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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전역 스타일 토큰(Global Style Token)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기존의 전역 스타일 토큰 연구에서는 원하는 스타일이 포함된 참조 오디오(reference audio)을 사용하여 음성을 합성

하였다. 그러나, 참조 오디오의 스타일대로만 음성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밀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역 스타일 토큰의 레퍼런스 인코더 부분을 잔여 블록(residual block)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AlexNet으로 대체하였다. AlexNet은 5개의 함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1개의 신경망을 제외한 4개의 레이어만 사용했다. 청취 평가(Mean Opinion

Score)를 통해 제시된 방법으로 감정 세기의 조절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Text-to-Speech, 감정 음성합성, 감정 세기 조절, 전역 스타일 토큰(GST)

1. 서론

음성합성(TTS)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력된 텍스트를 정확하

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어주는 기술이며, 사람이 직접 발

성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음성합성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에는 네비게이션, 오디오북, 빅스비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

등이 있다. 급격히 발전하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합성된

음성의 품질은 매우 향상되었으며, 종단 간(end-to-end) TTS

모델들이 제안되면서 별도의 지식이나 작업 없이 비교적 간단

한모델학습이가능해졌다.이러한발전에도불구하고,현재의

딥러닝 기반의 종단 간 음성합성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의 생동감이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따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음성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 정보가 발성한 문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음성합성 시스템은

다양한 감정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전

히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세밀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음성합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방법 탐색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2장은 감정적 음

성합성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것이며, 3장은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음성합성 모델에 대한 내용이다. 4장은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 실험 과정 및 결과 설명이며,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계획이 제시된다.

그림 1. 이미지 스타일 조절 아키텍처[3]

2. 관련 연구 및 개념

스타일 트렌스퍼 연구는 2015년 Gatys, et al.[1] 논문을 시

작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CNN 기반 아키텍처 중 VGG-19를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의 콘텐트(content)와 다른 이미지의 스

타일을 추출하여 두 특성을 합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다.

[1]를 기반으로, 이미지 스타일 트렌스퍼 성능과 속도를 개선

하는 모델[2]과 스타일 트렌스퍼의 강도 조절도 가능한 모델[3]

이 생겼다. [3]의 모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트렌스포머(image

transformer) 및 스타일 로스 네트워크(style loss network)는

대체로 [2]의 아키텍처를 따른다. 콘텐트 이미지에 스타일을 입

히는 과정[3]은 다음과 같다.

콘텐트이미지는세개의합성곱신경망,다섯개의잔여블록

및 세 개의 업샘플링(upsampling) 레이어로 구성된 트렌스포

머 네트워크를 통과한다. 이때 잔여 블록은 아웃풋 이미지에

들어가는 스타일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트렌스포머 네

트워크를 통과한 후,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미리 학습한 VGG-

16 스타일 로스 네트워크를 지나면 특정 스타일이 추가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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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감정 음성합성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

로운 이미지가 생성된다. [3]의 스타일 트렌스퍼 방법은 그림 1

로 요약된다. 이미지 분야에서의 스타일 트렌스퍼 연구는 영상

과 음성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기술들이 주목 받게

되었다. 음성에는 감정, 화자별 목소리, 억양 등과 같이 다양한

스타일 요소가 있지만, 본 논문은 감정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감정을 음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성합성 연구[4, 5]

가 진행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전역 스타일 토큰(Global Style

Token; GST)[6] 방법을 활용한다. 기존의 전역 스타일 토큰은

다양한 운율 스타일을 임베딩(embedding)하는 용도로 제시되

었으나, Oh, et al.[4]은 전역 스타일 토큰 방법이 감정 임베

딩에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GST를 통한 스타일

임베딩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참조오디오는푸리에변환(STFT)에의해멜-스펙트로

그램(mel-spectrogram)으로 변환되고, 이는 레퍼런스 인코더

(reference encoder)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는 정

해진 길이의 임베딩이 된다. 이와 같은 임베딩은 스타일 토큰

레이어(style token layer)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특히 스타일

토큰래이어의다중-헤드어텐션(multi-head attention)모듈을

통해 운율 임베딩과 각 스타일 토큰 사이의 유사도가 측정되면

토큰들의 가중 합으로 스타일 임베딩이 생성된다. 출력되는 스

타일 임베딩이 Tacotron 1, 2 [7, 8]와 같은 음성합성 시스템의

인코더(encoder)와 결합된 후 보코더(vocoder)를 통과하면, 문

장은 참조 오디오의 스타일대로 합성된다.

Oh, et al.[4]은 원래 운율 스타일 임베딩을 목적으로 하는

GST를 감정 음성합성 연구에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

도 불구하고 각 감정이 고정된 대표값으로만 표현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5]에서는 k-평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다수의 대표 스타일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성능면에서 기존의 전역 스타일 토큰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각감정을원하는세기로조절할수없다는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감정 스타일 변환 뿐만 아니라, 각 감정의

세기 조절도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의 기준(baseline) 모델은 Tacotron2 음성합성 시스

템에 전역 스타일 토큰을 추가한 GST-Tacotron2이다. 기본적

으로 Tacotron2은 웨이브넷(WaveNet) 보코더(vocoder)를 사

용하지만, 본 논문에서 음질과 합성 속도를 고려해 웨이브넷은

멜겐(MelGan)으로 대체되었다.

