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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성합성(text-to-speech: TTS) 기술은 음성신호(speech 

signal)의 자동생성(automatic generation) 시스템으로서(Jung, 

1994), 초기에는 주로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 TTS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점차 실생활 곳곳으로 응용 범위

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Yu, 2019). 예를 들면, ARS 전화 

음성 서비스를 비롯하여 안내 방송, 전자 우편, 내비게이션, 가

전, AI 스피커, 음성 번역기, 로봇, 전자책, 스크린 리더, 무인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 교육, 오락 등 우리 삶 전반의 영역에

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Voicewear, 2019). 이처럼 TTS의 

활용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합성음성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인식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합성음

성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산출되는 것이 중요하며, 언어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알맞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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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intonation)과 장단(duration)으로 음성이 산출되는 것도 중

요하다(Jung, 1994). 또한, 음성 검사 시 사용하는 요소인 음

의 높낮이(pitch), 음의 세기(intensity), 음성 품질(voice 

quality)과 유동성(flexibility)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좋은 음성인지 평가할 수 있다(Kim & Kwon, 

2014). 

합성음성과 관련된 선행연구(Gown et al., 2021; Park et al., 

2018; Yu, 2019)에서는 주로 말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와 

자연스러움(naturalness) 향상을 위한 공학적 차원의 분석이 진행

되어 왔다. 그러나 합성음성을 언어학적 차원에서 분석한 국내 논

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합성음성을 의사소통과 언어학적 측면에

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합성음성의 발화에 대한 시간, 운율, 조음 

차원의 평가와 일반 청자의 청지각적 인식이 반영된 다차원적

인 음성 프로파일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간적 

차원에서 합성음성의 속도가 적절한지, 운율적 차원에서 합성

음성의 음도는 어떠한지, 조음 차원에서 말의 명료성 정도와 

모음산출의 길이가 자연스러운지, 또, 청지각적으로 합성음성이 

어떻게 지각되고 호감 있는 음성으로 느껴지는지 살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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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차원에서 음성을 분석한 Lee와 Hong(2013)은 합성음성

의 속도에 따라 청자의 메시지 이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

고하면서, 합성음성의 말속도는 청자가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

하고 습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설명했다. Lee 등

(2014)의 연구에서는 합성음성의 처리 과정을 소개하며 발성 

시 기본 주파수, 음소의 지속시간, 음량, 휴지구간 길이 등에 

의해 합성음성의 자연스러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음소

의 지속시간 및 휴지구간의 길이가 합성음성의 명료도와 자연

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운율적 차원에서 음성의 음도를 분석하여, 운율의 적절성을 평

가할 수 있다. Nam과 Choi(2008)의 연구에서는 정상인 및 장애

인들의 음성 특성을 평가하는데 음도(pitch)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음도는 음의 자극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

로, 화자가 음도를 조절함으로써 음색을 제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화자 별로 성문의 닫힌 구간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였다. 이에 닫힌 구간에 대한 특성을 이용하여 음도

를 조절함으로써 화자의 음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Choi 

et al., 1998). 

조음 차원에서 음성을 분석할 때의 요소로, F₂ 기울기, 모음

길이, 모음면적 등이 있다. Lee(2012)의 연구에서는 이중모음

에서의 제2 포먼트 기울기를 측정함으로써 성도 모양에 큰 변

화 즉, 이중모음을 산출하는 동안의 혀 위치 변경에 따른 전체

적인 말 명료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Kim 등

(2011)의 연구에서 F₂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청지각적으로 말 

명료도가 저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말소리의 분석요소

로 모음면적과 모음길이비율이 있다. 모음공간면적은 개구도와 

혀의 전, 후 위치를 나타내는 음형대 주파수 값을 수치화시킨 

것으로, 모음공간면적과 명료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Ferguson & Kewley-Port, 2007). 그리고 모음길이는 발화 

시 한 음소가 다른 음소에게 영향을 주는 동시조음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데 동시조음의 영향을 받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말

소리가 자연스럽게 발음되는지를 알 수 있다(Kong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시간, 운율, 조음 차원과 함께 청지각적 차원

에서 합성음성을 실제음성과 비교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보

고자 하였다. 음성의 사용은 주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이루어

지므로, 음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는 것 외에도 청지각적

으로 청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중요하다. Lee 등(2016)

의 연구에서는 말소리의 자연스러움 정도에 대한 평가요소를 

운율, 말속도, 말소리 전달 명료도, 전체적인 평가 4개 항목으

로 평가하였고, Kwon(2015)의 연구에서는 목소리의 호감도를 

평가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실제

로 청자의 입장에서 합성음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호감도 

및 자연스러움의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고

자 하였다. 

