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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언어 TTS장치 및 다중 언어 TTS 처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여러나라의 언어로 구성된 문장를 처리할 수 있는 다중언어 TTS 장치 및 다중언어 TTS 처리 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다중언어 TTS 장치는 다중언어의 문장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문장을 각각의 
언어별로 분할하는 다중언어 처리부; 상기 다중언어 처리부에서 분할된 문장을 각각 오디오 웨이브 데이
터로 변환하는 각종 언어별 TTS 엔진들을 구비한 TTS 엔진부; 상기 TTS 엔진부에서 변환된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를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처리부; 및 상기 오디오 처리부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음
성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전 또는 인터넷 등과 같이 다중언어로 구성된 문장이 사용되는 분야에서도 문장을 
음성으로 적절히 변환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방식에 의해 TTS 처리를 하는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한글/영어 혼합문장을 TTS 처리하는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3은 상기 도 2에 도시된 다중언어 처리부의 동작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상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TTS(Text to Speach)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여러나라의 언어로 구성된 문장를 처리할 수 
있는 다중언어 TTS 장치 및 다중언어 TTS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방식에 의해 TTS 처리를 하는 장치의 구성도이다.  소정의 언어로 입력된 문장은 TTS 엔진
(100)에 의해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Audio Wave Data)로 변환되고, 상기 TTS 엔진(100)에 의해 변환된 오
디오 웨이브 데이터는 오디오 처리부(110)에 의해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되고, 상기 오디오 처리부
(110)에 의해 변환된 아날로그 음성 신호는 스피커(120)를 통해 음성으로 내보내진다.

그런데, 종래의 기술에 의한 TTS 장치는 한 가지 종류의 언어(즉, 한국어 또는 영어 또는 일본어 등)로만 
이루어진 문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음성을 생성할 수 있으나, 여러 종류의 언어가 혼합되어 있는 문장, 즉 
다중언어의 문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음성을 생성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닌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사전 또는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는 다중언
어 문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 다중언어 TTS 장치 및 다중언어 TTS 처리 방법를 제공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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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다중언어 TTS 장치는 다중언어의 문장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문장을 각각의 언어별로 분할하는 다중언어 처리부; 상기 다중언어 처리부에서 분할된 문장을 각
각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로 변환하는 각종 언어별 TTS 엔진들을 구비한 TTS 엔진부; 상기 TTS 엔진부에서 
변환된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를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처리부; 및 상기 오디오 처리부에
서 변환된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다중언어로 구성된 입력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발견할 때까지, 상기 입력 문장에 포함된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단계에서 확인된 문자들의 리스트를 상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언어에 적합
한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2 단계; 상기 제2 단계에서 변환된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를 음성
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입력 문장 중에 변환할 문자가 더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단계에서 발견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언어로 변경하여 상기 
제1 단계 내지 상기 제3 단계를 반복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에 의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한글/영어 혼합문장을 TTS  처리하는 장치는 다중언어 처리부
(200), TTS 엔진부(210), 오디오 처리부(220) 및 스피커(2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다중언어 처리부(200)는 상기 한글/영어 혼합문장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혼합문장을 한글 또는 
영어로 분할한다.

도 3에 의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한글/영어 혼합문장을 TTS 처리하는 장치에 포함된 다중언어 처
리부(200)는 2개의 언어처리부들, 즉 한글처리부(300) 및 영어처리부(310)를 구비한다.

상기 언어처리부들(300, 310)은 각각 자신이 처리하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발견할 때까지 상기 한글/영어 
혼합문장을 문자 단위로 입력받아 상기 TTS 엔진부(210)에 포함된 해당 TTS 엔진에 전달하고, 상기 발견
한 다른 언어를 처리하는 언어처리부로 제어를 넘겨준다.  상기 다중언어 처리부(200)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언어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하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언어처리부
를 추가할 수 있다.

