다.

& (尸⑵)□ exp(F(z)) = D(z) ⑺

표 1. a와 7값에 따른 스펙트럼의 형태 

Table 1. Type of spectral parameters.

Q = 0 세 < 1

7 = -1 All-pole Warped all-pole

了 드。 Cepstrum M 이-cepst「니ti

7 = 1 All-zero Warped all-zero

Generalized cepstrum Mel-generalized cepstrum

이 때 F(z)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
Ez) = £ 顷所)Q”(z) 

m=\

위와 같이 정의한 尸(Z)를 이용하여 Q(z)를 디자인하 

고 캡스트럼을 필터의 계수로, 여기신호를필터의 입력으 

로 사용해 음성을 합성할 수 있다.

III. 스펙트럼 파리메터를 이용한 여가신호 

모델링

3丄시스템 구성

음성합성에서 합성음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펙 

트럼 파라메터와 여기신호가 있다. 이 중 실제로 합성된 

음성의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음성의 여기신호이 

다. 따라서 이 신호를 좀 더 실제 음성에 가깝게 모델링 

할 수 있으면 합성 음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정교한 여기신호 모델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GMM을 이용하여 스펙트럼 파라메터와 여기신호를 모델 

링하고, 합성 단계에서 스펙트럼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여기신호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기존의 시 

스템에서는 캡스트럼만 HMM으로 모델링하는데, 제안된 

방법은 여기에 캡스트럼과 여기신호를 붙여서 GMM을 추 

가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GMM으로 모델링되는 캡스 

트럼과 여기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 /(〃)『 ⑼

이 때, 孔은 프레임의 인덱스가 되고 c[(n)과 «/(??•) 

은 각각 “번째 프레임의 스펙트럼 파라메터와 그에 해당 

하는 여기신호가 되며, <《(") = [*(〃) ...

er(«)=k(«) ... 次〃)]와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스펙트럼 파라메터의 차수가 되고 Z은 여기신호의 길이 

가 된다. 이 때 사용되는 여기신호는 선형예측방법 

(Linear Prediction)을 통하여 계산되는데, 음성에서 선 

형 예측을 통해서 나온 잔여 신호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추출할 때에 모음은 미리 계산된 음성의 피치 값에 따라 

한 피치 길이만큼을 가져오게 되며, 정확한 모델링을 위 

해 여기신호의 피크 (peak)값을 맞춘 후에 모두 같은 길이 

(Z)가 되도록 길이를 조절했다. 그리고 자음은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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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지정된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한다. 이렇게 준 

비된 여기신호는 스펙트럼 파라메터와 함께 GMM으로 모 

델링한다. GMM은 다음 식 (10)과 같이 구성된다.

M
p(xm = E(x”) 価

i=l 12丿

件，，)=(2泰 * 이一担 侦,)胃'(X，, 顼,)} (11)

여기서 Pt, 京는 각각 GM皿에서 i번째 Gaussian 

의 가중礼 평균, 공분산을 의미한다. 이 모델 훈련을 위 

해서는 기대치 최대화 (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EM 알고리즘에서는 후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GMM의 가 

중礼 평균, 공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의 

파라메터를 찾는다.

사후확률 : 前〔&,人)=相이스丄

时(X”)(⑵

1 N
가중치 : 瓦=奇£。(기X/)

N工=1 3丿

N

평균 : "气----------
£。("％,人) (14)

n-1

N
XZ；,.P(/|X„,2)

공분산 : 孔=观%-----------

시 X.,/l) (15)
«-1

훈련 과정에서 얻은 모델은 합성과정에서 사용하는데, 

이 때에는 다음 식과 같은 추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10],

F(c” (")) = E[e(") I 匕(")]=£ 4 (c“ ("))[〃," + 津信尸(七(〃)-卩：)] 

1=1

(16)

이 때, 肅%S))은 %S) 만의 사후확률 (posterior

probability)로 식 (1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exp{- ： (c“ (")-卩：)「£广农(")-卩：)} 

，面“))=”S)卩__"2 ——t

(2泸莅]苗쩌니七(”)-疗 £，'辰("1새

(17)

그리고 위의 식에서 사용되는 평균값과 공분산 행렬은 

다음 식 (18)과 같이 정의된다.

y 4矿 „直1「
■"hr sr) (18)

합성 과정에서 각각의 스펙트럼 파라메터가 나올 때 

마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여기신호를 찾는다. 

