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음성 변환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에 관한 언어 

정보를 유지한 채 원본 화자의 목소리를 목표 화자

의 목소리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 변환 기

술은 언어 장애인의 발음 보조, 발음 변환을 통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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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심층 생성 모델의 일종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GAN)과 Variational AutoEncoder(VAE)는 비병

렬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음성 변환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Conditional Cycle-Consisten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CC-GAN)과 Cycle-Consistent Variational AutoEncoder(CycleVAE)는 다수 화자 사이의 음

성 변환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C-GAN과 CycleVAE는 비교적 적은 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

행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100 명의 한국어 화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CC-GAN과 CycleVAE의 음성 변환 성능과 확장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소규모 화자의 경우 CC-GAN이 Mel-Cepstral Distortion(MCD) 기준

으로 4.5 %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대규모 화자의 경우 CycleVAE가 제한된 학습 시간 안에 12.7 %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핵심용어: 음성 변환, Conditional Cycle-consisten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CC-GAN), Cycle-Consistent Variational 

AutoEncoder (CycleVA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Variational AutoEncoder (VAE)

ABSTRACT: Recently,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 and Variational AutoEncoders (VAE) have 

been applied to voice conversion that can make use of non-parallel training data. Especially, Conditional Cycle- 

Consisten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CC-GAN) and Cycle-Consistent Variational AutoEncoders (CycleVAE) 

show promising results in many-to-many voice conversion among multiple speakers. However, the number of 

speakers has been relatively small in the conventional voice conversion studies using the CC-GANs and the 

CycleVAEs. In this paper, we extend the number of speakers to 100, and analyze the performances of the many- 

to-many voice conversion methods experimentally. It has been found through the experiments that the CC-GAN 

shows 4.5 % less Mel-Cepstral Distortion (MCD) for a small number of speakers, whereas the CycleVAE shows 

12.7 % less MCD in a limited training time for a large number of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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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육, 음성 합성 성능 향상 등의 응용 분야에 활

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음성 기반 인

터페이스 기기에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변환시켜 익

명화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에 활용될 수도 있다.[3]

최근에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을 기반으로 한 음성 변환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GAN)[4]이

나 Variational AutoEncoder(VAE)[5] 기반의 음성 변환 

방법은 원본 화자와 목표 화자가 동일한 내용을 발

화한 병렬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AN 기반의 음성 변환에서는 두 개의 GAN을 연결

하여 원본 화자 음성 데이터를 목표 화자 음성 데이

터로 변환한 후 이것을 다시 원본 화자 음성 데이터

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언어 정보를 유지한 

채 목소리만 변환할 수 있게 하는 Cycle-Consistent 

Adversarial Network(CycleGAN)[6] 기반의 음성 변환

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7-13] VAE 기반 음성 

변환에서는 목표 화자 정보를 디코더의 추가 입력으

로 활용하여 다수 화자 사이의 음성 변환 학습에 효

율성을 보여주고 있다.[14-19]

CycleGAN 기반의 음성 변환은 변환된 음성의 음질

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수 화자 사이의 음성 변환

에 오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VAE 

기반의 음성 변환은 학습 시간이 짧은 반면 변환된 

음성의 음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ycleGAN 기반 음성 변환 중에서 다수 화

자 사이의 음성 변환에 비교적 효율적인 Conditional 

Cycle-Consistent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CC- 

GAN)과,[10,11] VAE 기반 음성 변환 중에서 명시적 변환 

경로 학습을 추가하여 변환된 음성의 음질을 개선한 

Cycle-Consistent Variational AutoEncoder(CycleVAE)를[19] 

한국어 음성 변환 실험을 통하여 비교한다. 두 방법 

모두 기존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100명의 한국

어 화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CC-GAN과 CycleVAE의 

음성 변환 성능과 확장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다.[20] 특히, 화자 수와 학습 시간에 따른 변환 음성 품

질을 실험적으로 비교하여 CC-GAN과 CycleVAE의 

효율성과 성능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심층 신

경망 기반의 심층 생성 모델을 설명하고, CC-GAN과 

CycleVAE를 이용한 다수 화자 음성 변환을 설명한

다. III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음성 변환 방법들을 다

수 화자 한국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IV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다수 화자 음성 변환 모델

II장에서는 다수 화자 음성 변환 실험에 사용될 

CC-GAN과 CycleVAE를 설명한다.

2.1 CC-GAN

GAN은 생성자와 구분자로 불리는 두 신경망이 서

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생성 모델이다. 학

습에 성공하면 생성자는 구분자에 의해서 구분되기 

어려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GAN의 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

를 사용한다.

GAN   log (1)

                                 log ,

여기서 는 생성자, 는 구분자, 는 실제 데이터, 

는 임의의 노이즈를 의미한다. 음성 변환의 경우 

는 목표 화자의 음성이고, 는 원본 화자의 음성이 

된다.