합성음성은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명료성과 자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활용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합성음성이 사용

되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보다는 주로 내비게이션, 키오스

크 등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합성음성이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음향학적인 분석에 기반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간, 운율, 조음 측면에서의 음향음성학

적 분석 및 청지각적 평가를 통해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TTS 

기술이 실제음성을 구현하는데 어떠한 측면을 보완해야 할지 살펴

보고자 한다. 나아가 AAC 기기의 합성음성, AI를 활용한 의사소

통 중재, 합성음성 챗봇을 활용한 언어 검사 등 교육과 언어병리

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에 시간 차원의 음성 특성(전체 

말속도, 휴지시간, 휴지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에 운율 차원의 음성 특성(피치의 

평균, 중앙, 범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에 조음 차원의 음성 특성(F₂ 

기울기, 모음길이, 모음면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에 청지각적 평정점수(말속도, 운

율, 명료도, 부드러움, 친절, 호감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화자

본 연구에서는 실제음성 데이터는 20~30대 여성 16명을 대

상으로 확보하였으며, 합성음성 데이터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

과 타입캐스트 프로그램의 TTS 기술을 이용하여 확보하였다. 

실제음성 화자의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한국어를 모

국어로 사용하는 20~30대 여성이며, (2)서울, 경기, 인천에 거

주하고, (3)자가 보고를 통해 목소리와 관련된 질환이 없었던 

자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여성 화자의 평균 연령은 26.38

세(SD=3.59)였으며, 연령범위는 23~35세였다. 합성음성 화자

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https://clovadubbing.naver.com)과 타입

캐스트(https://typecast.ai/ko)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수집된 실제음성과 동일한 연령대, 성별, 언어에 

해당하는 합성음성을 수집하기 위해서, 성별은 여성, 연령대는 

청년, 언어는 한국어로, 스타일은 기본, 뉴스/리포터, 구연동화, 

내레이션, 게임으로 선택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합성된 음성

에 대한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평정하여 자연스러움이 높은 경우

만으로 선별하였다. 

2) 청자

청지각적 평가는 20대 남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청자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는 20대이며, (2)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하고, (3)자가 보고

를 통해 청력에 이상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청자의 평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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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26.13세(SD=2.29)였으며, 연령범위는 20~29세였다. 

2. 검사 도구

1) 발화 과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가을 문단(Kim, 1996)에서 발췌한 

3문장을 낭독하였다(Table 1). 가을 문단은 표준화된 문단 읽기 

과제로 자모음이 일정한 비율을 갖추고 있다(Kim, 1996). 대상자

는 목표 문장을 3번 반복해서 읽었으며, 반복할 때마다 5초간의 

간격을 두었다.

2) 청지각적 평가 과제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의 자연스러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청

지각적 평가를 하였다. 발화 과제에 대한 32개의 실제음성과 합성

음성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검사자료를 PPT 형태로 만들어 청자에

게 제공하였다. 청지각적 설문은 각 음원 당 총 6가지 항목(속

도, 운율, 명료도, 부드러움, 친절, 호감도)이며, 7점 척도로 평

가하였다(Table 2). Lee 등(2016)의 연구에서 운율, 말속도,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 전체적인 평가(overall rating) 

항목을 발췌하였고, Kwon(2015)의 연구에서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평가하는 4가지 호감도 항목 중 부드러움(softness), 

친절함(kindness)을 참고하여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실험 설계

1) 화자 발화 수집

실제음성 발화 수집은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의 

입과 핀 마이크(ECM-CS10, Sony Inc, Osaka, Japan) 사이의 

거리는 10cm를 유지하였다. 녹음기는 Roland의 EDIROL 

R-05HR(Roland, Inc., Osaka, Japan)을 사용하였으며, 녹음 시 

표본 추출률은 44.1kHz, 양자화 16bit로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

자에게 발화 과제 문장을 최대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읽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상자는 목표 문장을 3번 반복해서 읽었으며, 반복

할 때마다 5초간의 간격을 두었다. 연구자들은 대상자별로 수집

된 발화 3개를 명료성을 기준으로 평정하여, 가장 높게 평정된 

발화를 최종 음성 샘플로 선정하였다. 합성음성의 경우, 합성음성

을 제공하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과 타입캐스트에서 연구 과제에 

해당되는 문장을 적은 뒤, 선정된 16명의 합성음성 화자 별로 음

성을 추출하였다.