결국, 매 프레 임의 스펙트럼 파라메터를 필터의 계 

수로 놓고 제안된 방법으로 찾아낸 여기신호를 입력으로 

이용하면 최종 합성음을 얻을 수 있다.

3.2. 실험 과정 및 결과

위와 같이 제안된 여기신호 생성 방법을 이용한 음성합 

성 방법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서 스펙트럼 모델링은 26차 멜-일반화 캡스트럼을 사용 

하였고 여기신호는 각 16 ms 길이의 프레임 별로 해당 

캡스트럼과 함께 모델링 이 되 었다. 캡스트럼과 여기신호 

는 1 ms 마다 추출되었다. 여기신호는 16차 선형예측상수 

(Linear prediction coefficient, LPC)를 계산한 후에 여 

기서 나오는 잔여신호 (residual)에서 미리 계산된 피치 

값을 이용하여 유성음의 경우는 한 주기만큼의 신호를 

가져오고, 무성음의 경우는 중간에서 임의의 부분을 가 

져왔다. 이렇게 구해진 신호를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만 

들기 위해서는 길이를 같게 맞춰 주어야 하는데, 이 때 

길이는 모두 26 샘플로 설정하였다. 유성음은 피크값을 

중심으로 하여 26샘플을 추출하였고 무성음은 임의의 부 

분에서 26샘플을 가져왔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우시 

안 혼합 모델에 사용될 데이터는 각 프레임 별로 캡스트 

럼 26차와 잔여신호로부터 추출된 신호 26차로 총 52차 

의 신호가 된다.

이 렇게 구성 되는 신호를 각 화자 별로 주줄을 하게 되 

는데, 이 실험에서는 皿MIT데이터베이스에서 남자 여자 

각각 2명씩 선별하여 특성을 추출하였다 [11]. 각 화자 

별로 10개의 문장이 존재하는데, 10개의 문장에서 모두 

추출한 후에 화자 별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생성하였 

다. 이 때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숫자는 1, 4, 8, 16으로 

바꿔 가면서 모델을 생성했다. 모델을 생성한 후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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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여 기신호는 식 (16)를 사용하여 캡스트럼으로부 

터 추정하였다. 추정한 여기신호는 매 피치마다 발생하 

게 되는데, 이 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여기신호는 앞 

뒤 프레 임 의 여 기 신호로부터 선형 보간법 (linear inter - 

polation)을 이용하여 생성했다.

여기신호를 생성한 후에는 MLSA필터를 통과시켜 최 

종적 인 합성음을 만들어 냈다. ML譌 필터링을 할 때에는 

8 ms및 1 ms간격으로 캡스트럼을 읽어서 합성하였다. 이 

때, 합성음의 음질 평가는 WB-PESQ를 이용하였다 [12], 

또한 WB-PESQ 점수 만으로는 절대적인 음질을 알기 어 

렵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STRAIGHT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신호도 함께 평가하였다. STRAIGF丑를 

이용해 합성된 음성을 만들 때에 제안된 시스템의 환경과 

완벽히 같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STRAIGHT분석에서 

나온 음성의 피치, 스펙트럼 파라메터, 비주기성 

(aperiodicity) 중에서 스펙트럼 파라메터를 40차 캡스트 

럼 분석을 통해 데이터 양을 줄였다 (실험에서 ST_ 

SPEC). 그리고 STRAIGHT분석 과정 중에 캡스트럼 분석 

을 하지 않은 합성음도 비교를 위해 실험을 하였다. 이 

때에 STRAIGHT에서는 스펙트럼 513차와 비주기성 513 

차의 데이터를 손실없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시 

스템에서의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험에서 ST_ORIG). 이외의 음성 분석 길이 등은 

모두 제안된 방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표 2부터 5까지는 각각 화자 별로 제안된 시스템의 

WB-PESQ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방법에서 각각 

의 숫자는 여기신호 모델링에 사용된 가우시안 혼합 모델 

의 수를 의미한다. 그 중 '0'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추출된 여기신호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이다. 그리고 결과에서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곳이 있는 

더L 이것은 각 문장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시스템을 선 

택한 것이다. 이 때, ST_ORIG는비교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며, ST_ORIG가 최고일 경우에는 별도로 굵게 표시 

를 하였다.

표 2. 여성 1°| WB-PESQ 점수 (8ms)
Table 2. WB-PESQ score of fem키e 1 (8ms). 

표 4. 남성 1 의 WB-PESQ 점수 (8ms)
Table 4. WB-PESQ score of male 1 (8ms).