CycleGAN은 두 개의 GAN으로 입력 데이터를 변

형한 후 다시 원래 입력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이를 위해서 GAN 목적 함수 이외에 추가

적으로 다음과 같은 cycle consistency loss를 사용한다.

cycle



 ∥





∥

 (2)

                                     ∥




∥

,

여기서 

와 


는 각각 화자 와 화자 의 음성 데

이터로 변환하는 생성자, 는 화자 의 음성 데이

터, 는 화자 의 음성 데이터, ∥∙∥은 L1 norm을 

의미한다. 화자 와 는 화자 식별 벡터로 표현되

는데, 일반적으로 one-hot 벡터를 사용한다.



다수 화자 한국어 음성 변환 실험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Vol.41, No.3 (2022)

353



에 화자 의 음성 데이터 가 입력된 경우와 



에 화자 의 음성 데이터 가 입력된 경우 각 생

성자는 입력 데이터를 변환없이 그대로 출력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identity mapping loss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identity



 ∥


∥

 (3)

                                        ∥

∥

.

화자 의 음성 데이터 와 화자 의 음성 데이터 

가 주어졌을 때, CycleGAN의 최종 목적 함수는 다

음과 같다.

CycleGAN









  (4)

     GAN



GAN





     cycle





     identity



 ,

여기서 

와 


는 각각 화자 와 화자 의 음성 데

이터를 판별하는 구분자, 과 는 cycle과 identity

의 상대적인 가중치이다.

CycleGAN은 두 화자 사이의 음성 변환에서 우수

한 성능을 보이는데, 여기에 원본 화자와 목표 화자 

정보를 조건으로 제공하여 다수 화자 음성 변환 모

델로 확장한 것이 CC-GAN이다. 화자 의 음성 데이

터 와 화자 의 음성 데이터 가 주어졌을 때, 

CC-GAN의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다.

CCGAN   (5)

     ′GAN 

     ′GAN 

     ′cycle 

     ′ identity  ,

′GAN   log (6)

     log ,

′cycle   (7)

     ∥∥

     ∥ ∥,

′ identity   (8)

     ∥ ∥

     ∥∥,

여기서 는 화자 의 음성 데이터 를 화

자 의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생성자로서 화자 식

별 벡터 와 를 조건으로 입력받고, 는 음

성 데이터 가 화자 의 음성인지 판별하는 구분자

로서 화자 식별 벡터 를 조건으로 입력받는다. 즉, 

CC-GAN에서 와 는 CycleGAN에서 

와 


 그

리고 

와 


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따라

서, 화자 식별 벡터 쌍의 개수를 늘리면 여러 개의 

CycleGAN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다수 화자 음성 변환

에 활용할 수 있다.

2.2 CycleVAE

VAE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생성 모델로서, 

인코더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잠재 

변수를 찾아내고, 디코더를 통해서 잠재 변수를 원

래 입력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다. VAE의 학습에는 

Evidence Lower Bound(ELBO)가 활용되는데, 음성 변

환에서는 화자 정보를 디코더에 조건으로 주는 다음

과 같은 목적 함수를 학습에 사용한다.

VAE   (9)

     KL∥

     ∼   
log ,

여기서 는 입력 음성 데이터, 는 화자 식별 벡터, 

KL은 Kullback-Leibler divergence, 는 기댓값, 는 

를 파라미터로 갖는 인코더, 는 를 파라미터로 

갖는 디코더, 는 의 사전 확률 분포, 는 잠재 

변수를 의미한다. 학습이 완료된 후 음성 변환 시에

는  대신에 목표 화자의 화자 식별 벡터를 디코더

에 조건으로 줌으로써 입력 화자 음성이 목표 화자 

음성으로 변환된다.

기존의 VAE는 입력 데이터를 잠재 변수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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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것을 다시 입력 데이터로 복원하는 것을 학습

하기 때문에 원본 화자 음성을 목표 화자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VAE 기반 음성 변환은 직접적인 변

환 과정을 학습하는 GAN 기반 음성 변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인다.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CycleVAE는 직접적인 변환 과정과 

관련된 cycle consistency loss를 ELBO를 활용하여 추

가한다. 화자 의 음성 데이터 와 화자 의 음성 

데이터 가 주어졌을 때 CycleVAE의 목적 함수는 다

음과 같다.

CycleVAE   (10)

     VAE VAE 

     cycleELBO  

     cycleELBO   ,

cycleELBO    (11)

     KL′→
∥

     ∼ ′→
log,

여기서 ′
→

는 화자 의 음성 데이터 가 CycleVAE

를 통해서 화자 의 목소리로 변환된 음성 데이터, 

은 cycleELBO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의미한다.

