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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음성합성을 이용한 병적 음성의 치료 결과에 대한 예측

성대마비와 성대폴립환자에게 가장 유효한 치료방법은 지금까지 수술적 

처치라고 알려져 있다. 음성장애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에 

어느 정도로 음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므

로 수술 후 예측되는 음성을 직접 들려주는 것이 수술 전 설명에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 

프로그램(Tiger DRS, Inc. Version 4)에 음성을 특성 지어주는 세 변수인  

지터(jitter), 쉬머(shimmer)와 성대잡음(NNE(normalized noise energy))을 

인위적으로 교정하여 수술 후 예측되는 음성을 합성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성대마비로 진단 후 Type I thyroplasty와 arytenoid adduction을 시행 받

은 환자 10례와 후두미세수술 후 성대폴립으로 확진된 환자 10례를 대상으

로 수술 1주 전 과 1달 후 Dr. Speech Science 음성분석 프로그램(Tiger 

DRS, Inc. Version 4)을 이용하여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측정하 다. 

그리고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터, 쉬머, 성대잡음 수치를 변화시

켜 두 질병의 수술 전 병적인 음성과 유사한 '애' 모음을 합성한 후 합성

된 수술 전 음성을 분석하여 환자의 실제 수술 전 음성과 비교하 다. 그

리고 다시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질병의 합성된 수술 전 병적

인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수치를 변화, 교정하여 두 질병의 수술 후

의 음성과 유사한 음성을 합성한 후 합성된 수술 후 음성을 분석하여 환자

의 실제 수술 후 음성과 비교하 다. 

환자의 실제 수술 전,후의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측정치를 합성된 

수술 전,후의 음성과 비교하여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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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대폴립환자의 수술 전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 프

로그램에 입력하여 수술 전 음성을 합성하고 이 합성된 음성의 세 변수 값

을 정상범위로 교정하여 수술 후 음성을 합성한 후 합성된 수술 전,후의 

음성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실제 수술 전,후의 음성과 합성된 수술 전,후의 

음성은 유사하 다.

2.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프

로그램에 입력하여 수술 전 음성을 합성한 결과 합성음의 세 변수들 모두 

실제 수술 전 음성의 수치보다 증가됬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유

발한 세 변수들 간의 상승효과를 제거한 후 교정된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은 성대마비환자의 실제 

수술 전 음성과 유사하 다.

3. 합성프로그램에 경도의 지터, 쉬머 수치와  정상범위로 교정된 성대잡

음 값을 입력 후  합성된 음성은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후 음성과 유사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성한 음성의 음향

학적 분석상 합성음이 수술 전,후의 음성과 유사하다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된 수술 후 예측 음성을 환자

에게 제시함으로써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환자

의 치료에 대한 협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 음성합성, 병적음성, 성대마비, 성대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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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합성을 이용한 병적 음성의 

치료 결과에 대한 예측

< 지도    김   광   문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주 환

I.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성대마비와 성대폴립환자에게 가장 유효한 치료방법은 지금까지 수술적 

처치라고 알려져 있다. 병변에 대한 수술 전 음성검사와 후두내시경검사를 

이용한 설명은 가능하나 음성장애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 음성장애

의 원인이 되는 병변의 완전한 제거 또는 교정과 함께 수술 후에 어느 정

도로 음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성형외과에서 코의 성형이나 턱 교정 수술 전에 환자의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하여 수술 후 예측되는 모습을 모니터로 보여 주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음성 장애로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수술 후에 예측되는 음성을 들려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음성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는 지터(jitter), 쉬머(shimmer), 성대잡

음(NNE(normalized noise energy)) 등이 있다. 성문파형 주기의 빠른 진폭 

변화를 나타내는 지터는 성대의 진동주기성을 감소시키는 병변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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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음성의 거칠음(vocal roughness)을 대변하는 수치이다. 연속되는 