2) 청지각적 평가 설문

청자에게 음성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과제에 대한 32

개의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PPT 형태로 만

들었으며, 설문지의 양식은 구글폼

(https://docs.google.com/forms) 설문 양식을 사용하였다. 청자

는 음성자료를 듣고 각 음원 당 총 6가지 항목(속도, 운율, 명

료도, 부드러움, 친절, 호감도)을 7점 척도로 설문지에 평가하였

다. 

3) 음향음성 분석

16개의 실제음성과 16개의 합성음성을 합한 총 32개의 발

화를 Praat(ver. 6.1.51)으로 분석하였다. 발화에 대한 시간, 조

음, 운율, 청지각적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 기술

하였다.

(1) 시간차원 분석

전체 말 속도(overall speech rate)는 초당 음절 수(Shin, 

2018; Yu, 2019)로, 제시된 문단 발화의 휴지시간이 포함된 문

단 전체 발화시간을 음절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평균 휴지시

간(average duration of pause)은 총 휴지시간을 휴지 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이때의 휴지시간은 생리적, 조음 실현을 

위해 발생한 묵음을 제외한 0.1ms 이상의 묵음 구간으로 측정

하였다(Lee, 2020; Yoo & Shin, 2020, Figure 1). 휴지비율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 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숲속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라.

Table 1. Sentence list

Negative
Definitely 
disagree

Most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utral
Slightly
agree

Mostly
agree

Definitely
agree

Positive

Speech rate Very slow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ery fast

Prosody Less of rhythm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ull of rhythm

Speech intelligibility Very unclea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ery clear

Softness Very har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ery soft

Kindness Very unkin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ery kind

Preference Low prefere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High preference

Table 2. Perceptual evaluation questionnaire 
Figure 1. Example of pause analysis using Pr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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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ion of pause)은 전체 발화시간에서 휴지가 차지하는 비율

로 전체 휴지시간에서 전체 발화시간을 나눈 후에 100을 곱하

여 산출하였다. 

(2) 운율차원 분석

음의 높낮이에 대해 피치의 평균/중앙/범위(pitch level, pitch 

median, pitch span)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값들은 문단 전체를 

선택하여 Praat의 voice report를 통해 측정하였다.

(3) 조음차원 분석

F₂ 기울기(second formant slope: F₂ slope)는 제시된 문단

의 이중모음(/ㅕ/, /ㅝ/)에 대하여, 20ms 구간 기준으로 20Hz 

이상 차이가 날 때의 F₂ 기울기를 절대값으로 측정하였다

(Byeon, 2009; Cho et al., 2021; Choi, 2011; Han et al., 

2013; Kim et al., 2009; Lee, 2012, Figure 2). 

모음길이(vowel duration)는 포먼트가 일정한 구간(또는 파

형이 규칙적인 구간)을 기준으로 4개의 모음(/a/, /i/, /u/, /ae/)

을 V, CV, CVC 상황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모음면적(vowel 

space area)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모음사각도를 측

정하였다(Han, 2013; Higgins & Hodge, 2002; Park & Hugh, 

2014). 

모음면적 = .5(F1 /i/ × F₂ /u/ - F1 /u/ × F₂ /i/) + .5(F1 /u/ ×

F₂ /a/ - F1 /a/ × F₂ /u/) + .5(F1 /a/ × F₂/ æ/ - F1 /æ/ × F₂ /a/)

+ .5(F1 /æ/ × F₂ /i/ - F1 /i/ × F₂ /æ/)

Figure 2. Example of F₂ slope analysis using Praat

(4) 청지각적 차원 분석

본 연구에서는 16명의 청자가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을 듣고 

6가지 항목(속도, 운율, 명료도, 부드러움, 친절, 호감도)에 따

라 1~7점으로 평정하였으며, 항목별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

다.

4.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 내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와 평

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산출하기 위해서, 전체 

32개의 자료 중 20%에 해당하는 7개의 샘플을 선택하였으며, 

신뢰도는 Pearson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음향ㆍ음

성분석을 실시한 평가자들은 모두 총 6시간 이상의 Praat 프로

그램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며, 충분히 Praat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숙련된 이후에 음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자 내 신뢰도 산출을 위해서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에 있

는 본 연구의 제1 저자가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정치에서 상관계수가 .911~1.000이었다(all p<.01). 검

사자 간 신뢰도 측정을 위해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

원생 2인이 제2 평가자로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측정치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정치에서의 상관계수가 .917~1.000이

었다(all p<.01). 