III. 실  험

CC-GAN과 CycleVAE의 화자 수에 따른 성능을 비

교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3.1 실험 환경

실험에는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서울말 낭독체 

발화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임의로 4, 10, 100명을 추

출하여 각각 다수 화자 음성 변환 성능을 측정하였

다. 4명의 화자(fv01, fy03, mv01, mv02) 데이터는 10명

의 데이터에 포함되게 하고, 10명의 데이터는 100명

의 데이터에 포함되게 하였으며, 남녀의 비율은 균

등하게 구성하였고, 화자 당 200 문장의 학습 데이터

와 15 문장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습 화

자 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

하여 모두 공통인 4명의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음성 변환 성능을 측정하였다.

음성 데이터 파일에서 36 차원의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MFCC), aperiodicity, logarithmic fun-

damental frequency를 매 5 ms마다 추출하였다. 학습

에는 128 프레임 단위의 MFCC 벡터를 입력으로 사

용하였다. 음성 변환 시에는 II 장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서 변환된 MFCC, logarithm Gaussian normalized 

transformation으로 변환된 logarithmic fundamental fre-

quency, 그리고 원본 화자의 aperiodicity를 이용해서 

음성 파형을 생성하였다.[21]

실험에 사용한 CC-GAN과 CycleVAE의 모델 구조

와 하이퍼파라미터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다.[11,19] 

CC-GAN과 CycleVAE의 파라미터 개수는 각각 161,952

와 46,562이었다. CC-GAN 학습 시, 10 화자의 경우 

생성자에는 0.0001, 구분자에는 0.0005의 학습률을 

적용하였고, 100 화자의 경우 생성자에는 0.00002, 

구분자에는 0.00001의 학습률을 적용하였다. ′GAN, 

′cycle, ′ identity의 상대적인 가중치 비율은 3:10:5로 

설정하였고, ′ identity는 전체 에포크 횟수 중에서 

초반 1/4에만 사용하였다. 4 화자 모델의 경우 1,800 

에포크까지 학습을 진행하였고, 10 및 100 화자 모

델의 경우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3.3절에서 설명). 

CycleVAE의 경우 0.001의 학습률을 적용하였고, 

을 0.5로 설정하였으며, 4 화자 모델의 경우 2,000 에

포크까지 학습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Adam 옵티마

이저로[22] 학습을 진행하였고, 전체 에포크 수의 1/2

이 지난 시점에서 선형적으로 학습률을 감소하였다.

음성 변환의 객관적인 성능 측정을 위해서 Mel- 

Cepstral Distortion(MCD)과[23] Modulation Spectra Dis-

tance(MSD)[24] 등의 정량적 수치를 사용하였고, Mo-

dulation Spectrum(MS) 그래프를 분석하였다. MCD와 

MSD는 작을수록 목표 화자 음성과 유사하다는 것

을 의미하고, MS 그래프는 높게 그려질수록 변환된 

음성의 지나친 평활화가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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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규모 화자 음성 변환 실험

4 화자 음성 변환 실험의 경우 NVIDIA Quadro RTX 

6000에서 CC-GAN 모델 학습에는 약 130 h, Cycle-

VAE 모델 학습에는 약 4.6 h가 소요되었다. Table 1과 

Table 2는 CC-GAN과 CycyleVAE로 각각 변환된 음성

의 MCD 평균값과 신뢰구간 그리고 MSD 평균값과 

신뢰구간을 각각 보여준다. CC-GAN이 CycleVAE

보다 우수한 MCD 및 MSD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은 목표 화자 음성, CC-GAN에 의해서 변환된 

음성, CycleVAE에 의해서 변환된 음성의 MS 그래프

를 보여준다. CC-GAN 결과가 CycleVAE의 결과보다 

목표 화자 음성과 조금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인 듣기 평가에는 각 변환 방향 당 5 문장을 

사용하였다. 듣기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는 9 명이었

다. 음질 듣기 평가의 경우 Mean Opinion Score(MOS)

를 측정하였다. CC-GAN에 의해서 변환된 음성 20 문

장, CycleVAE에 의해서 변환된 음성 20 문장, 목표 화

자 음성 20 문장을 무작위 순서로 평가자에게 들려

주고 음성 품질을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좋

음), 5(매우 좋음) 중에 하나로 평가하게 하였다. Table 

3은 음질 듣기 평가의 MOS 평균과 신뢰구간을 보여

준다. CC-GAN이 CycleVAE보다 높은 MOS 수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도 듣기 평가에서는 목표 화자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고 CC-GAN과 CycleVAE에 의해서 변환된 음

Table 1. The mean MCD and 95 % confidence interval 

of the voice conversions among 4 speakers. ‘F’ and 

‘M’ represent female and male, respectively.