주기들 사이의 평균진폭의 차이라고 정의되는 쉬머 역시  성대진동 양식의 

불규칙성을 유발하는 인자를 반 하는 수치로 여겨진다.1 성대잡음은 부분

적으로 개방된 성문에서 발생하는 음색과  거친 기류의 조합을 반 하는 

수치이다.
2 

연구자들은 성대 폴립과 성대마비환자에게 있어서 ① 수술 전과 수술 후

에 음향학적 분석을 시행하고 ② 수술 전 음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술 전 음성을 합성하고 

그리고, ③ 합성된 수술 전의 병적 음성에 인위적으로 이들 변수를 변화시

켜  수술 후에 얻어지는 음성과 유사한 음성을 합성하여 음성합성 프로그

램에 의한 합성음과 환자의 실제 수술 후 음성을 비교함으로써 합성음의 

신뢰도와 임상에서의 유용성을 알아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합성

된 수술 후 음성을 환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수술 후 얻어지는 음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시하고, 수술 후의 치료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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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음성장애를 주소로 동세브란스 이비

인후과에 내원하여 후두내시경 검사를 거침으로써 성대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 10례와 음성검사 후 후두미세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조직검

사에서 성대폴립으로 확진된 환자 10례를 대상으로 하 다. 성대마비환자 

중 성대의 휘어짐이 있거나 일측성성대마비 외의 다른 병변을 가진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성대폴립환자군의 경우  6명의 여자, 4명의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평균나이는 41.7세 다.(범위, 28-63세) 성대마비환자군의 

경우 7명의 여자, 3명의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평균나이는 47.2세 다.(범

위, 25 - 67세) 

2. 방법   

가. 수술 전 음성분석 

두 환자 군을 대상으로 수술 1주 전 Dr. Speech Science 음성분석 프로그

램(Tiger DRS, Inc. Version 4)을 이용하여 음성분석을 시행하 다.
 
주파수

가 음성변수에 향을 주므로 수술 전,후 의 기본주파수는 비교적 같게 유

지하도록 노력하 다.3 음성 차단이 된 방 안에서 마이크로폰에서 환자의 

입까지 5cm의 간격을 둔 후 2초 동안 편안한 크기와 높이의 목소리로 '애

' 모음을 발성한 후 첫 0.25초 와 마지막 0.25초는 발성 개시시 발생하는 

‘burst’ 와 발성 종료 시 발생하는 ‘pitch break’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에

서 제외하고
4 음성분석을 실시하여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측정하 다. 

(그림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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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애’ 모음을 Dr. Speech science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직사각형내의 변수는 지터(jitter), 쉬머(shimmer), 성대잡음
(NNE).

그림 1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애’ 모음을 Dr. Speech science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직사각형내의 변수는 지터(jitter), 쉬머(shimmer), 성대잡음
(NNE).

그림 2.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애’ 모음을 Dr. Speech science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단의 그래프들은 음향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환자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수치 모두 정상수치에 비해 증가된 상태를 알 수 있으며 하단의 그림은
청취자의 지각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환자의 경우 음성의 hoarse, harsh, breathy 
성분 모두 3에 가까운 심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2.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애’ 모음을 Dr. Speech science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단의 그래프들은 음향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환자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수치 모두 정상수치에 비해 증가된 상태를 알 수 있으며 하단의 그림은
청취자의 지각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환자의 경우 음성의 hoarse, harsh, breathy 
성분 모두 3에 가까운 심한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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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술 전 음성의 합성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터, 쉬머, 성대잡음 

수치를 변화시켜 두 질병의 수술 전 병적인 음성과 유사한 '애' 모음을  

합성한 후 음성분석을 실시하여 환자의 실제 수술 전 음성과 비교하 다.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 프로그램(Voice synthesis and 

Therapy)을 이용한 모음의 합성

수술 전, 후 음성의 합성은 Klatt이 제시한 '후두원음모델(glottal source 

model)'에 기초된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시행하 으며, 음성합성  

단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5
(그림 3)

그림 3. Klatt에 의해 고안된 병적인 음성합성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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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을 합성하기 전  ‘Voice synthesis and therapy’ 프로그램의 주된 구