문장
저 안된 방법 STRAIGHT

0 1 4 8 16 ST_SPEC SL.ORIG

1 2.091 2.405 2.340 2.362 2.310 2.323 2.685

2 2.277 2.478 2.448 2.535 2.428 2.521 2.949

3 2.001 2.051 2.000 2.012 2.005 2.019 2.414

4 2.362 2.221 2.525 2.521 2.486 2.538 2.891

5 2.347 2.502 2.461 2.432 2.461 2.531 2.753

6 2.022 2.237 2.133 2.152 2.140 2.139 2.312

7 2.330 2.703 2.729 2.652 2.577 2.326 2.599

8 2.353 2.492 2.464 2.368 2.402 2.217 2.303

9 1.874 2.122 2.135 2.129 2.169 1.955 2.152

10 2.286 2.525 2.483 2.422 2.46 2.064 2.380

문장
저 인된 방법 STRAIGHT

0 1 4 8 16 ST_SPEC ST_ORIG

1 1.992 2.523 2.300 2.265 2.153 1.738 2.373

2 2.006 2.438 2.288 2.217 1.632 1.810 2.520

3 2.208 2.556 2.376 2.318 2.163 1.거 4 2.442

4 2.216 2.522 2.465 2.493 2.223 1.879 2.547

5 2.346 2.737 2.451 2.597 2.119 1.902 2.366

6 1.914 2.253 2.126 2.057 1.854 1.985 2.445

7 2.043 2.648 2.299 2.444 2.207 2.015 2.394

8 2.069 2.512 2.379 2.396 2.096 2.108 2.850

9 2.488 2.693 2.423 2.563 2.161 1.643 2.315

10 1.677 1.798 1.584 1.675 1.570 1.979 2.217

표 3. 여성 2의 WB-PESQ 점수 (8ms)
Table 3. WB-PESQ score of f응m기e 2 (8ms). 

표 5. 남성 2의 WB-PESQ 점수 (8ms)
T간)le 5. WB-PESQ score of male 2 (8ms).

문장
제인된 방법 STRAIGHT

0 1 4 8 16 ST_SPEC ST_ORIG

1 2.445 2.518 2.526 2.676 2.683 2.522 2.903

2 2.356 2.636 2.603 2.612 2.573 2.572 2.860

3 2.284 2.376 2.346 2.381 2.370 2.496 2.751

4 2.281 2.275 2.280 2.023 2.051 2.438 2.704

5 2.558 2.610 2.625 2.628 2.644 2.643 2.876

6 2.070 2.225 2.219 2.231 2.2 어 2.377 2.801

7 2.387 2.407 2.416 2.404 2.409 2.302 2.542

8 2.327 2.499 2.343 2.471 2.382 2.412 2.653

9 2.680 2.679 2.677 2.667 2.683 2.745 2.987

10 2.332 2.405 2.373 2.373 2.385 2.371 2.730

문장
제안된 빙법 STRAIGHT

0 1 4 8 16 ST_SPEC ST_ORIG

1 2.183 2.529 2.511 2.383 2.156 1.760 2.605

2 2.220 2.912 2.648 2.695 2.808 1.664 2.662

3 1.744 1.946 1.911 1.871 1.917 1.647 2.258

4 2.177 2.619 2.610 2.611 2.397 2.105 2.615

5 1.894 2.288 2.312 2.222 2.321 1.844 2.457

6 2.184 2.622 2.549 2.512 2.487 2.128 2.721

7 2.381 2.468 2.461 2.192 2.396 2.269 2.633

8 2.076 2.359 2.285 2.314 2.269 2.054 2.610

9 1.932 2.599 2.434 2.285 2.304 1.823 2.684

10 1.510 2.484 2.347 1.879 2.291 1.561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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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STORIG를 제외한 경우 대부분의 문장에 

서 제안된 시스템의 WB-PESQ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남성의 경우에는 온전한 데이터 

를 다 사용한 ST_ORIG에 버금가는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시스템이 기존의 

STRAIGHT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먼 

저 추출된 여기신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 보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점수가 더 좋다는 것이다 이 

것은 여기신호의 모델링과 관련이 있다. 제안된 시스템 

에서 여기신호를 합성할 때에 무성음의 경우에는 백색잡 

음을 발생시키고 유성음의 경우에만 제안된 방법으로 여 

기신호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여기신호를 모델링 할 때 

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함께 모델링하였다. 따라서 여 

기신호 모델에는 무성음, 즉 백색잡음의 형태도 모델링 

이 되어 있다. 만약 유성음에서 무성음, 혹은 그 반대로 

변화하는 구간이라면 이 때 발생되는 여기신호는 백색잡 

음의 영향이 들어간 여기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변화하는 구간에서 의 음질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 

