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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운율구 경계 측은 TTS(Text-To-Speech) 엔진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음성합성을 하기 해 꼭 필요

한 기술이다. 하지만, 소 트웨어나 하드웨어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행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자제품과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안정 으로 실 되는 경

량화 운율구 경계 측 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결과에 하여 설명한다. 운율구 경계 측 시스템의 필

수 요소인 형태소 분석기의 경량화와 통 인 규칙 기반 운율구 경계 측 기술과 달리 품사 분석과 

구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운율구 경계 측 기술을 소개한다.

1. 서론

   2000년  반에 들어서 음성합성 기술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 텔 매틱스 단말기, MP3 Player, E-Book 

등과 같은 휴 용 단말기들의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기존의 

서버형 음성합성 기술이 아닌 개인 휴 용 단말기 내부에 

내장되어 음성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내장형(embedded) 음

성합성 기술이 시장에서 요구된다는 이다. 그러나 기존의 

서버형 음성합성 기술이 원격지 서버의 고성능 컴퓨  장

치  거  메모리를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합성음을 생

성할 수 있었던 반면, 내장형 음성합성 기술은 상 으로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합성음을 

생성하기 어렵다[2].

   자연스러운 화체 음성합성을 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가장 요한 자연언어처리 기술은 운율구 경계 측이다. 인

간이 발성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운율구 경계를 측

하는 것은 음성 합성 시스템에서 정확한 어조와 강세의 생

성, 음소의 지속, 휴지(休止) 삽입을 한 모듈에 사용될 뿐

만 아니라 운율구 내 어휘 간 발음변동 범 를 측할 수 

있게 하므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음성합성에 필수 이다

[14, 9]. 그러나 기존의 운율구 경계 측 기술은 부분 연

구가 운율구 경계 측의 정확도에만 을 맞추어 처리 

속도가 느리고 많은 메모리 용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

드웨어  자원이 제한되는 소량형 음성합성 시스템에는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화체 음성 인터페이스를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자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0-0028784)

지향함과 동시에, 소형 자제품과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안정 으로 실 되는 운율구 경계 측 기술을 소개한다. 2

장에서 운율구 경계 측의 국내외 여러 연구에 해서 정

리하고, 3장에서는 운율구 경계 측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형태소 분석기의 경량화를 한 형태소 분석 사 의 경량

화에 해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통 인 규칙 기반 

운율구 경계 측 기술과 달리 품사 분석과 구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운율구 경계 측 기술을 소개한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해 논할 것

이다.

2. 선행 연구

   제한 인 상용화가 이루어진 음성 인식 분야와는 달리 

음성 합성 분야의 상용화 제품은 일상 생화에서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화된 음성 합성 로그램이라 하

더라도 다양한 통사 층 에 따른 세분된 운율구 경계가 

구 되지 않아 합성음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 발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이 있으나, 보통 속도에서 생성된 

휴지를 그 로 가지고 생성된 음성 일을 단순히 압축하

여 빠르게 들려주고 있어 합성음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러한 음성합성의 한계 을 극복하고자 운율구 경계 측

은 TTS 엔진에 용하여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생성하려

는 연구가 계속 진행 다.

   [14]와 [12]에서는 언어 정보의 개별 인 요소들만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는데 그 에서 품사(POS) trigram

만을 사용하여 어의 운율구 경계 학습에 가장 높은 정

확도를 얻은 바 있다. 국어 음성 합성을 해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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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장 어

KBS 뉴스 스크립트 2,726문장 51,992어

ETRI 음성 스크립트 996문장 18,257어

KBS 뉴스 스크립트 97문장 2,173어

<표 1> 운율구 경계 분석 말뭉치 구성

구분 사  크기 형태소 수 비고

기본 단어 사
876,000여 개 

(16.3M)
일반단어: 602,000여 개
오류단어: 274,000여 개

체언이나 용언이 되는 단어의 사

어미 사
14,000여 개 

(400K)
일반어미:   4,000여 개
오류어미:  10,000여 개

~다, ~고 등과 같은 어미의 사

조사 사
3,500여 개 
(100K)

일반조사:   2,200여 개
오류조사:   1,300여 개

~은, ~이 등과 같은 조사의 사

<표 2> 기존 형태소 분석 사 의 구성과 크기 

[13]의 연구도 경계와 비경계 운율구 경계를 두 단계로만 

나 어 높은 정확도를 보 다.

