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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9

만7천438명이 성대결절(질병코드 J38.2)로 병원을 

찾았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

다. 이 가운데 여성이 6만5천705명으로 남성(3만1천

733명)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나이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성대결절은 목소리를 지속적으

로 많이 내거나 무리하게 발성하는 경우 생긴다"며 

"특히 20~30대 초반의 여성과 가수, 교사 등의 직업

을 가진 환자가 많고, 소리를 많이 지르는 6∼7세 남

자 아이들에게서도 흔하다"고 언급한다[1].

음색을 통해 성별은 물론, 사람의 연령과 성격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외모와 전혀 어울리지 않

게 음색을 입히면 어색하거나 듣기 불편함을 느낀다.

성대결절, 성대폴립 등 성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본래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 

탁해지고 거칠어, 환자 본인이 느끼는 통증이나 발성

의 어려움과 함께 들려지는 목소리에 대한 스트레스

가 매우 크다고 한다. 알던 사람들과의 통화에서도 

본인확인을 여러 차례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 만나

는 사람에게는 나쁜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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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이 쓰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장기간 성대에 문제

를 겪는 사람은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기까지 하며 

대인 기피 현상도 발생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특

히, 음성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거친 음성(hoarse-

ness)으로 인하여 정상 음성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말 명료도가 저하됨에 따라 의사소

통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쉰 목소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접

근으로 주로 쉰 목소리 환자와 정상인과의 목소리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한 음성 특징과 음성 장애의 상

관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이를 통해 후두암 진단 

등 목소리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2-4]. 두 번째는 주변 잡음에 의해 훼손되거나 오염

된 음성신호를 강조하는 분야로 주로 주변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의 음성인식을 위해 음성 인식 전 단계

에서 인식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기법으로 연구되는 

분야이나 쉰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5,6].

본 논문은 두 번째 접근법과 관련되며, 쉰 목소리

에 포함된 쉰 소리 성분을 잡음과 유사한 성분으로 

간주하여 잡음 성분에 대해 순수 목소리 성분을 상대

적으로 강조하거나 순수 목소리 성분과 잡음 성분을 

분리하면 쉰 목소리를 보다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 제안하였다.

또한 쉰 목소리와 정상 목소리간의 차별성을 갖는 

다양한 음성 특징 성분들이 있지만 쉰 목소리의 스펙

트럼이 정상 목소리의 스펙트럼에 비해 포만트 성분

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못한 특성을 보이는 것도 

그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

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펙트럼 영역에서 포만트 성분

을 보다 강조하는 필터를 제안하고 실시간 처리를 

위해 고속 디지털 신호처리 보드에 구현한다. 포만트 

성분 강조 필터는 1차원 라플라스 연산자와 가우스 

함수를 동시에 사용하여 설계하고 실시간 처리를 위

해 TMS320F2812 디지털 신호처리 전용 모듈에 구

현하였다. 실제 녹음한 쉰목소리 음성에 대해 적용하

여 개선 효과를 가지는 것을 청취 테스트를 통해 확

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음성 강조 

필터를 설계하는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3장에서 

실시간 처리를 위한 고속 디지털 신호처리 보드에 

구현하는 과정을 언급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구현

한 시스템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제안하는 음성 강조 필터 설계

라플라스 연산자는 이미지내에서 밝기 값이 급격

한 변화를 보이는 영역을 찾는데 사용되는 미분 연산

자이다. 그러나 미분 연산이기 때문에 잡음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라플라스 연산자를 적용하기 전에 

가우스 함수와 같은 스무딩 필터를 보통 적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연산을 합쳐 LoG(Laplacian of

Gaussian) 연산이라 한다[7-9]. 1차원 신호처리를 위

한 라플라스 연산자는 식 (1)과 같다.

  ∇ 


(1)

가우스 함수는 식 (2)와 같다.

 




 
 

 

(2)

1차원 LoG 필터 함수는 식 (3)과 같은 형태로 유도

된다.

 












 
 

 







 

  




(3)

 값을 8로 두고 계수값을 정규화하여 구한 LoG

필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진폭 스펙트럼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기 위해 

Fig. 1. The one-dimensional LoG function obtained by 

equ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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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서 처음 값부터 영(zero)으로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 앞부분(Fig. 1에서 M까지)을 따로 떼어 y 축 

대칭이동 시킨 후 Fig. 1의 앞부분에 이어 붙이고 필

터 길이에 맞춰 영(zero) 값을 삽입하여 최종 음성 

강조 필터(Voice Boosting Filter, VBF)를 설계한다.