성요소를 차지하는 ‘Voice synthesis dialog box’ 내의 조절변수인 모음변

수들에 대한 지정은 아래와 같다.6 (그림 4)

그림 4.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프로그램의 조절변수

A : Pitch flutter (지터(jitter)를 조절하는 변수)  

B : FA (쉬머(shimmer)를 조절하는 변수)

C : HFG , LFG (성대잡음을 조절하는 변수)) 

A

B

C

(1) 시간

(가)표본 주파수(sampling frequency(Hz))

합성된 음성의 출력표본율은 44100 samples/second(Hz)로 제시되었다. 이

는 44100 Hz의 표본주파수에서 출력파의 주파수 성분은 22050 Hz까지 이

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표본이론에 의한 고음질의 음성신호재현율을 보증 

할 수 있는 상부 경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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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대 자료기간(maximum data length)  

합성된 발성의 최대 음절기간이며 msec로 표시된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기간은 2,000 msec(2 sec)이다 

(다)VRT:Voice rising time(ms)

음성진폭상승시간을 의미하며 40msec로 주어졌다.

(라)VFT:Voice falling time(ms)

음성진폭하강시간을 의미하며 역시 40msec로 주어졌다.

(2) 포만트(Formants)

(가) 포만트 수 

포만트 수는 5로 주어졌으며 이는 정상 성인남자의 발성관의 길이(17cm)

와 부합되는 수이다.

(나) 포만트 주파수

환자의 음성을 Dr. Speech Science ‘Real analysis’ 프로그램의 ‘formant 

tracking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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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r. Speech Science ‘Formant tracking program’을 이용하여 측정한 환자의

포만트 주파수. 이 주파수 수치들을 음성합성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음성을 합성하였다. 

(3) 후두원음(Glottal source)

(가) Pitch flutter(%) : pitch period flutter

기본주파수의 임의의 변동을 의미하며 이상적으로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

는 파동의 합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므로 지터율(jitter percent)은 사용

자가 정의하는 피치변동(pitch flutter) 수치에 의해 향을 받는다.

(나) AV : amplitude of voicing(dB)

60dB의 값이 모음합성에 있어서 최대 비과부화 음성높이이므로 이 수치를 

정하 다.

(다) OQ: Open quotient (%)

Open quotient는 성문주기의 전체기간분의 개방시간을 의미하며 첫 번째 

harmonic의 진폭에 향을 준다. 제시된 값은 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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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A: Flutter of amplitude(%)

성문근원 진폭의 임의의 변동을 의미하며 이상적으로 일정한 성문근원 진

폭을 가지는 파동의 합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므로 쉬머율(shimmer 

percent)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강도변동(amplitude flutter) 수치에 의해 

향을 받는다.

(4) 후두잡음 근원(Glottal noise source)

(가)MFG: 저주파수 이득(low frequency gain)(dB)

저주파수 역의 잡음근원 이득의 값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저

주파수의 성대잡음수치가 증가된다.

(나)HFG: 고주파수 이득(high frequency gain)(dB)

고주파수 역의 잡음근원 이득의 값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고

주파수의 성대잡음수치가 증가된다.

(다)HFB and HFE (High frequency gain begin and end(%))

50과 100으로 주어졌으며 이는 고주파수 역의 시작점이 11025Hz이며 종

말점이 22050Hz임을 의미한다.

다. 수술 

성대 마비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하에 Type I thryroplasty와 arytenoid 

adduction을 시행하 으며 성대폴립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하에 

Kleinsasser 후두경와 Zeiss 현미경을 이용하여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

다.

라. 수술 후 음성분석

두 환자 군을 대상으로 수술 한 달 후에 Dr. Speech Science 음성분석 프



- 12 -

로그램(Tiger DRS, Inc. Version 4)을 이용하여 음성분석을 시행하 다. 수

술 한 달 후 음성검사를 시행한 이유는 수술 후 발생되는 부종의 흡수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다.7  수술 전 음성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음성분석

을 실시하여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측정하 다.