상기 TTS 엔진부(210)는 상기 다중언어 처리부(200)에서 분할된 한글 문자 리스트와 영어 문자 리스트를 
각각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로 변환하는 한글 TTS 엔진(214)과 영문 TTS 엔진(212)을 구비한다.  상기 TTS 
엔진들(212, 214)은 각각 어휘 분석(Lexical Analysis) 단계, 어근 분석 단계, 파싱(Parsing) 단계, 웨이
브 매칭(Wave Matching) 단계 및 억양 수정 단계에 의해 소정의 언어로 입력된 문장을 오디오 웨이브 데
이터로 변환한다.  상기 TTS 엔진부(210)도 상기 다중언어 처리부(200)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지
원하고자 하는 언어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하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TTS 엔진을 추가할 
수 있다.

상기 오디오 처리부(220)는 상기 TTS 엔진부(210)에서 변환된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를 아날로그 음성 신
호로 변환한다.  상기 오디오 처리부(220)는 도 1에 도시된 종래 기술에 의한 TTS 장치에 포함된 오디오 
처리부(110)과 동일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오디오 드라이버와 하드웨어 블락으로
서 오디오 카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스피커(230)는 상기 오디오 처리부(220)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
한다.

도  3에  의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한글/영문  혼합문장을  TTS  처리  과정은  하나의  FSM(Finite 
State Machine)을 이룬다.  상기 FSM은 1, 2, 3, 4 및 5의 다섯 가지 상태를 지닌다.  도 3에서 원 내부
에 있는 숫자는 상기 다섯가지 상태 중 하나의 상태를 표시한다.  

먼저, 한글/영어 혼합문장이 입력되면, 상태 1이 제어를 갖는다.  

상태 1에서는 상기 입력된 혼합문장에서 다음에 처리할 문자를 읽어, 그 문자 코드가 한글 영역에 속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 문자 코드가 한글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상태 1을 유지하고, 한글 영
역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 변환 및 출력을 위해 상태 4로 이동한다.  상태 4에서 출력이 끝난 후, 
상기 문자 코드가 영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태 2로 이동한다.  상기 혼합문장의 끝이 확인되면 상
태 5로 이동한다.

상태 2에서는 상기 입력된 혼합문장에서 다음에 처리할 문자를 읽어, 그 문자가 영문 영역에 속하는지 여
부를 확인한다.  상기 문자 코드가 영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상태 2를 유지하고, 영문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성 변환 및 출력을 위해 상태 3으로 이동한다.  상태 3에서 출력이 끝난 후, 상
기 문자 코드가 한글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태 1로 이동한다.  상기 혼합문장의 끝이 확인되면 상태 
5로 이동한다.

이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읽은 문자 코드가 한글 영역에 속하는 지 또는 영문 영역에 속하는 지는 한
글 코드가 지니는 2바이트 코드의 특성을 이용하여 판별할 수 있다.

상태 3에서는 상기 영문 TTS 엔진(212)을 불러 현재까지의 영문 문자 리스트를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오디오 처리부(220) 및 상기 스피커(230)를 통해 영어 음성을 출력한다.  다음, 상태 2로 
돌아간다.

상태 4에서는 상기 한글 TTS 엔진(214)을 불러 현재까지의 한글 문자 리스트를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오디오 처리부(220) 및 상기 스피커(230)를 통해 한글 음성을 출력한다.  다음, 상태 1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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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5에서는 상기 혼합문장에 대한 TTS 처리가 완료되어 작업을 종료한다.

예를들어, '나는boy이다'라는 혼합문장이 입력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먼저, 초기 상태, 즉,  상태 1에서 입력되는 문자가 한글인지 영문인지를 확인한다.  상태 1에서 문자 
'나'가 입력되면, 입력 문자가 한글이므로 상태 변화는 없다.  다음, 상태 1에서 문자 '는'이 입력되더라
도, 입력 문자가 한글이므로 상태 변화는 없다.  상태 1에서 문자 'b'가 입력되면, 상태 4로 이동하여 지
금까지 버퍼에 저장된 '나는'이란 문자 리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하고, 다시 상태 1로 돌아온다.  상태 1에
서는 입력된 영문 문자 'b'와 함께 제어를 상태 2로 넘겨준다.