최종 획득한 필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때, 강조

되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필터의 진폭에 대해 적절

한 스케일 조정이 필요하다. 최종 획득한 필터를 수

식으로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이 때 M은 피크 값에

서 시작하여 필터값이 영(zero)이 되는 지점까지의 

필터 길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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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leted voice boosting filter (VBF).

3. 제안하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 설계

3.1 제안하는 전체 시스템 알고리즘

제안하는 전체 시스템 처리 블록도는 Fig. 3과 같

다. 단계별 처리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

와 같다.

① 연속으로 유입되는 시간열 신호를 10㎳～30㎳

정도의 시간 단위 프레임으로 분리한다.

- 보통 10㎳ 정도 앞뒤 프레임간 시간열 신호가 중

첩되도록 분리한다.

② 음성이 들어있는 프레임만 처리하기 위해 음성 

활동 영역 검출기(VAD, voice activity detector)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의 유무를 판단한다.

③ 음성 프레임에 대해 FFT(fast Fourier Trans-

form) 알고리즘을 적용한 퓨리어변환을 통해 주파수 

스펙트럼 영역으로 시간열 신호를 옮긴다.

④ 주파수 스펙트럼 값들을 진폭(크기) 스펙트럼

과 위상 스펙트럼으로 분리하여 나누고 진폭 스펙트

럼만 취한다.

⑤ 1-D VBF 필터를 설계한다.

⑥ 단계 ④에서 구한 프레임별 진폭 스펙트럼과 

단계 ⑤에서 구한 1차원 LoG 필터간 컨볼루션 연산 

수행하여 진폭 스펙트럼상의 포만트 주파수를 강조

(enhancement) 한다.

⑦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얻어진 출력 데이터는 

필터 길이에 의해 일정수 만큼 주파수 위치가 이동하

기 때문에 쉬프트 연산을 통해 원래의 주파수 위치로 

옮긴다.

⑧ 단계 ⑦까지의 처리를 통해 포만트 성분을 강

조한 후 쉰목소리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는 

높은 주파수 성분(보통 4000㎐ 이상)을 제거한다.

⑨ 진폭 스펙트럼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처리를 완

료한 후 분리한 위상 스펙트럼 성분과 결합시켜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알고리즘을 

적용한 퓨리어역변환을 통해 주파수 스펙트럼 영역

에서 다시 시간열 신호로 옮긴다.

⑩ 단계 ①에서 분리한 역순으로 시간열 신호를 

중첩시킨 시간 간격만큼 겹쳐서 시간열 신호를 복원

한다.

3.2 실시간 처리 모듈 설계

쉰목소리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TI

Fig. 3. Block diagram for proposed entire system.



192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2호(2016. 12)

(Texas Instrument)사의 디지털신호처리 전용 칩인 

TMS320F2812를 이용하였다. TMS320F2812는 32

비트, 150 ㎒로 동작하고 고정 소수점(fixed point)

연산을 지원하며, 12비트의 분해능을 가진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 16채널이 내장되어 

있다. 또한 외부 주변 장치들과의 통신을 위해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eCAN(Enhanced

Controller Area Network), SCI(Serial Communica-

tions Interface), McBSP(Multichannel Buffered

Serial Port) 모듈을 제공한다[10].

Fig. 4와 같이 실제 디지털 필터 처리를 할 때 입력 

데이터를 레지스터에서 읽어 오는 크기는 32bit 이

며, 고속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는 발생

하지만 사람이 인지 할 수 있는 50ms이하이기 때문

에 실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과 같다.

Fig. 5는 구현한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

하여 직접 마이크 입력을 통해 쉰 목소리를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라인(line) 입력으로 녹음된 쉰 목

소리 신호를 입력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은 쉰 목소리 환자 중 10대 여성, 20대 여성 

그리고 30대 남성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 파일을 

이용하였다. Fig. 6은 이들 중 10대 여성의 음성에 

대한 처리 전후의 시간열의 파형과 특정 프레임에서

의 스펙트럼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6의 (a)와 (b)를 비교해보면 처리 후 파형의 포락선이 

보다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6의 (c)와 

(d)에서 특정 프레임의 스펙트럼에서 포만트 성분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 목소리 변환 만족도 평가 절차

① 평가 방법 및 기준 

- 서로 다른 쉰목소리 보유자가 3가지 종류의 짧

은 문장을 발음한 음성 파일을 입력신호 파일로 

지정한다.