마. 수술 후 음성의 합성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질병의 합성된 수

술 전 병적인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수치를 변화, 교정하여 두 질병

의 수술 후의 음성과 유사한 음성을 합성한 후 합성된 수술 후 음성을 분

석하여 환자의 실제 수술 후 음성과 비교하 다. (그림 6)

그림 6. 음성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성한 성대폴립환자의 수술 후 ‘애’ 모음.         
규칙적인 파동간의 간격과 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잡음성분도 드물게 관찰되는
정상범위의 음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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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계처리

모든 결과는 평균으로 표시하 다. 통계적 분석은 Mann-Whitney U test

를 이용하 으며, p 값이 0.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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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성대폴립환자의 수술 전 음성의 합성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대폴립환자의 수술 

전 음성과 유사하도록 합성한 /애/ 모음의 평균 지터값은 0.56%, 쉬머 값

은 4.42%, 성대잡음값은 -4.07dB이었고, 이는 수술 전 환자의 /애/ 음성에

서 측정된 세 변수의 평균수치(지터:0.64%, 쉬머:4.69%, 성대잡음:-4.47dB)

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 value>0.05)(표 1)

표 1. 성대폴립환자의 수술 전 측정된 음성과 합성된 음성의 음향학적 변수의 비교

Measured                  Synthesized                     p

Jitter(%; normal  < 0.5) 1  0.64                     0.56             >0.05 *

Shimmer (%; normal < 3) 1 4.69                     4.42               >0.05 *

NNE(dB; normal < -10) 1 -4.47                   -4.07                        >0.05 *

1. 지터(jitter), 쉬머(shimmer), 성대잡음(NNE) 정상수치는 Dr. Speech science manual에 제시된 수치를 사용
* Significant Mann-Whitney test (p>0.05)

2. 성대폴립환자의 수술 후 음성의 합성

수술 후 음성과 유사하도록 합성한 /애/ 모음의 평균 지터값은 0.31%, 쉬

머 값은 1.77%, 성대잡음값은 -12.96dB이었고, 이는 수술 후 환자의 /애/ 

음성에서 측정된 세 변수의 평균수치(지터:0.33%, 쉬머:1.91%, 성대잡

음:-13.08dB)와 통계학적으로 역시 유의하 다.(p value>0.05)(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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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대폴립환자의 수술 후 측정된 음성과 합성된 음성의 음향학적 변수의 비교

Measured                  Synthesized                     p

Jitter(%; normal  < 0.5) 1  0.33                     0.31             >0.05 *

Shimmer (%; normal < 3) 1 1.91                     1.77               >0.05 *

NNE(dB; normal < -10) 1 -13.08                -12.96                        >0.05 *

1. 지터(jitter), 쉬머(shimmer), 성대잡음(NNE) 정상수치는 Dr. Speech science manual에 제시된 수치를 사용
* Significant Mann-Whitney test (p>0.05)

3.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음성의 합성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음성과 유사하도록 합성한 /애/ 모음의 평균 지터값은 3.99%, 쉬머 값

은 10.12%, 성대잡음 값은 -1.31dB이었고 이는 수술 전 환자의 /애/ 음성

에서 측정된 세 변수의 평균수치(지터:4.16%, 쉬머:10.27%, 성대잡

음:-1.36dB)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 value>0.05)(표 3)

표 3.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측정된 음성과 합성된 음성의 음향학적 변수의 비교

Measured            Synthesized                     p

Jitter(%; normal  < 0.5) 1  4.16                     3.99             >0.05 *

Shimmer (%; normal < 3) 1 10.27                    10.12                >0.05 *

NNE(dB; normal < -10) 1 -1.36                    -1.31                       >0.05 *

1. 지터(jitter), 쉬머(shimmer), 성대잡음(NNE) 정상수치는 Dr. Speech science manual에 제시된 수치를 사용
* Significant Mann-Whitney test (p>0.05)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음성을 합성하는 경우, 수술 전 음성분석에서 