CC-GAN CycleVAE

F to F 6.522 ± 0.225 6.614 ± 0.207

M to F 6.430 ± 0.151 6.939 ± 0.162

F to M 6.161 ± 0.126 6.358 ± 0.130

M to M 5.816 ± 0.161 6.098 ± 0.128

Average 6.253 ± 0.086 6.550 ± 0.091

Table 2. The mean MSD and 95 % confidence interval 

of the voice conversions among 4 speakers.

CC-GAN CycleVAE

F to F 1.770 ± 0.009 2.028 ± 0.034

M to F 1.765 ± 0.010 2.093 ± 0.026

F to M 1.751 ± 0.014 2.003 ± 0.026

M to M 1.738 ± 0.029 2.054 ± 0.054

Average 1.757 ± 0.008 2.045 ± 0.017

(a) Modulation spectrum of 10th MFCC

(b) Modulation spectrum of 20th MFCC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The modulation spectra 

of a sample utterance (t09_s08) by a target speaker 

(mv01) and two converted speech utterances from a 

source speaker (fv01) to the target speaker by CC- 

GAN and CycleVAE, respectively.

Table 3. The mean MOS and 95 % confidence in-

terval of the sound quality test.

CC-GAN CycleVAE Target speaker

F to F 2.911 ± 0.853 2.089 ± 0.688
4.222 ± 0.351

M to F 3.244 ± 0.805 1.911 ± 0.615

F to M 3.489 ± 0.769 1.867 ± 0.570
4.589 ± 0.135

M to M 3.733 ± 0.657 2.178 ± 0.711

Average 3.344 ± 0.223 2.011 ± 0.131 4.406 ± 0.191

Table 4. Similarity test result with 95% confidence 

interval (%).

CC-GAN Fair CycleVAE

F to F 40.0 ± 18.8 44.4 ± 28.5 15.6 ± 12.8

M to F 57.8 ± 19.5 28.9 ± 19.0 13.3 ± 13.3

F to M 31.1 ± 21.9 60.0 ± 23.1 8.9 ± 11.2

M to M 60.0 ± 18.8 28.9 ± 21.9 11.1 ± 8.1

Average 47.2 ± 10.8 40.6 ± 10.0 12.2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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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무작위 순서로 들려준 후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목표 화자 음성과 더 비슷한지 선택하게 하였다. 어

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Fair’를 선택할 수

도 있었다. Table 4는 유사도 듣기 평가의 결과를 보

여준다. CC-GAN으로 변환한 음성이 CycleVAE로 변

환한 음성보다 목표 화자의 음성과 더 비슷하다고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3.3 대규모 화자 음성 변환 실험

소규모 화자의 음성 변환에는 CC-GAN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화자 수가 증가하면 모든 화자 

쌍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지

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자 

수 증가와 학습 시간 및 음성 변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화자 수를 4명에서 10, 100명으로 증가시켜

가면서 학습 시간에 따른 음성 변환 성능을 측정하

였다. Tables 5와 6은 각각 10, 100 화자 음성 변환에서 

MCD의 평균값과 신뢰구간을 보여준다. CC-GAN의 

경우 한 에포크 당 학습 시간은 10 화자 모델에서 약 

0.7 h, 100 화자 모델에서 약 127.5 h가 소요되었다. 

CycleVAE의 경우 한 에포크 당 학습 시간은 10 화자 

모델에서 약 54 s, 100 화자 모델에서 약 1.6 h가 소요

되었다. 제한된 학습 시간에서 10 화자의 경우 CC- 

GAN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100 화자의 경우 

CycleVAE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IV. 결  론 

충분한 저장 공간과 병렬 학습이 지원된다면 모

든 화자 쌍에 대하여 각각 음성 변환 시스템을 구축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컴퓨팅 환경에서는 

단일 시스템으로 다수 화자 음성 변환을 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비병렬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수 화자 음성 변환 방법 중에서, 우수한 음성 품질

을 보여주는 CC-GAN과 빠른 학습 시간을 보여주는 

CycleVAE를 실험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CC-GAN

은 CycleGAN에 화자 정보를 조건으로 제공하여 다

수 화자의 음성 변환을 가능하게 하지만, 많은 학습 

시간과 까다로운 수렴 조건을 가지는 GAN의 특성상 

대규모 화자로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에 

CycleVAE는 약 28배에서 80배의 빠른 수렴 속도로 

인하여 제한된 시간에서 대규모 화자로의 확장이 용

이하였다. 즉, 4 화자에서 100 화자로 확장함에 따라

서 MCD 기준으로 CC-GAN의 경우 29.0 %의 음성 왜

곡 증가율을 보인 반면, CycleVAE는 7.5 %의 음성 왜

곡 증가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화자의 경

우 CC-GAN이 CycleVAE에 비하여 4.5 % 적은 변환 

음성의 왜곡을 보인 반면, 대규모 화자의 경우 Cycle-

VAE가 CC-GAN에 비하여 12.7 % 적은 변환 음성의 

왜곡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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