5. 결과 처리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ver 28.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샤피로 윌크 검

정(Shapiro-Wilk normality test)을 실시한 결과, 모든 종속변수

가 정규분포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시간, 운율, 조음 차원에서의 음

향음성분석 및 청지각적 평가에서 합성음성과 실제음성의 파라

미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변량분산

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시간 차원의 분석

실제음성과 합성음성 간 전체말속도, 평균 휴지시간, 발화 당 

휴지비율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다변량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은 전체말속도(F(1,

30)=.822, p=.372), 평균 휴지시간(F(1, 30)=.255, p=.617)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휴지비율에서는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합성음성의 휴지비

율(F(1, 30)=4.238, p=.048)이 실제음성보다 유의미하게 길었

다. 

Real voice Synthesized voice

Overall speech rate  5.20 ( .41)  5.35 ( .53)

Average duration of pause   .47 ( .21)   .50 ( .08)

Portion of pause 10.22 (4.39) 13.01 (3.17)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3. Descriptive results of overall speech rate, average 
duration of pause, and portion of pauses in the synthesized 
voices and real voices

2. 운율차원의 분석

실제음성과 합성음성 간 피치의 평균, 피치의 중앙, 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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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은 피치 평균(F(1, 30)=2.773, 

p=.106), 피치 중앙값(F(1, 30)=2.334, p=.137), 피치 범위(F(1,

30)=4.114, p=.05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eal voice Synthesized voice

Pitch average 217.79 (17.02) 232.78 (31.73)

Pitch median 217.18 (21.07) 232.00 (32.58)

Pitch range 165.77 (44.08) 205.09 (63.8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4. Descriptive results of pitch-related variables in the 
synthesized voices and real voices

3. 조음차원의 분석

실제음성과 합성음성 간 F₂ 기울기, V 모음길이 평균, CV 

모음길이 평균, CVC 모음길이 평균, 모음면적의 기술통계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음성

과 합성음성은 F₂ 기울기 평균(F(1, 30)=.621, p=.437), V 모음

길이 평균(F(1, 30)=.066, p=.799), CV 모음길이 평균(F(1,

30)=2.258, p=.143)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VC 모음길이 

평균과 모음면적에서는 실제음성과 합성음성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합성음성의 CVC 모음길이 평균(F(1, 30)=4.423, 

p=.044)이 실제음성보다 유의미하게 길었고, 합성음성의 모음

면적(F(1, 30)=6.770, p=.014)이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컸다.

4. 청지각적 차원의 분석

실제음성과 합성음성 간 청지각적 차원의 특성(속도, 운율, 명료

도, 부드러움, 친절, 호감도)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운율(F(1, 30)=3.516, p=.071), 친절(F(1,

30)=.731, p=.399), 호감도(F(1, 30)=3.922, p=.057)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속도(F(1, 30)=6.882, p=.014), 

명료도(F(1, 30)=19.116, p=.002), 부드러움(F(1, 30)=12.125,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Real voice Synthesized voice

Speech rate 3.85 ( .70) 4.76 (1.20)

Prosody 4.17 ( .59) 4.67 ( .89)

Speech intelligibility 4.61 ( .44) 5.28 ( .42)

Softness 4.36 ( .62) 3.64 ( .56)

Kindness 4.15 ( .62) 3.97 ( .62)

Preference 4.13 ( .53) 3.73 ( .62)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6. Descriptive results of speech rate, prosodic, speech 
intelligibility, softness, kindness, preference in the synthesized 
voices and real voices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을 시간, 운

율, 조음, 청지각적 차원의 분석을 통해서 실제음성과 합성음성

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간차원에서는 합성음

성의 휴지비율이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길었으며, 운율차원에

서는 합성음성과 실제음성의 음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조음차원에서는 합성음성의 CVC 음절구조에서의 모음길이의 

평균이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길었으며, 합성음성의 모음면적

이 실제음성보다 유의미하게 컸다. 청지각적 차원에서는 청자

들이 합성음성의 말속도가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빠르고 명료

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실제음성이 합성음성보다 유의하게 부드

럽다고 지각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의 시간 차원에서의 특성

을 살펴본 결과, 전체 말속도와 평균 휴지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합성음성의 발화 당 휴지비율이 실제음성보