측정된 지터, 쉬머와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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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음성을 다시 음성분석하자,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 모두 실제 환자

의 수술 전 음성의 측정치보다 증가되어있는 수술 전 음성과 전혀 다른 

음성이 합성되었다. 이는 정상범위를 과도로 초과한 세 수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증가된 결과로 판단된다. 세 변수 모두를 입력하여 

합성한 음성과 두 변수만을 입력하여 합성한 음성과의 차이점을 찾아, 

두변수가 나머지 한 변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같은 

상호작용을 교정한 후 교정된 순수한 세 변수를 다시 음성합성프로그램

에 입력 시 수술 전 음성과 유사한 음성을 합성해낼 수 있었다.

4.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후 음성의 합성

수술 후 음성과 유사하도록 합성한 /애/ 모음의 평균 지터값은 0.98%, 쉬

머값은 3.18%, 성대잡음값은 -8.70dB이었고 이는 수술 후 환자의 /애/ 음

성에서 측정된 세 변수의 평균수치(지터:1.03%, 쉬머:3.30%, 성대잡

음:-8.88dB)와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 value>0.05)(표 4)

표 4.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후 측정된 음성과 합성된 음성의 음향학적 변수의 비교

Measured            Synthesized                     p

Jitter(%; normal  < 0.5) 1  1.03                     0.98             >0.05 *

Shimmer (%; normal < 3) 1 3.30                     3.18               >0.05 *

NNE(dB; normal < -10) 1 -8.88                    -8.70                        >0.05 *

1. 지터(jitter), 쉬머(shimmer), 성대잡음(NNE) 정상수치는 Dr. Speech science manual에 제시된 수치를 사용
* Significant Mann-Whitney test (p>0.05)

성대마비환자의 경우 합성된 수술 전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정상범위로 교정 후 이 수치를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수술 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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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합성한 결과 세 변수에서 모두 환자의 실제 수술 후 음성의 측정치보

다 감소된 결과를 보 다. 다시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경도의 지터, 쉬머 값

과 정상 범위로 교정된 성대잡음 값을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은 성대마비환

자의 수술 후 음성과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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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음성인식, 음성합성, 음성입력, 음성명령, 음성보안 등 음성과 관련된 정보

통신기술은 음성게임, 교육, 반도체 칩, 보안 솔루션, 사이버 캐릭터, 음성

번역 전자사전, e북, 홈오토메이션 등의 사업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성합성은 여러 분야,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는

데,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TTS(Text-to-Speech)와 UMS 서비스에

서 문자메일을 핸드폰을 통해 들려주는 서비스에 이용되며 통화음질의 향

상, 음성인식 프로그램의 개발 등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8

임상에서 음성신호처리가 이용되는 분야로는 음성신호 분석, 음성 합성, 

음성 합성으로 얻어진 음성신호의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비인후과에

서는 음성신호 분석을 통하여 병적음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왔고, 

임상적으로도 일반적인 음성 클리닉이나 음성 검사실에서 일상적으로 검사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음성의 합성분야나 음성합성에 의하여 

얻어진 음성신호 분석분야는 상대적으로 이비인후과나 음성치료분야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 는데, 그 이유는 아마 임상적인 효용성을 찾기 힘든 데

서 비롯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자는 음성의 합성으로 병적음성을 합성한 후, 지터, 쉬머, 성대잡음의 

세 변수를 각각 변화시켜 새로운 음성을 실험적으로 합성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어떤 변수의 변화를 주었을 때 수술 후 음성과 유사한 음성이 합성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단목적이 아닌, 후두질환으로 인한 

음성장애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한 후 어떤 음성을 낼 수 있을지를 예측하

는 방법을 연구하 다. 