예로, 대부분의 경우 가우시안의 숫자가 낮을 때에 점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가우시안의 

수가 증가하여 여기신호가 정확하게 모델링 될수록 시스 

템 '0'에서얻을 수 있는 여기신호와 비슷해지고 반대의 

경우는 유성음에서의 여기신호와무성음에서의 백색잡 

음이 혼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M1£A 필터링 간격을 줄여서 테스트 해 보았 

다. STRAIGHT분석 시에 기본적으로 1 ms간격으로 파라 

메터를 추출하게 되는데, 제안된 시스템도 여기에 맞춰 

서 필터링 간격을 1 ms로 하였다. 이 때, 필터링 간격이 

줄어들면 음성의 피치 주기보다 더 빨리 스펙트럼 파라메 

터가 갱신되기 때문에 선형보간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 프레임에서 정확한 여기신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신에 피치 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스펙트럼 파라

표 6. 여성 1의 WB-PESQ 점수 (1ms)
Table 6, WB-PESQ score of female 1 (1ms). 

표 8. 남성 1 의 WB-PESQ 점수 (1ms)
Table 8. WB-PESQ score 아 m기e 1 (1ms).

문장
저 안된 방법 STRAIGHT

0 1 4 8 16 ST.SPEC ST.ORIG

1 1.984 2.706 2.697 2.581 2.622 2.475 2.976

2 2.54 2.778 2.758 2.753 2.748 2.712 3.032

3 2.012 2.372 2.305 2.312 2.241 2.16 2.465

4 2.032 2.551 2.546 2.486 2.547 2.688 3.041

5 2.061 2.653 2.567 2.571 2.583 2.725 3.083

6 2.073 2.555 25 이 2.385 2.415 2.54 2.633

7 1.658 2.784 2.816 2.671 2.763 2.886 3.53

8 2.09 2.47 2.451 2.392 2.414 2.205 2.611

9 1.898 2.58 2.49 2.45 2.45 2.354 2.559

10 2.083 2.542 2.515 2.473 2.499 2.376 2.724

문장
제안된 방법 STRAIGHT

0 1 4 8 16 ST.SPEC ST_ORIG

1 1.948 2.664 2.528 2.514 2.476 1.707 2.592

2 2.02 2.587 2.489 2.511 2.428 1.949 2.627

3 2.127 2.653 2.607 2.591 2.609 1.756 2.515

4 2.247 2.689 2.592 2.614 2.577 1.983 2.703

5 1.964 2.865 2.79 2.719 2.748 2.237 2.94

6 2.215 2.764 2.643 2.67 2.592 2.111 2.671

7 1.944 2.73 2.609 2.668 2.677 2.194 2.57

8 2.252 2.927 2.817 2.709 2.667 2.094 3.085

9 2.472 2.662 2.567 2.583 2.581 1.811 2.8

10 2.265 2.557 2.547 2.487 2.545 1.831 2.44

표 7. 여성 2의 WB-PESQ 점수 (1ms)
Table 7. WB-PESQ score of female 2 (1ms). 

표 9. 남성 2의 WB-PESQ 점수 (1ms)
Table 9. WB-PESQ score of m기e 2 (1ms).

