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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한국어 실시간 TTS 기술 비교

Comparison of Korean Real-time Text-to-Speech Technology 
Based on Deep Learning

권철홍*

Chul Hong Kwon*

요 약 딥러닝 기반 종단간 TTS 시스템은 텍스트에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Text2Mel 과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음성신호를 합성하는 보코더 등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TTS 시스템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합성음의 명료도와 자연성이 사람의 발성과 유사할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음성을 합

성하는 추론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최근 제안되고 있는 비-자기회귀 방식은 이전에 생성된 샘플에

의존하지 않고 병렬로 음성 샘플을 생성할 수 있어 음성 합성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자기

회귀 방식을 적용한 Text2Mel 기술인 FastSpeech, FastSpeech 2, FastPitch와, 보코더 기술인 Parallel WaveGAN,

Multi-band MelGAN, WaveGlow를 소개하고, 이를 구현하여 실시간 처리 여부를 검증한다. 실험 결과 구한 RTF로

부터 제시된 방식 모두 실시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WaveGlow를 제외하고 학습 모델 크기

가 수십에서 수백 MB 정도로,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는 임베디드 환경에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딥러닝, Text-to-Speech(TTS), 실시간, 비-자기회귀 방식

Abstract The deep learning based end-to-end TTS system consists of Text2Mel module that generates 
spectrogram from text, and vocoder module that synthesizes speech signals from spectrogram. Recently, by 
applying deep learning technology to the TTS system the intelligibility and naturalness of the synthesized speech 
is as improved as human vocalization. However, it has the disadvantage that the inference speed for 
synthesizing speech is very slow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The inference speed can be improved 
by applying the non-autoregressive method which can generate speech samples in parallel independent of 
previously generated sampl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FastSpeech, FastSpeech 2, and FastPitch as Text2Mel 
technology, and Parallel WaveGAN, Multi-band MelGAN, and WaveGlow as vocoder technology applying 
non-autoregressive method. And we implement them to verify whether it can be processed in real tim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by the obtained RTF all the presented methods are sufficiently capable of 
real-time processing.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ize of the learned model is about tens to hundreds of 
megabytes except WaveGlow, and it can be applied to the embedded environment where the memory is limited.

Key words :  deep learning, Text-to-Speech(TTS), real-time, non-autoregress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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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TTS(Text-to-Speech) 시스템은 임의의 텍스트를

입력으로 하여 합성 음성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최근

TTS 시스템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합성음의

명료도와 자연성이 사람의 발성과 유사할 정도로 향상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unit selection 방식(또는 음

성 파형 연결 방식)[1]과 HMM(Hidden Markov Model)

기반 통계적 파라미터 음성합성(Statistical Parametric

Speech Synthesis) 방식[2]과 비교하여 추론 즉 음성을

합성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딥러닝 기반 종단간(End-to-End) TTS 시스템은 텍

스트에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Text2Mel 과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음성신호를 합성하는 보코더 등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Text2Mel 기술에서 대

표적인 방식으로 Tacotron 2와 Transformer 등이 있

다. Tacotron 2는 기존에 제안한 Tacotron[3]을 개선한

방식으로, 어텐션 기반의 순환 시퀀스-시퀀스 신경망을

적용하여, 인코더 및 어텐션을 포함한 디코더로 구성되

어 있다[4]. Tranformer 방식은 신경망 기계 번역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Transformer 신경망을 적용하여, Tacotron 2에서 사용

한 순환 신경망과 어텐션 망을 multi-head 어텐션으로

대체한 방식이다[5]. 두 가지 방식 모두 이전에 생성된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기회귀(Autoregressive) 방

식을 적용하여 실시간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되어 있다

[6].

보코더 기술의 대표적인 방식에는 WaveNet과

WaveRNN 등이 있다. WaveNet은 이전 샘플을 이용하

여 현재 샘플의 확률분포를 예측하는 자기회귀 방식을

적용하여[7], 합성할 때 음성 샘플의 예측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므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8]. WaveRNN은

순환 신경망 계층 하나와 전연결 신경망 두 개 계층이

연결된 이중 소프트맥스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9], 이

방식은 긴 음성 시퀀스를 여러 개의 작은 시퀀스로 나

누는 Subscale 방식을 적용하여 한 번에 16개의 샘플을

생성할 수 있어, WaveNet 방식과 비교하여 합성 시간

이 빠르나 이 방식 역시 실시간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다[8].