음성의 음향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발성법, 음질, 음의 강도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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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의 변화, 성대잡음, 포만트 등이 있으며
9 이중 음성 질환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 변수는 지터, 쉬머와 성대잡음이다. 병적 

음성의 낮은 신호 대 잡음비와 높은 지터, 쉬머 수치는 발성주기의 폐쇄시

기 도중 성문의 불완전한 폐쇄에 의한 기류유출로 유발되는 거친 잡음과 

성대의 무주기적인 파동을  유발하는 병변(성대폴립, 성대결절, 종양, 성대

마비)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실험적으로 음성을 합성하는데 있어서, 지터 수치를 변화시키는 경우 청

취자 지각은 거칠음(roughness), 성대잡음 수치를 변화시키는 경우 지각

은 기식음(breathiness)을 나타내었다.10,12 Childers등은 정상음성에서 거

친 잡음근원의 진폭을 조절함으로써 자연발생적인 기식적 음성을 합성하

다.
2,13 
 

연구자는 Dr. Speech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 가지 변수(지터, 

쉬머, 성대잡음)를 변화하여 음성을 합성해낼 수 있었다.

성대폴립환자의 경우 수술 전 음성분석에서 측정된 지터, 쉬머와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합성된 수술 전 음성을 분석한 결과 환

자의 실제 수술 전 음성과 유사한 음성을 합성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합

성된 수술 전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정상 범위로 교정한 후, 

이 교정된 수치를 다시 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수술 후 음성을 합성하

다. 합성된 수술 후 음성을 분석한 결과 합성된 음성은 환자의 실제 수

술 후 음성과 유사하 다.

그러나 성대마비 환자의 경우 성대폴립환자에서처럼 수술 전 시행한 음성

검사에서 측정된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실제 수술 전 음성검사에서 측정된 쉬

머, 성대잡음 수치보다 증가된 값을 가지는 전혀 다른 음성이 합성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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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enbrand는 음성합성연구에서 합성음성의 세 개의 변수(지터, 쉬머, 성

대잡음) 가운데 어느 한 변수에만 변화가 주어져도 나머지 두 변수의 변화

가 발생함을 밝혀내었다. 예를 들면 음성 신호에 성대잡음 값을 증가시키

는 경우 신호 대 잡음비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지터, 쉬머의 증가까지도 발

생하 다.
10
 이는 예전의 개념인 지터, 쉬머, 성대잡음이 각각 서로 다른 성

대진동 유형의 무주기성의 근원을 반 하는 수치라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

이다. Hillenbrand등이 밝힌 바와 같이 측정되는 쉬머 수치는 잡음성분 수

준과 주파수 동요의 임의의 변동에 따라 변화가 발생된다. 즉 합성되는 음

성에 더해지는 성대잡음의 양이 크면 클수록 이 같은 변동은 피치-펄스

(pitch-pulse) 진폭의 변화에 큰 향을 주어 예측되는 쉬머 값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한다.
10 
이외에도 주파수 동요의 변동 증가에 따라 측정되

는 쉬머 수치도 증가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첫째로 출력파의 피치-펄스

의 강도는 성문근원파동의 강도뿐만 아니라 성문근원의 harmonics와 발성

관 내의 공명 위치와의 관계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10
 둘째로, 더 중요한 

원인으로 인접 피치-펄스의 중복이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일정한 피치-펄

스의 후반부의 에너지가 다음 피치-펄스의 전반부의 에너지와 중복되어 

진폭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 같은 중복현상은 주파수 동요의 변화가 심한 

경우 그 정도가 증가되어 진폭의 주기간 변동, 즉 쉬머 값을 증가 시키게 

한다.
10,11 예측된 수치보다 높은 지터 값도 역시 성문근원의 주파수의 주기

간 변동의 큰 변화와 큰 강도의 성대잡음의 조합에 기인한다.
10 

성대폴립환자의 경우 수술 전 지터, 쉬머, 성대잡음 수치가 정상범위에

서 크게 벋어나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미약하

여 환자의 수술 전 음성검사에서 측정된 세 변수 값을 음성합성 프로그

램에 입력하여 음성을 합성할 때 환자의 실제 수술 전과 유사한 음성 즉 

예측되는 변수 값을 가지는 음성을 합성할 수 있었다. 이는 김 등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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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부합되는 결과이다.
14 
그리고 세 변수 값을 정상범위로 교정한 후 