상태 2에서는 상태 1에서 넘겨받은 'b'를 소정의 버퍼에 임시 저장한다.  상태 2에서는 계속하여 'o'와 
'y'를 입력받아, 상기 버퍼에 임시 저장한다.  다음, 상태 2에서 문자 '이'가 입력되면, 상태 3으로 이동
하여  지금까지  상기  버퍼에  저장된  'boy'이란  문자  리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하고,  다시  상태  2로 
돌아온다. 상태 2에서는 입력된 한글 문자 '이'와 함께 제어를 상태 1로 넘겨준다.

상태 1에서는 상태 2에서 넘겨받은 '이'를 소정의 버퍼에 임시 저장한다.  상태 2에서는 계속하여 '다'를 
입력받아, 상기 버퍼에 임시 저장한다.  다음, 상태 2에서 입력 문장의 끝을 만나게 되면, 상태 4로 이동
하여 지금까지 상기 버퍼에 저장된 '이다'이란 문자 리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하고, 다시 상태 1로 돌아온
다.  입력 문장에 더 이상 처리할 문자가 없으므로, 제어는 상태 5로 넘어가 작업이 종료된다.

본 발명은 다중 언어를 구성하는 언어 종류의 수가 추가(예를들어, 일본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됨에 따
라 상기 FSM이 포함하는 상태의 수는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다중 언어로 구성되는 문장은 향후 유니코드(Unicode) 체계가 확립되면 각각의 언어로 쉽게 
판별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사전 또는 인터넷 등과 같이 다중언어로 구성된 문장이 사용되는 분야에서도 문장을 
음성으로 적절히 변환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언어의 문장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문장을 각각의 언어별로 분할하는 다중언어 처리부;

상기 다중언어 처리부에서 분할된 문장을 각각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로 변환하는 각종 언어별 TTS 엔진들
을 구비한 TTS 엔진부;

상기 TTS 엔진부에서 변환된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를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 오디오 처리부; 및

상기 오디오 처리부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스피커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언어 TTS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언어 처리부는 

각종 언어별 언어 처리를 위한 복수의 언어처리부들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언어처리부들은 각각 자신이 처리하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발견할 때까지 상기 다중언어의 
문장을 문자 단위로 입력받아 상기 TTS 엔진부에 포함된 해당 TTS 엔진에 전달하고, 상기 발견한 다른 언
어를 처리하는 언어처리부로 제어를 넘겨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언어 TTS 장치.

청구항 3 

다중언어로 구성된 입력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발견할 때까지, 상기 입력 문장에 포함된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
는 제1 단계;

상기 제1 단계에서 확인된 문자들의 리스트를 상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언어에 적합한 오디오 웨이브 데
이터로 변환하는 제2 단계;

상기 제2 단계에서 변환된 오디오 웨이브 데이터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입력 문장 중에 변환할 문자가 더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1 단계에서 발견한 현재 처리하고 있
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언어로 변경하여 상기 제1 단계 내지 상기 제3 단계를 반복하
는 제4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언어 TTS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1언어TTS엔진과 제2언어TTS엔진을 이용하여, 다중언어로 구성된 입력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력되는 문장의 첫 문자가 제1언어일 때, 제2언어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입력된 제1언어의 문자들을 소
정의 버퍼에 임시 저장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의 버퍼에 임시 저장된 제1언어의 문자들을 상기 제1언어TTS엔진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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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2단계;

상기 제1언어가 입력될 때까지 상기 입력된 제2언어의 문자들을 소정의 버퍼에 임시 저장하는 제3단계;

상기 제3단계의 버퍼에 임시 저장된 제2언어의 문자들을 상기 제2언어TTS엔진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변환
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 문장에 더 이상 처리할 문자가 없을 때까지 상기 제1단계 내지 상기 제4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언어 TTS 처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5-4

1019970053020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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