이러한 방식들은 현재의 음성 샘플을 예측하기 위하

여 이전의 샘플을 이용하는 자기회귀 방식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음성신호를 병렬로 생성하지 않고 직렬로 예

측하는 연산 특성은 GPU의 병렬 가속 연산 기능을 활

용하지 못하여 합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갖는

다. 따라서 합성음의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실시간 처리

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자기회귀 방식으로 음성 샘플을 생성하는 방식과 달

리, 비-자기회귀(Non-autoregressive) 방식은 이전에

생성된 샘플에 의존하지 않고 병렬로 음성 샘플을 생성

할 수 있어 음성 합성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최

근에 비-자기회귀 방식을 적용한 TTS 기술이 제안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자기회귀 방식을 이용한 TTS 기

술을 소개하고, 이 기술들을 결합하여 한국어 TTS 시

스템을 구성하고 성능을 비교하여, 제시한 TTS 기술들

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지를 검증한다.

Ⅱ. 실시간 TTS 기술

이 절에서는 텍스트에서 비-자기회귀 방식으로 스펙

트로그램을 생성하는 Text2Mel 기술인 FastSpeech,

FastSpeech 2, FastPitch와, 역시 비-자기회귀 방식으로

스펙트로그램에서 합성음을 생성하는 보코더 기술인

Parallel WaveGAN, Multi-band MelGAN, WaveGlow

를 소개한다.

1. Text2Mel 기술

1) FastSpeech

FastSpeech는 Transformer 방식에 기반을 둔 순방

향 신경망 구조를 적용하고, 자기회귀 방식이 아닌 병

렬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여 합성 시간이 크게 단축

이 되는데, 특히 생성할 스펙트로그램 시퀀스의 길이가

긴 경우에 추론 시간이 더욱 크게 단축된다[6].

Transformer 또는 Tacotron2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티처 모델로 사용하여, 학습 음성 데이터에 대해 음소

지속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어텐션 정렬을 도출한다. 도

출된 어텐션 정렬을 이용하여 Length Regulator는 음소

시퀀스 길이를 스펙트로그램 시퀀스 길이에 정합시킨

다. 이 기술은 Length Regulator를 이용하여 합성시 지

속시간을 제어하여 말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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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stSpeech 2

FastSpeech 2는 앞에서 기술한 FastSpeech의 단점

을 보완하여 이를 개선한 방식이다[10]. FsstSpeech의

단점으로, 지속시간 예측을 위한 티처 모델로 사전에

학습된 Transformer 또는 Tacotron2 모델이 필요하다

는 점이고, 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티처 모델로부터 예측된 지속

시간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아 학습에 사용되는 스펙트

로그램에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FastSpeech

2 방식에서는 티처 모델에서 예측된 지속시간을 사용하

는 대신에 학습 음성 데이터에서 직접 추출한

Ground-truth 지속시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지속시간

이외에도 피치, 에너지 등의 정보를 모델을 학습할 때

입력으로 이용하고, 합성 시에 피치와 지속시간을 예측

하여 이를 이용하면 운율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방식은

FastSpeech와 비교하여 합성 시간은 비슷하면서 합성

음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있다[10].

3) FastPitch

FastPitch의 모델 구조는 FastSpeech를 기반으로 한

병렬형 순방향 Transformer로 되어 있어 합성 속도가

빠르다[11]. FastSpeech와 마찬가지로 티처 모델을 이

용하여 음소 지속시간을 예측하여 학습에 사용한다. 다

른 점은 피치 곡선 예측을 학습하며, 스펙트로그램을

도출하기 위해 티처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방식

은 FastSpeech 2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피치

곡선과 지속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에너지 정

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합성 시에 피치 곡선을 예측

하고 지속시간과 피치를 제어할 수 있어, 화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특정 단어를 강조할 수 있다고 보고되

어 있다[11].