   [1, 4, 5] 등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운율구 경계 

학습을 해 해당 어 과 문맥 어 의 품사, 단어의 길이, 

문장에서의 해당 어 의 치  치의 정규화 수치를 

학습 자질로 사용하여 CRF(Conditional Random Fields) 

 결정 트리(decision tree) 알고리즘에 용하 다.

   본 연구 의 선행 연구에서는 운율구 경계 유형을 6단

계로 세분화하고 구문 계와 운율 특성에 기반을 둔 운

율구 경계 측을 한 수작업 규칙을 구축하여 용한 

규칙 기반 측 모형[8]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선별한 효

율 인 학습 자질에 기반을 둔 통계 기반 모형[11]을 제안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선행 연구를 포함한 국내외 부

분 연구가 운율구 경계 측의 정확도에만 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운율구 경계 측의 경량화에 

을 두어 제안된 환경에서도 안정 인 동작을 실 하

는 경량화 운율구 경계 측 시스템을 소개한다.

3. 간소화된 형태소 분석기의 개발 

   자연언어의 분석 과정은 일반 으로 형태소 분석, 통

사 분석, 의미 분석 그리고 화용 분석의 네 단계로 나  

수 있다. 이  첫 번째 단계인 형태소 분석은 입력된 문

자열을 분석하여 형태소라는 자연언어 분석을 한 기본 

단 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형태소는 운율구 경계 측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 7, 10].

   그러나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은 문자나 음성으로 이루어진 한 가지 언어 표 이 다

수의 어휘 문법  의미로 해석되는 의성(ambiguity)이

다. 입력된 문자열을 형태소로 분리하고 복원하는 과정에

서 형태소 경계나 그 형태소에 해당하는 품사가 다수일 

때 이러한 형태소 의성이 발생한다.

   형태소 분석을 해서는 기본 으로 입력된 문자열에 

해 모든 형태소 후보를 생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 사 과 같은 기계 가독형 사 (Machine-readable 

Dictionary)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소 분석 사 은 수록

된 어휘 수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으로 약 30만 이상

의 어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방 하다. 하

지만, 소형 자제품처럼 장 공간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형태소 분석 사 에 할애할 수 있는 장 공간이 극히 작

으므로 간소화된 형태소 분석기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운율구 경계 측에 향을 미치는 형

태소만 부분 으로 분석할 수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하고

자, 연구진이 보유한 기존 형태소 분석 사 을 분석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여 형태소 분석 사 의 크기를 

다.

   운율구 경계 측에 도움을 주는 최소한의 형태소만으

로 이루어진 형태소 분석 사 을 구축하고자 운율구 경계 

유형이 표시된 말뭉치를 분석하 다. 분석 상 말뭉치는 

<표 1>과 같다.

표 1의 말뭉치에서 강한 운율구 경계가 발생하는 어  수

는 14,942개이며 평균 4.8어  단 로 강한 운율구 경계가 

발생하 다. 강한 운율구 경계는 재 어 의 끝 형태소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14,942개의 어 에 한 형태소 분

석 결과에서 끝 형태소의 비율은 어미가 52%로 가장 많

았으며, 조사가 33%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조사와 어미가 

강한 운율구 경계 유형에 향을 미치는 형태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형태소 분석에서 어미와 조사에 

한 형태소 분석 정확도가 요하며, 이러한 특성을 반 한 

형태소 분석기가 개발되어야 한다. 

   <표 2>는 본 연구 이 보유한 기존 형태소 분석 사

의 구성과 크기를 보여 다. 이외에도 기존 형태소 분석 

사 은 어 사 , 복합명사 제약 사 , 의미문체 사 , 수

사 사 , 음  통계 사  등을 포함한다. 이  운율구 경

계 유형 측을 한 형태소 분석기에 꼭 필요한 사 은 

체언과 용언 등을 포함하는 기본 단어 사 과 어미 사  

그리고 조사 사 이다. 하지만, 기본 단어 사 의 크기는 

16.3M로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

에 크기를 일 필요가 있다.