다 유의하게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아나운서가 여성 

TTS보다 휴지 비율이 길었다는 Yu(2019)의 연구 결과와 상반

된 결과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결과 차이는 화

자의 발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발화를 수집한 Yu(2019)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발화를 수집하였는데, 뉴스를 진행할 때 

나타나는 아나운서의 발화 특성이 일반 여성의 발화 특성과 차

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

은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에 전체 말속도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합성음성의 휴지비율은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길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합성음성의 조음 속도가 실제

음성보다 빨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의 청지

각적 평가에서도 청자들은 합성음성의 말속도가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빠르다고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시간 차원의 음향음

성 분석에서 합성음성의 휴지비율이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큰 

Real voice Synthesized voice

F₂ slope 7.54 ( 1.82) 8.00 ( 1.40)

Vowel duration in the 
V context

58.76 ( 9.85) 59.69 (10.73)

Vowel duration in the 
CV context

57.65 (10.18) 76.54 (49.25)

Vowel duration in the 
CVC context

42.85 ( 7.14) 49.02 ( 9.31)

Vowel space area
240973.49

(122536.32)
389227.43

(192174.36)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5. Descriptive results of F₂ slope, vowel duration in the V 
context, vowel duration in the CV context, vowel duration in 
the CVC context, and vowel space area in the synthesized 
voices and real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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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의 운율 차원에서의 특성을 살펴보

면,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이 피치의 평균, 중앙, 범위 등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TTS 기술이 

실제음성의 운율 특성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TTS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합성음성이 기존 

합성음성의 특징인 단조로운 음성에서 벗어나 실제음성과 유사

한 운율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음 차원의 분석에서 살펴보면, V, CV 맥락에서는 실제음

성과 합성음성 간 모음길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CVC 

맥락에서는 두 음성 간 모음길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CVC 맥락에서 합성음성의 모음길이가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실제음성 산출 과정에서는 동시조음(coarticulation) 현

상이 발생한다. 동시조음이란 두 개 이상의 음소가 같은 시간

에 두 개 이상의 다른 음소들을 동시에 산출하기 위해 움직이

는 것을 말한다(Ferrand, 2007). 여러 조음자를 순차적, 연속

적으로 산출하는 상황에서는 동시조음 현상이 발생하며, 이 과

정에서의 조음동작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빠르게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CVC 맥락에서만 두 음성 간 모음길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합성음성이 실제 조음 특성을 충분히 구현하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에, 조음복잡성이 낮은 V, 

CV 맥락에서는 합성음성이 실제음성과 유사한 조음 특성을 구

현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음성에서는 화자의 조음과정에

서 산출하는 음소들이 서로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소별로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Park, 

2015), 이러한 측면은 청지각적 평가에서 청자들이 합성음성보

다 실제음성이 부드럽다고 지각하게 된 것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합성음성의 모음면적이 실제음

성보다 유의하게 컸다. 모음면적은 말 명료도와 상관관계가 있

으며(Turner et al., 1995), 말 명료도에 대한 음향학적인 객관

적인 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Han et al., 2013; Lee et al., 

2010; Park & Hugh, 2014). 추가적으로 말 명료도에는 시간

적 차원에서의 휴지비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

성음성의 휴지비율이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고, 

이는 합성음성의 조음 속도가 실제음성보다 빨라서 청자들로 

하여금 말의 내용을 처리하는 데 용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지각적 평가에서 청자들이 합성음성의 명료도가 실제음성보

다 유의하게 높다고 지각한 것도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청지각적 평가 결과, 청자들은 합성음성의 말속도가 실제음

성보다 유의하게 빠르고, 명료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실제음성이 

합성 음성보다 더 부드럽다고 지각하였다. 호감도 부분에서는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지각적 평가의 대상자인 20대 남ㆍ녀가 합성음성에 익

숙한 세대로서 합성음성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과 관련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합성음성이 주로 사용되는 상황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과 같은 명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과 관련

된 상황이므로, 합성음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료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정보 전달 외에도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위한 목적으로 발화를 산출하므로 합성음성에서는 구현되

지 못하는 정서적 표현, 정교한 억양 표현이 가능하였을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제음성의 부드러움 요소가 합성음

성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평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합성음성의 언어병리학적 해석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합성

음성을 실제음성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합성음성을 실

제음성과 더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한 다차원적 분석의 기본적

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더 다양한 합성음성의 다차원적

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더 정교한 TTS의 기술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지각적 평가를 통해 합성