- 준비된 입력신호 파일을 제안한 목소리 완화 알

고리즘 또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획득한 출력신

호를 웨이브 파일로 저장한다.

- 이 파일을 처리 전 입력신호인 본래의 쉰목소리 

대비 목소리 개선 정도를 5점 만점으로 다섯 단

계로 평가한다.

- 5점은 “개선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느껴짐”, 4점

은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느껴짐”, 3점은 “개선

효과가 약간 느껴짐”, 2점은 “개선효과를 거의 

못 느낌”, 1점은 “개선 효과 전혀 없음” 로 구분

한다.

-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10명 이상의 정상 목소

리를 가진 불특정 일반인으로 하되 연령별로 골

고루 분포하도록 한다.

② 평가 절차  

-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 방법

Fig. 4. Block diagram for real-time processing with 

TMS320F2812. 

(a) (b)

Fig. 5. The proposed implemented system. (a) voice test scene (b) enlarg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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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전 교육한다.

- 3가지 유형의 문장을 순서에 따라 한 가지씩 

시스템 처리 전후 문장을 각각 2번씩 들려주

고 마킹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고 다음 문

장으로 넘어간다.

③ 평가 도구 제작

- 청취 테스트 참여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직

접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 Google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tool을 이용하

여 설문지를 제작한다.

- 설문지에 테스트 음성을 올리기 위해 동영상

을 제작한다.

- 동영상 파일을 YouTube에 등록 후 링크하여 

동영상을 추가한다.

- 쉰 목소리 개선음성 설문지를 링크를 이용하

여 APP으로 연결한다.

- 링크를 메신저로 전송하여 모바일 웹으로 설

문을 받는다.

Fig. 6. Comparison of waveforms and spectra between before and after processing on proposed system using a 

husky voice(teenager, woman). (a) Before applied  (b) After applied  (c) Frequency spectrum appeared on 

specific frame(dash line in (a)) before applied  (d) Frequency spectrum appeared on specific frame(dash 

line in (b)) after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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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소리 변환 만족도 평가 결과

제안하는 쉰 목소리 실시간 완화 시스템을 이용한 

변환 전후 목소리에 대한 청취자 테스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a) (b)

Fig. 7. A survey implemented in smartphone screen. (a) The first page of survey on smartphone. (b) Scene in the 

survey using their smart phones.

Table 1. The results for voice conversion satisfaction using proposed system

Serial
number

Name Age Gender Job

A-type
sentence
(teenager,
woman)

B-type
sentence
(twenty,
woman)

C-type
sentence
(trigenerian,
man)

Average
per

listeners

1 H. Kim 50 m Patent Attorney 4 4 4 4.00

2 M. Kim 23 w
Computer eng. university

students
5 5 5 5.00

3 J. Heo 25 m
Multimedia eng.,

undergraduate students
4 4 5 4.33

4 Y. Kim 24 w
Computer eng.

undergraduate students
5 5 4 4.67

5 H. Park 50 m Business leaders 5 4 4 4.33

6 S. Jeong 47 w Housewife 5 5 5 5.00

7 K. Park 20 w
Science department
undergraduate students

4 5 4 4.33

8 Y. Cha 27 m
Multimedia eng.,

undergraduate students
4 4 5 4.33

9 M. Kim 58 w Care aide 3 5 5 4.33

10 M. Cha 62 m Truck driver 5 5 5 5.00

11 Y. Lee 27 m
Computer eng.

undergraduate students
5 5 5 5.00

12 Y. Kim 51 m Mechanical eng. 4 4 4 4.00

13 Y. Jang 48 w Housewife 5 4 4 4.33

14 J. Kim 22 m
Mechanical eng.

undergraduate students
4 5 4 4.44

15 J. Park 51 m
Electronics engineering

professor
5 4 5 4.67

average per sentence 4.47 4.53 4.53

total average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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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이 4.51로 나타나 목소리 완화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3가지 문장 모두 비슷한 수준의 쉰 목소리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목소리와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쉰 목소리를 내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과 전화 통화

나 대화 시 상대방의 반응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대화를 기피하는 증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2차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시

켜주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쉰 목소리 성분

에 포함된 잡음도 일종의 주변 잡음과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잡음 속에 섞여있는 음성 성분을 보다 강

조하는 필터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전화 통화 또는 

대화에 활용하기 위해 소형 DSP 모듈을 활용하여 

실시간 처리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정상 목소리를 

지닌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청취테스트에서 음성 개

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쉰 목

소리를 대상으로한 개인 맞춤식 실시간 처리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쉰 목소리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법들을 추가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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