2. 보코더 기술

1) Parallel WaveGAN

Parallel WaveGAN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이용하여

병렬로 음성신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합성 속도가 빠

르다[12]. 다중 해상도 단구간 푸리에 변환 손실 함수와

파형 영역의 적대적 손실을 통합적으로 최적화하는 방

식으로, 학습 과정이 단순하고 모델 파라미터의 수가

적다. Teacher-student 구조를 사용하지 않아 학습 시

간이 적게 걸린다.

2) Multi-band MelGAN

Multi-band MelGAN은 기존에 제안한

MelGAN[13]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한 방식이다

[14]. 즉, 음성신호를 충실하게 생성하는 데 중요한 생

성 모듈의 수용 영역(Receptive Field)을 두 배 확장하

고, 다중 해상도 단구간 푸리에 변환 손실 함수를 사용

하여 합성음 품질을 향상시킨다.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

여 MelGAN을 여러 개의 부 대역으로 처리하여, 합성

시간을 단축시키며 모델 파라미터의 수가 적은 기술이

다.

3) WaveGlow

WaveGlow는 Flow 기반의 신경망 구조를 기본으로

Glow 방식을 적용하여, 확률분포로부터 음성을 샘플링

하는 음성 생성 모델이다[15]. 이 방식은 자기회귀 모델

이 아니므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샘플을 생성하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WaveGlow

는 Flow 기반 모델에 필수적인 가역 신경망으로 Affine

결합 계층을 사용하고, 자기회귀 모델만큼 우수한 성능

을 내기 위해서 계층의 수와 은닉 계층의 노드 수가 많

아져 모델 파라미터의 수가 많게 된다.

Ⅲ. 실험 방법 및 결과

1. 음성 DB와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성 DB는 전문 여성 성우가

스튜디오에서 잡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한 것

으로, 녹음 분량은 약 18.5 시간으로 13,000개의 발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본화 주파수는 22,050[Hz], 선형

PCM 16[bit] 포맷으로 저장되었다.

13,000개 발화 중에서 학습용 데이터로 12,950개를,

검증용 데이터로 50개를 사용한다. 테스트용 문장은 녹

음한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 25개 문장을 별도로 구성하

여 성능 평가에 사용한다.

Text2Mel 모듈과 보코더의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텍스트에서 합성음을 생성하는 컴퓨터 환경은, Ubu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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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LTS 운영체제, 64[GB] 메모리, Nvidia GTX

2080ti GPU 1개이다.

2. 학습 및 추론 방법

Text2Mel 학습 과정은 텍스트와 이에 대응하는 음

성 DB에서 추출한 Ground-truth 멜-스펙트로그램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 과정은 이

모델을 이용하여 임의의 텍스트를 입력으로 멜-스펙트

로그램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멜-스펙트로그램을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성신호에 1,024 크기의 해밍 창함수를 적용하여

프레임 단위로 나누고, 256개 샘플 마다 창함수를 이동

하며 1,024 크기의 이산 푸리에 변환을 구한다. 푸리에

변환에 절댓값을 취하여 구한 선형 진폭 스펙트로그램

에서 80 차원의 멜-스펙트로그램을 구한 뒤, 로그 값으

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보코더 학습 과정은 입력 데이터로 음성신호와 이에

대응하는 Ground-truth 멜-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 과정은 Text2Mel 추론 과정에

서 생성한 멜-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합성음성 신호

를 출력한다. Text2Mel 과정과 보코더의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사용한 음성 DB는 앞 절에서 기술한 음성

DB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3. 실험 결과

실시간 처리 여부는 RTF(Real Time Factor)를 이용

하여 구하는데, RTF는 추론 시간을 합성음성의 크기

(초)로 나눈 값이다. 추론 시간을 구할 때, 파일 입출력

이나 각종 초깃값 설정 등과 같은 과정은 제외하고,

Text2Mel 과정에서는 텍스트가 들어가서 멜-스펙트로

그램을 생성하는 모듈, 그리고 보코더에서는 멜-스펙트

로그램이 입력되어 합성음성 신호가 생성되는 모듈을

처리하는 시간만 고려한다.