문장
저 안된 방법 STRAIGHT

0 1 4 8 16 ST_SPEC SLORIG

1 2.382 2.859 2.849 2.82 2.782 2.614 3.187

2 1.975 2.933 2.89 2.869 2.759 2.727 3.024

3 2.109 2.657 2.643 2.606 2.58 2.707 3.005

4 2.132 2.587 2.551 2.596 2.412 2.611 2.964

5 2228 2.731 2.694 2.687 2.583 2.74 3.065

6 2.045 2.518 2.747 2.729 2.623 2.763 3.001

7 2.552 2.957 2.952 2904 2.942 2.638 2.818

8 2.328 2.622 2.584 2.613 2.552 2.646 2.952

9 2.609 2.858 2.812 2.774 2.817 2.871 2.981

10 2.365 2.732 2.726 2.66 2.695 2.609 2.987

문장
제안된 빙법 STRAIGHT

0 1 4 8 16 ST.SPEC ST.ORIG

1 1.772 2.551 2.429 2.266 2.408 1.794 2.88

2 1.17 2.221 2.68 2.636 2.579 1.357 2.702

3 2.156 2.444 2.438 2.463 2.433 1.869 2.685

4 2.638 2.823 2.671 2.662 2.655 2.197 2.789

5 1.963 2.523 2.393 2.332 2.369 2.086 2.68

6 1.802 27이 2.69 2.599 2.572 2.251 2.897

7 2.168 2.735 2.677 2.576 2.594 2.247 2.85

8 2.111 2.561 2.567 2.55 2.447 1.824 2.877

9 2.222 2.563 2.506 2.306 2.433 1.895 2.69

10 1.665 2.61 2.624 2.613 2.27 2.175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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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터는 사용하지 않고 피치 주기에 해당되는 프레임의 

스펙트럼 파라메터와 그에 해당하는 여기신호를 추정하 

여 사용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는 표 6부터 9에 각각 나타 

나 있다.

위의 실험 결과들을 보면 8 HK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ST_ORIG보다는 점수 

가 낮았지만 ST_SPEC과는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st_spec보다 확연히 높은 점수를 얻었 

고 몇몇 문장에 대해서는 srjtMG와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일 때의 성능이 8 ms일 때 보다 전체 

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제안된 시스템의 음질이 기존의 STRAIGHT와 유 

사한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WB—PESQ를 이용한 점수 측정을 통해 성 

능을 비교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한 음질 평가는 실 

제 사람들이 들었을 때의 선호도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실험에 추가적으로 실제 사람들에게 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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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여성 화자의 MUSHRA테스트 결과

디。1. Block diagram of proposed method. 

들려주는 테스트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MUSHRA테스 

트를 사용하였는데 [13], 이 때 각 화자 별로 평균적인 

점수가 높게 나온 2개의 문장을 뽑아서 테스트를 하였다 

실험에는 STRAIGHT의 S1LSPEC과 STQRIG를 사용하 

였고, 제안된 시스템은 가우시안 분포 한 개를 사용한 경 

우를 사용하였다. 실험에는 총 20명이 참가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 그림 1, 2과 같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MUSHRA점수를 나타낸다. 100점에 가까울수 

록 원음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모든 경우 스펙 

트럼 파라메터 분석 없이 바로 합성을 한 ST_ORIG 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제안된 시 

스템은 여성의 경우에는 SILORIG보다는 싱대적으로 떨 

어지는 음질을 나타내었지만 ST_SPEC과는 비슷한 성능 

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는 달리 제안된 시스 

템의 합성음의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위 

에서 관찰한 WB-MQ의 경향과 비슷한 것으로,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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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성 화자의 MUSHRA테스트 결과

Fig. 2. MUSHRA test result of female speech.

시스템의 성능이 비슷한 조건에서 STRAIGHT보다 뛰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MM 기반 음성합성 시스템에서 기존 

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스펙트럼 파라메터에 기반한 

여기신호 추출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여기신호를 모델링한다. 

이 방법에서는 스펙트럼 파라메터와 그에 해당하는 여기 

신호를 함께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만들게 된다. 이후 음 

성 합성 과정에서는 스펙트럼 파라메터로부터 여기신호 

를 추출하여 피치 간격별로 사용하게 되는데, 스펙트럼 

파라메터가 피치 간격보다 긴 시간마다 갱신이 될 때에는 

각 피치 간격 사이의 여기신호를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만약 피치 주기 보다 빠른 간격으로 스펙트 

럼 파라메터가 갱신될 때에는 피치 주기에 해당하는 여기 

신호만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이러한 여기신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음을 만든 후에 WB-PESQ점수를 

통하여 기존의 STRAIGHT방법과 음질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비슷한 정보량의 STRAIGI坦분석을 이 

용한 캡스트럼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음질을 얻을 수 

있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보의 손실이 없이 STOAIGHT 

분석을 한 경우에 버금가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주관적 평가를 위해 MUSHRA테스트를 숙련된 사람들 

을 통해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평균적으로 볼 때에 

WB-PESQ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안된 여기신호 모델링 방법 

을 이용하여 좀 더 향상된 합성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기신호의 모델 

을 만들 때에 최적의 가우시안 혼합 모델 수는 몇 개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과제의 실험에서는 하나의 가우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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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했을 때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가우 

시안 하나로 모델링하기에 적절한 길이의 데이터를 사용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혼합 모 

델을 만들 때에 가우시안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욱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 합성 모델을 훈련할 데 

이터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늘어난 수의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해야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좀 더 효과적인 여기신호 추출 방법이다. 