음성을 합성하 을 때 환자의 실제 수술 후 음성과 유사한 음성을 합성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음성을 합성하는 경우 수술 전 음성분

석에서 측정된 지터, 쉬머와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입력 

하여 합성된 음성을 분석한 결과 지터, 쉬머와 성대잡음 값이 실제 수술 

전 음성의 측정치보다 증가된, 수술 전 음성과 전혀 다른 음성이 합성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상범위를 과도로 초과한 세 수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증가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효과

를 교정하기 위하여 세 변수 모두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합성한 음성과 

두 변수만을 입력하여 합성한 음성과의 차이점을 찾아, 두 변수가 나머

지 한 변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지터와 쉬머 두 변

수만을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성대잡음 값 ; 0)에서 측정된 성대잡음 값

은 지터와 쉬머로 인하여 발생한 이차적 성대잡음 수치로 정의할 수 있

으며 세 변수(지터, 쉬머, 성대잡음) 모두를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의 성

대잡음 수치에서 성대잡음을 제외하고 두 가지 변수(지터, 쉬머)만을 입

력하여 합성된 음성의 성대잡음 수치를 감한 경우 순수한 성대잡음 수치

를 구할 수 있었다. 쉬머 변수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성합성시 

입력하는 변수를 변화하여 순수한 쉬머 값을 구하 다. 교정된 순수한 

세 변수 수치를 다시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하 을 때, 성대마비환자

의 실제 수술 전 음성과 유사한 음성을 합성해낼 수 있었다.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후 음성의 합성에서도 합성된 수술 전 음성의 지

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정상범위로 교정한 후 이를 음성합성 프로그램

에 입력하여 음성을 합성하여 분석한 결과 세 변수에서 모두 환자의 실

제 수술 후 음성의 측정치보다 감소된 수치를 보 다. 이는 성대마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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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 성대폴립환자와는 다르게 수술 후에 발성 시 성대 내전의 완

전한 복귀로 기류의 유출이 방지되어 성대잡음은 발생하지 않으나 ‘body 

and cover theory'의 cover의 변화가 미약하게나마 발생하여 발성시 성

대의 비정상적인 파동으로 인하여 지터, 쉬머 수치가 정상범위로 교정되

지 않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7
 다시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경도의 지

터, 쉬머 값과 정상범위로 교정된 성대잡음 값을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

은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후 음성과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성된 음성의 음향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환자의 수술 전,후의 음성과 비교한 후 성대마비와 폴

립환자의 수술 전,후의 음성과 유사한 음성을 합성할 수 있다는 만족스

런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음성합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는 비언어적인 요소(감정상태, 다중언어, 개인의 발언형태, 나이, 성별)등 

표준화된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5,16,17

음성합성 프로그램은 이외에도 통합된 임상과 연구의 도구로서 이상적

인 음향 목표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 수술 후 예측되는 음성의 합성 외

에도 환자의 현재의 상태과 정상 상태 사이의 음향학적 특성을 가지는 

중간적 음성을 합성하여 임상의가 음성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중간의 목

표를 제시하여 점차 정상음성의 방향으로 치유될 수 있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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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는 Dr. Speech Science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술 후 예

측되는 음성을 합성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것이다. 10명의 성대마비환

자와 10명의 성대폴립환자를 대상으로 Dr. Speech Science 음성분석프로그

램과 음성합성프로그램(Tiger DRS, Inc. Version 4)을 이용하여 수술 전,후 

음성분석을 시행하 다.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술 전, 후의 음성을 합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대폴립환자의 수술 전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프

로그램에 입력하여 음성을 합성하고 이를 음성분석한 결과 환자의 실제 수

술 전 음성과 합성된 음성은 유사하 다.