표 1에 세 가지 Text2Mel 과정의 RTF가 보인다.

RTF를 보면 FastSpeech 방식과 FastSpeech 2 방식이

비슷하게 작으며, FastPitch 방식이 보다 큰 값을 보여

주나 이 역시 실시간보다 약 8.56배 정도 빠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2를 보면 세 가지 보코더 중에서

Multi-band MelGAN 빙식이 추론 속도가 가장 빠르며

Parallel WaveGAN 방식이 가장 느리나, 세 가지 방식

모두 실시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Text2Mel 과정과 보코더의 접목이 용이한 조합으로

TTS 시스템을 구성한 세 가지 방식이 표 3에 보인다.

표 3에서 RTF를 보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들을

어떤 조합으로 TTS 시스템을 구성하더라도 실시간 처

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Text2Mel과 보코더의 학습모델 크기를 보여

준다. Text2Mel 방식의 학습모델 크기를 보면

FastSpeech는 297.8[MB], FastSpeech 2는 124.6[MB],

그리고 FastPitch는 536.9[MB]로서, FastSpeech 2가 가

장 작고 FastPitch가 가장 큰 모델 크기를 갖는다. 보코

더의 모델 크기를 보면 Parallel WaveGAN과

Multi-band MelGAN은 매우 작고, 이에 비해

WaveGlow의 코델 크기는 1.4[GB]로서 매우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WaveGlow는 우수한 성능을 내기 위해

층을 깊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모델 파라미터의 수

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세 가지 Text2Mel 방식의 RTF
Table 1. Real time factor of three Text2Mel methods

Text2Mel FastSpeech FastSpeech 2 FastPitch

추론 시간 0.0039 0.0045 0.1168

표 2. 세 가지 보코더의 RTF
Table 2. Real time factor of three vocoders

Vocoder
Parallel
WaveGAN

Multi-band
MelGAN

WaveGlow

추론 시간 0.0285 0.0175 0.0202

표 3. 세 가지 TTS 시스템의 RTF
Table 3. Real time factor of three TTS systems

TTS
system

FastSpeech +
Parallel
WaveGAN

FastSpeech 2 +
Multi-band
MelGAN

FastPitch +
WaveGlow

추론 시간 0.0324 0.0220 0.1370

표 4. TTS 기술의 학습 모델 크기
Table 4. Model sizes of TTS methods

Text2Mel FastSpeech FastSpeech 2 FastPitch

학습 모델크기 297.8 MB 124.6 MB 536.9 MB

Vocoder
Parallel
WaveGAN

Multi-band
MelGAN

WaveGlow

학습 모델크기 17.5 MB 10.2 MB 1.4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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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제시된 세 가지 TTS 시스템의 합성음에 대

해 수행한 청취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합성 음성의

품질이 녹음 음성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세 가지 시

스템 모두 사람이 발성한 수준으로 명료하고 자연스러

운 합성음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실시간 TTS 시스템 설계를

위해 Text2Mel 과정과 보코더의 최첨단 기술 중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구현하여

실시간 처리 여부를 검증하였다. 텍스트에서 스펙트로

그램을 생성하는 Text2Mel 기술에는 FastSpeech,

FastSpeech 2와 FastPitch를, 스펙트로그램에서 합성음

을 생성하는 보코더 기술은 Parallel WaveGAN,

Multi-band MelGAN과 WaveGlow를 제시하였다.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기 위해 RTF를

구했고, 이 RTF로부터 제시한 방식 모두 충분히 실시

간으로 처리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모델

크기를 보면 WaveGlow를 제외하고 수십에서 수백

MB 정도로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는 임베디드 환경에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실시간 처리는 자율 주행차, 로봇 등 임베디드 환경

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의 실시간 처리 여부

는 컴퓨터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여 얻은 결과이다.

향후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TTS 시스템을 임베디드

환경에 구현하는 방식과 성능 검증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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