음성에 대한 청자들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를 밝혀내었다. 이

를 통해 합성음성이 정보 전달 외에도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음성의 부드러움을 강화하기 위한 초분절적인 음향

음성 파라미터의 개선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의 조음과 관련된 음향음성 측정치 간의 차이를 발

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TTS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공학적인 부분에서 조음 관련 파라미터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자들은 합성음

성를 실제음성과 비슷한 호감도를 가지며 더 명료하게 지각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장애 아동 및 성인의 치료에 합

성음성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TS 기술의 저비

용 고효율의 강점을 살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다양한 교재 

및 도구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 및 향후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합성음성 및 실제음성의 표본의 수에 제한

이 있어 모든 합성음성에 대한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의 다양한 합성음성으로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지각적 대상이 20~30대

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청지각적 평가의 대상인 20~30대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합성음성에 익숙하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청지각적 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음성 분석은 20~30대 여성만

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제한이 있다. 합성음성에는 현재 다양

한 연령과 성별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과 성별을 대상으로 음성을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

구는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의 일부만 수집하여, ‘같다-다르다’의 

이분법적인 차원으로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음성과 합성음성의 다양하고 변이

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움, 호감도, 명료도에 따른 실제

음성과 합성음성의 음향적인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청지각적 평가에서 6가지 항목 중 

‘부드러움’, ‘친절’, ‘호감도’의 3가지 항목은 모두 호감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평가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

게 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음성의 호감도 하위 항목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합성음성 구현을 

위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성음성을 실제음성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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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여성 화자의 음성을 다양한 음도로 반영한

다면 더 넓은 범주의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합성음성의 경우에도 공적인 상황과 더불어 사적인 

상황에 맞게 부드러운 음성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측면에서 기대

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기기의 부자연스러운 

합성음성을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개선함으로써 AAC 사용자들

의 의사소통 질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AI를 활용한 언어 중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를 활용한 상호작용 중재에서 지적장애 학생은 의사소통 의

도와 화용론적 특성이 향상되었으며(Kim & Jeong, 2020), 학

령전기 아동들은 대화 차례 주고받기에서 향상을 보였다(Park 

& Yim, 2021). 또한, 주관적 기억장애(subjective memory 

impairment)은 AI를 활용한 의사소통 교류가 기억력, 이름 대

기, 주의집중, 우울감에서 향상을 보였다(Park, 2020). 이에 AI

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에서 AI의 자연스러운 합성음성 사용

으로 의사소통 중재의 효과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

째, Choi 등(2021)의 연구는 아동의 자발화 수집을 위한 챗봇

을 제안하였다. 이에 자연스러운 합성음성을 가진 챗봇을 통하

여 아동의 자발화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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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음성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20-30대 한국 여성의 합성음성과 실제음성의 특성 비교

권순하1, 전예솔1, 유성아1, 오유림1, 이영미2*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2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교수

목적: 본 논문은 여성의 합성음성과 실제음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그 차이를 알아내는 데 목적을 

가진다. 

방법: 23~35세의 성인 여성 1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대상자들은 3개의 문장을 읽고, 

녹음하였다. 합성음성을 제공하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과 타입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여성 청년 

목소리에 해당하는 16개의 합성음성을 선정하였고 실제음성이 녹음한 것과 같은 문장으로 

작성하여 녹음파일을 추출하였다. 그 후, 총 32개의 음성을 시간, 운율, 조음 측면, 그리고 

청지각적 평정점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시간차원에서 합성음성의 휴지비율이 실제음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다. 둘째, 

운율차원에서는 합성음성과 실제음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조음차원을 살펴보았을 

때, CVC 구조의 문장에서 합성음성의 모음 지속시간은 실제음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 

모음면적에서도 합성음성이 실제음성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지각적 평가 

결과 청자들은 합성음성에 비해 실제음성을 더 부드럽다고 지각하였고, 실제음성에 비해 

합성음성을 더 빠르고 명료하게 인식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합성음성이 시간, 조음, 청지각적 차원에서 여성의 실제음성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음성에 비해 합성음성은 더 빠른 말속도, 더 명료한 

발음으로 여성 청년의 음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TTS 기술이 실제음성을 구현하는데 

어떠한 측면을 보완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나아가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검색어: 합성음성, 실제음성, 음향학적 평가, 청지각적 평가, 다차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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