각 감정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6개의 2-D

합성곱 신경망과 1개의 GRU로 구성된 GST의 레퍼런스 인코

더[6] 부분을 수정했다. 특히 컴퓨터 비전 분야의 논문[3]에서

제시한 모델을 참고하여 레퍼런스 인코더를 다음과 같이 바꿨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알수있듯이,참조오디오는 STFT를통해멜-스

텍트로그램으로 변형되는데, 이는 수정된 레퍼런스 인코더의

인풋이다. 여기서 모델을 학습할 때 참조 오디오는 그라운드

트루스(ground truth) 오디오이며, 인퍼런스 때에는 원하는 스

타일이 포함된 오디오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3개의 합성곱

신경망, 2개의 잔여 블록 및 4개 레이어의 AlexNet으로 레퍼

런스 인코더를 수정했다. 레퍼런스 인코더를 통과한 인풋 오디

오는 이후 기존 GST와 같이 스타일 토큰 레이어를 거치며 이

과정을 통해 스타일 임베딩이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궁극적으

로 원하는 스타일이 포함된 음성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임베딩 벡터를 Tacotron2의 인코더 아웃풋과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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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을 참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제

시된 모델은 스타일 트렌스퍼 뿐만 아니라 스타일 트렌스퍼의

강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기존 GST 모델

에서 1-D 오디오 신호를 STFT를 통해 멜-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는데, 이는 이미지와 유사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비록 멜-스펙트로그램과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

미지 데이터가 유사하더라도, 실제로 음성과 이미지 태스크

(task)는 매우 다르다. VGG 계열의 네트워크처럼 깊은 아키텍

처보다는 얕은 모델이 오디오 태스크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9]

은실험을통해확인할수있었고본논문에서 [3]의아키텍처가

그대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추가로 [3] 논문에서 VGG 네트워

크를 스타일 로스 네트워크로 사용했다. 이와는 달리, 본 논문

에서는 별도의 스타일 로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VGG

를 AlexNet으로 대체했을 뿐, 기존 GST-Tacotron 모델처럼

리컨스트럭션 로스(reconstruction loss)만으로 모델 학습을 진

행했다.

4. 실험 과정 및 결과

본논문의모델은 AI Hub에있는감정음성합성데이터셋으

로 학습되었다. 데이터셋은 1명의 30대 여성 성우의 목소리로

7가지 감정에 대해 각각 3,000개의 발화, 총 21,000개의 음성

파일로 구성된다. 제한된 GPU 메모리로 인해 9초 이상의 오디

오는 데이터셋에서 제외했다. GST의 헤드(head)는 4개, 토큰

수는 데이터셋에 있는 감정의 개수만큼 7개로 각각 설정되었

다.학습은배치크기 8로약이틀걸렸으며,학습속도(learning

rate)는 5만스텝(step)일때 1e-3에서 5e-4로경감했다.모델은

각 감정에 대해서 0에서 3까지, 총 4개의 감정 세기만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으며, 매 스텝마다 무작위로 스타일 세기를

바꾸면서 모델 학습이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델로 음성을 합성한 후, 그 결과를 7

명의청취자들(남성 2명,여성 5명)을통해검증하였다.청취자

들은 2가지 테스크(task)를 진행했다. 먼저 청취자들은 다양한

감정세기로합성된특정감정의음성을감정세기순서대로나

열했다. 다시 말해, 청취자들은 특정 감정 그룹에 속하지만 다

양한세기로합성된음성을들었을때,음성간의차이를구분할

수 있었으며 순서를 정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테스크에서는 청

취자들은 가장 강한 감정세기로 합성된 특정 감정 오디오를 비

교대상인 같은 특정 감정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트루스(ground

truth)오디오와얼마나유사한지를평가했다.그결과는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합성된 음성과 비교대상인 그라운드 트루스

오디오의 두 음성 유사도에 대해서 1은 매우 유사하지 않음을,

5는 매우 유사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치 결과를 통해, 총 7

개의 감정 중, 4개의 감정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수치의 결과가

표 1. MOS 결과

MOS Scores

Anger 3.87

Disappointment 4.14

Fear 4.85

Surprise 3.71

Sad 4.71

Neutral 4.71

Happy 3.57

산출되었고, 이는 그라운드 트루스 오디오와 유사한 감정으로

합성됐음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특정 감정을 다양한 세기로 음성합성하기 위해

GST-Tacotron2 모델에 컴퓨터 비전의 스타일 트렌스퍼 연구

를접목하였다.특히 6개의 CNN과 1개의 GRU로구성된 GST

레퍼런스 인코더를 3개의 CNN과 2개의 잔여블록 및 4개 레

이어의 AlexNet으로 대체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을

통해음성합성한결과를청취평가하였을때,감정변환및세기

의 조절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감정

변환 및 섬세한 감정 조절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감정스타일트렌스퍼(transfer)및세기조절을위한그

람 행렬(Gram matrix)을 사용한 스타일 로스가 추가된 모델

구현에 향후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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