   이 의 말뭉치 분석에서 어미와 조사는 운율구 경계 

유형 측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형태소이기 때문에 기

본 단어 사 의 크기가 어든다고 하더라도 운율구 경계 

유형 측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특히, 기본 단어 

사 에 포함된 체언의 수는 약 60만 개로 사 의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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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  크기 기존 사 과 비교

기본 단어 사
50,000여 개
(626KB)

-826,000여 개

어미 사
4,000여 개
(55KB)

-10,000여 개

조사 사
2,200여 개
(78KB)

-1,300여 개

<표 3> 운율구 경계 유형 측을 한

형태소 분석 사  

규칙 번호 심품사 용수 성공수 실패수 정확도 유율

1 연결어미 967 640 327 66% 28% 

3 부사격조사 310 128 182 41% 9% 

4 부사격조사 255 80 175 31% 7% 

7 보조사 231 116 115 50% 7% 

8 주격보격조사 229 83 146 36% 7% 

2 연결어미 223 184 39 83% 6% 

12 일반의존명사 162 135 27 83% 5% 

6 보조사 156 76 80 49% 5% 

9 주격보격조사 137 45 92 33% 4% 

<표 4 > 기존 강한 운율구 경계 측 규칙의 분석 결과

를 해 그 요성이 떨어지는 형태소는 사 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체언은 용언이나 어미 는 조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 주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체언

을 사 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태소 분석에 악 향을 미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세  한국어 사 에 등재된 

명사만을 형태소 분석 사 에 포함하기로 하 다. 연세  

한국어 사 [6]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5년까지 우리

말 문헌, 교과서, 신문, 소설, 음성언어 녹음 등에 실린 어

휘  실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가 등재되어 있다. 연

세  한국어 사 에 포함된 명사 수는 26,823개로서 이 명

사만을 포함하도록 기본 사 을 이면 어미와 조사 사

을 포함한 체의 사 의 크기는 2.7M가 된다. 

   기존 형태소 분석 사 은 맞춤법 검사를 한 형태소 

분석 사 으로 기본 어휘 외에도 오용어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맞춤법 검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

에 기존 형태소 분석 사 에서 오용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종 으로 사용되는 형태소 분석 사 은 800KB로 그 

구성과 크기는 <표 3>과 같다.

4. 규칙 기반 운율구 경계 측 기술 개발

   운율구 경계 측에 한 방법론은 크게 규칙 기반 

근법과 통계  근법으로 나 다. 자는 운율구 경계 

측을 한 언어정보를 규칙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이

다. 후자는 말뭉치로부터 이끌어낸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운율구 경계 측에 합한 통계 모형을 구축하여 이용하

는 방법이다.

   운율구 경계 측 규칙은 문가가 완 히 수작업으로 

만들거나, 말뭉치를 이용하여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만든

다. 수작업에 의한 규칙은 특정 언어 자원에 해 독립

이고 규칙의 정확도도 높지만, 규칙 구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실제 언어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외 상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반면에 자동으

로 만든 규칙은 규칙의 구축이 쉽고 용 범 가 넓다는 

장 이 있지만, 특정 말뭉치에 의존 이라는 문제 이 있

다.

   통계  근법은 용량의 운율구 경계 분석 말뭉치를 

이용하여 확장성이 좋고 용 범 가 넓으며 체 인 정

확도가 비교  높은 통계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통계 정보를 추출하려면 일정 

크기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말뭉치 구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

다. 특히, 운율구 경계 분석은 주석자의 주  단에 많

이 의존하므로 주석의 일 성 유지를 해 더 많은 노력

을 요한다[8].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통계 사 을 요구하는 통계  

근법 신, 간소화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된 

형태소를 활용하여 운율구 경계 측 규칙을 설정하고, 이

를 활용하는 규칙 기반 운율구 경계 측 기술을 개발

다. 한, 운율구 경계 유형을 단순화하여 운율구 경계 

측의 정확도를 향상하 다.