본 과제에서는 선형예측상수를 구하는 과정을 이용하여 

잔여신호를 추출하고, 그것으로부터 여기신호를찾아내 

었다. 이 때에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여기신호를 찾 

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스펙트럼 모델링에는 멜-일반화 캡스트럼 

이 사용되는데 이 때 손실되는 음성의 정보를 최대한 보 

상해 줄 수 있는 여기신호 주줄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보다 나은 합성 음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 헌

1. S. Lemmetty, Review of Speech Synthesis Technology, M. S. 

thesis, Helsinki Univ. Technol., Helsi재〔i, Finland, 1999.
2 T. Yoshimura, K. Tokuda, T. Masuko, T. Kobayashi, T. 

Kitamura, Simultaneous modeling of spectrum, pitch and 

duration in HMM-bas知 speech synthesis," in Proc, of 

Eurospeech, pp. 2350-2374, 1的9.
3. H. Z연n, T, Toda,11 An Overview ot Nitech HMM-based Speech 

Synthesis System for blizzard Ch셰eng으 2005,” in Proc. 

INTERSPEECH 2005, pp, 93-96, 2005,

4. H. Zen, K. Tokuda, T. Masuko, T. Kobayashi, T. Kitamura, 
''Hidden semi™Markov model based speech synthesis," in 

Proc, of !CSLPt pp. 1185-1180, 2004.
5. T. Toda, K. Tokuda, “S”ech parameter gen은！*ation algorithm 

considering global variance for HMM-based speech syn
thesis/ in Proc, of Interspeech, pp. 양이'-2804, 2005.

6. K. Tokuda, T. Kobayashi, T. Masuko, S. Imai, "MEL- 

GENERALIZED CEPSTRAL ANALYSIS - A UNIFED APPROACH 
TO SPEECH SPECTRAL ESTIMATION," in Proc, of ICASSP, pp. 

1043너046, 1994.
7. T. Kobayashi, T, S. Imai, “Spectral analysis using generalized 

cepstrum," IEEE Trans. Acoust, Speech, Signal Processing, 

vol. ASSP-32, pp. 1087-1089, 1984.
8. S. Imai, ^Cepstral analysis synthesi오 on the m이 frequency 

scale Acoustics," in Proc, of ICASSP '83„ pp. 93-96, 1983.

9. H. W, Strube, 11 Li near prediction on a waigd frequency 
scale," J. Acoust. Soc. America, vol. 68, no. 4, pp.

10 기너 076, 1980.
10. K. Park, H. S. Kim, "Narrowband to wideband conversion of 

speech using GMM based transforrT^tion/ in Proc, of 

ICASSP, pp. 1843-1846, 2000.
11. J. S. Garo论Io, L. F. Lamel, W. M. Fisher, J. G. Fiscus, D. S. 

Pallett, N. L, D가ilgr슨n, uThe DARPA TIMIT Acoustic-Phonetic 

Continuous Speech Corpus CDROM/ Linguistic Data 

Consortium, 1993.
12. ITU-T Q.9/12, Proposed modification to draft P.862 to allow 

PESQ to be used for quality assessment of wideband 

speech, 2004,

13. ITU-R Recommendation BS. 1534-1, Method for the Sub
jective Assessment of Intermediate Sound Quality (MUSHRA), 

Interm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Gen은va, Switzer

land, 2001.

저자 약력

,어 봉 진 （Bong-Jin Lee）
2094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2006년: 연세대학죠 전기전자공학과 （석사

20（垢년2현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사과정 

癡 주관심 뿐야: 화쟈인시 聃턴인시 욤성신호처리

•김 성 우 （Seong-Woo Kim）
2008년: 연세대학団 전기전차공학과 （학사）

2008년~현재 연셰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淤 주관심 분야: 오디오신호처리

•백 순 호 （Soon-ho 跪ek）
2008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2008년~현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浓 주관심 문야: 음성신호처리

•김 종 진 （JggTin Kim）
1아않5년: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199了년: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0년: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박사수료）

2갾향。년~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주관심 분야 음성합서 음성인시 윰성신호처리 자연언어처리

•강 홍 구 （Hgg-Gs Kang）
1989년: 연체대흐교 전기전자공학과 （학사

195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식사

1995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바사）

19야6년~2002년: AT&T■연祕 Senior Technical Staff Member
2002년~2（K）5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조교수

2005년~현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긍학과 부교수

潑 주관심 程야 음성신호처리, 적응신호처리 및 싧시간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