2. 성대폴립환자의 합성된 수술 전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정상

범위로 교정한 후 이를 음성합성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음성을 합성하여 분

석한 결과 환자의 실제 수술 후 음성과 합성된 음성은 유사하 다.

3.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음성합성프

로그램에 입력한 후 음성을 합성한 결과 합성음성의 세 변수들 모두 실제 

수술 전 음성의 수치보다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유발

한 세 변수들 간의 상승효과를 제거한 후 교정된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

을 음성합성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은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전 

음성과 유사하 다

4. 성대마비환자의 합성된 수술 전 음성의 지터, 쉬머, 성대잡음 값을 정상

범위로 교정한 후 이를 음성합성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음성을 합성한 결과 

세 변수에서 모두 환자의 실제 수술 전 음성의 측정치보다 감소된 수치를 

보 다. 다시 음성합성 프로그램에 경도의 지터, 쉬머 값과 정상범위로 교

정된 성대잡음 값을 입력하여 합성된 음성은 성대마비환자의 수술 후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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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성한 음성의 음향

학적 분석에서 합성음은 수술 전,후의 음성과 유사하다는 만족스런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된 ‘수술 후 예측 음성’을 

환자에게 제시함으로서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나아가서 

치료에 대한 환자의 협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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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of post-treatment outcome of pathologic voice 

using voice synthesis

Joo Hwa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ang Moon Kim)

Most effective mode of treatment of vocal cord paralysis and vocal 

polyp became known to be surgical treatment. Patients who undergoes 

such surgical treatment often concern about recovery of voice after 

surgery. In our investigation, we give controlled values of three 

parameters of voice synthesis program of Dr. Speech Science. such as 

jitter, shimmer, and NNE(normalized noise energy) which characterize 

someone's voice from others and deviced a method to synthesize the 

predicted voice after performing operation.  

Ten patients with vocal cord paralysis who underwent type I 

thyroplasty and arytenoid adduction and Ten patients diagnosed as 

having vocal polyp after laryngomicrosurgery were examined with Dr. 

Speech science voice analysis program 1 week prior to and 1 month 

after the surgery and values of vocal jitter, vocal shimmer, and glottal 

noise were measured. With Dr. Speech science voice synthesis program 

we synthesized 'ae' vowel which is closely identical to pre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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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the patients with vocal polyp and cord paralysis by controlling 

the values of jitter, shimmer, and glottal noise, then we analyzed the 

synthesized voice and compared with preoperative voice.

With voice synthesis program we also synthesized 'ae' vowel which is 

closely identical to the patients' postoperative voice  by correcting the 

values of jitter, shimmer, and glottal noise of the synthesized 

preoperative voice.

Following statements were aquainted after statistical comparison.

1. After inputting the values of jitter, shimmer, and glottal noise from 

preoperative voice analysis of the patients with vocal polyp into the 

voice synthesis program, and corrected values of above three parameter 

from the synthesized preoperative voices, voices identical to patients' 

pre- and postoperative voices withiin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synthesized 

2. After elimination of synergistic effects between three paramenter 

acquried from preoperative analysis of vocal cord paralysis patients and 

inputting these corrected parameters into the voice synthesis program, 

we were able to synthesize voice identical to patients' preoperative 

voices withiin statistical significance.

3. After inputting low level of high frequency noise and corrected value 

of glottal noise and minimally increased than normal value of jitter, 

shimmer into the synthesis program, we were able to synthesize voice 

identical to vocal cord paralysis patients' postoperative voices withiin 

statistical significance. 

After acoustical anaysis pefromed in our study, we come ou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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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ory results that voices synthesized with Dr. Speech science 

program were identical to patients' actual pre and postoperative voice in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providing the predicted postoperative voice 

syntheisized with our porposed method to the patients who will undergo 

surgical procedure due to pathologic voice, clinicians will be able to 

give the patients more information and thus increased patients 

cooperability can be expecte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voice synthesis, pathological voice, vocal cord paralysis, 

              vocal pol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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