   부산 에서 기보유한 운율구 경계 측 시스템은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서 249개의 규칙(강한 운율구 경계 측 

규칙 72개, 약한 운율구 경계 규칙 64개, 비경계 측 규

칙 113개)으로 이루어진다. 기존 운율구 경계 측 규칙은 

통사 구조를 이용한 운율구 경계 측 규칙으로 지속 인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형태

소 분석 결과만을 이용하는 등 모든 규칙을 그 로 수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 선별 과정을 거쳤다. 

   <표 4>는 72개의 강한 운율구 경계 측 규칙을 

coverage 순으로 정렬한 것으로 상  10개의 규칙의 

coverage의 합이 82%에 달한다. 즉, 나머지 60여 개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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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용수 실패수 정확도 유율

POS_Curr_e = 통용연결어미 && POS_Nxt1_s = 일반명사 430 40 91% 17%

POS_Curr_e = 간연결어미 154 11 93% 6%

POS_Curr_e = 통용연결어미 && POS_Nxt1_s = 고유명사 152 13 91% 6%

POS_Curr_e = 부사격조사 && POS_Nxt1_e = 일반명사 143 50 65% 6%

POS_Curr_e = 일반의존명사 && POS_Nxt1_s = 일반명사 102 25 75% 4%

<표 5 > Decision Tree를 통해 나온 규칙의 

칙은 빈번히 발생하지 않은 언어 상에 처하기 한 

규칙이다. 한, 이 의 분석 결과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어미에 한 규칙의 coverage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규칙을 제외하고는 규칙의 정확도가 크

게 높은 편이 아니다. 한, 이 규칙을 사용하려면 정확한 

품사 태거가 필요하며, 통사  의미  성격에 따라 품사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규

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규칙을 구축하 다.

   규칙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축될 수 있다. 하나는 

으로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수작업 규칙 구축 방

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반자동 규칙 구

축 방법이다. 반자동 규칙 구축 방법은 외 상에 한 

규칙의 생성이 힘들다는 단 이 있지만, 비교  은 비용

으로 효율 인 규칙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반자동 규칙 구축 방법을 사용하 다.

   기계학습의 여러 기법  본 연구에서 반자동 규칙을 

생성하기 해 선택한 학습 기법은 ‘Decion Tree’이다. 

‘Decion Tree’를 생성하는 여러 알고리즘  information 

gain을 이용하여 규칙을 구성해주고 각각의 규칙에 한 

coverage와 precision을 알 수 있는 C4.5를 택하 다. <표

5>는 C4.5를 통해 나온 규칙 일부이다. 이 결과 역시 

의 기존 강한 운율구 경계 측 규칙의 분석 결과가 비슷

한 결과를 보 다. 즉, 특정 몇 개의 규칙이 체의 부

분을 차지하 으며, 어미와 련된 규칙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다. 

   최종 으로 규칙 기반 운율구 경계 측 시스템에 사

용될 규칙은 기존 운율구 경계 측 규칙과 C4.5의 결과

의 공통사항을 이끌어내었다. 즉, 연결어미에 의한 강한 

운율구 경계 측의 coverage와 precision이 높았으며, 조

사에 의한 강한 운율구 경계 측은 coverage와 precision

이 낮았다. 기본 으로 어미에 한 규칙을 심으로 하

으며, 기타 발생 빈도가 은 언어 상에 비하고자 정

확도가 높은 규칙을 추가로 포함하 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환경에서 안정 인 동작을 보

장하는 경량화 운율구 경계 측 시스템을 제안하 다. 운

율구 경계 측을 해 특화되고 간소화된 형태소 분석기

와 이를 활용한 규칙 기반 운율구 경계 측 기술을 개발

하 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 결과만을 정보로 활용하 기 

때문에 품사 태거나 구문 분석기를 사용하 을 때와 비교

하면 어느 정도의 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경량화된 

품사 태거나 구문 분석기의 개발을 통해 운율구 경계 

측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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