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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 러닝의 높은 성능으로 여러 분야에 사용되며 기침 탐지에서도 수행된다. 이 때 기침과 유사한 재

채기, 큰 소리는 단일 데이터만으로는 구분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오디오 데이터

와 오디오 데이터를 인코딩 한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는 멀티 모달 딥 러닝을 

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 서론

 기침 탐지  분류는 호흡기 질환의 진단  조기 인식

에 있어서 빠른 정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를 들어 표 인 감염 

질환 인 루엔자는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화 등으로 

?도로 되기 때문에 기 응이 요하다. 이 때 기침 

탐지를 통해 감염 질환의 조기 인식이 가능하다면 기 

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침을 탐지하기 해 오디오 데

이터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표

으로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를 로 

들 수 있는데 오디오 데이터에서 노이즈  배경 소리로

부터 실제 유효한 소리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침 소리와 큰 소리 구분에 한계가 존재하여 최근 가장 

주목 받는 딥 러닝을 용하게 된다.

 딥 러닝 분야의 획기 인 발 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 졌고 순차 인 데이터를 용하기에 한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을 기침탐지에 련된 

직 인 실험을 통하여 정확도를 확인하 을 때 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를 재채기, 기침

소리와 유사하지만 기침이 아닌 데이터로 구성하 을 때

는 정확도가 히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 모

달 학습을 용한다. 멀티 모달 학습은 인간이 여러 채

을 통하여 인지하는 것을 모티 로 하는 학습이다[1]. 기

침을 단지 오디오 데이터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인코딩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도 함께 학습한다면 재채기, 

기침소리와 유사하지만 기침이 아닌 데이터를 구분할 때 

더 많은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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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련연구

 딥 러닝의 높은 성능으로 기침 탐지를 해 딥 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수행하 다. 기침 탐지를 해 딥 

러닝에 용하여 비교하는 련 연구가 있다[2]. 오디오 

데이터는 순차 인 데이터로 RNN을 용하기에 하

다. 하지만 CNN의 발 으로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에 큰 

발 을 가져왔고 오디오 데이터를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로 

인코딩하여 CNN을 용하면 기존의 CNN의 성능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기 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오디오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을 사용하여 

각각의 정확도를 비교하 다.

 한 CNN의 높은 성능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

하는 련 연구도 있다[3]. 오디오 데이터를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로 인코딩 할 때 기본 인 한 종류가 아닌 다섯 종

류로 인코딩 하여 CNN을 수행한다. 이처럼 기침 탐지를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행되었다.

 기침 탐지 연구 분야는 아니지만 오디오 데이터를 다루

는 음악 장르 분야에서는 오디오 데이터를 여러 형태로 

나타내어 멀티 모달 학습을 사용하는 연구도 있다.[4] 오

디오 데이터와 인코딩을 통한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데이

터 각각에 RNN 과 CNN을 수행한다.

3. 본론

 본 논문에서는 기침 데이터 자체 오디오 데이터와 이미

지 인코딩을 통한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학

습하는 멀티 모달 학습 기법을 이용한다. 그림1 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기침 탐지를 하여 RNN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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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data test data

cough 714 112

non-cough 779 88

total 1493 200

<표 1> 실험 데이터 

(그림 1) 기침 탐지를 한 멀티 모달 학습 구조

50(epoch) 100(epoch) 150(epoch)

RNN(audio) 0.545 0.565 0.6

RNN(image) 0.68 0.695 0.705

multi modal 0.69 0.71 0.73

<표 2> 실험 결과

(그림 2) 오디오 데이터 실험 결과 

3.1. RNN

 RNN은 과거 정보들을 보존하여 재 입력 값이 들어와 

학습할 때 과거 정보가 결과 값에 향을 미치는 신경망

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 스 성질을 가지는 데

이터를 입력하여 학습할 때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일반 인 

RNN은 인간이 오래된 기억을 잊듯이 시간 단계가 깊어질

수록 과거 정보들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vanishing 

gradient 가 발생하여 이러한 단 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딥 러닝 네트워크(LSTM, GRU)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기침 데이터로 기침 상은 

짧은 시간에서 나타나는 상이기 때문에 기본 인 RNN

으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

3.2. DBM(Deep Boltzmann machine)

 오디오 데이터와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데이터는 서로 다

른 모달리티이다. 비록 같은 기침을 표 하고 있지만 데이

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RNN을 용하여 학습할 때 입

력 문제가 발생한다. 두 모달리티의 이질성을 해결하기 

해 DBM[5]을 사용한다. 먼  RBM(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을 통해 히든 이어에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재구성한다. 히든 이어를 joint representation 한 후에 

RNN에 용하여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함께 학습한다.

4. 실험

 먼  오디오 데이터와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데이터 각각

을 RNN에 용하여 정확도를 측정하 다. 후에 멀티 모

달 학습을 통한 정확도를 측정하여 단일 데이터를 사용하

을 때와 멀티 모달 학습을 사용하 을 때를 비교하 다.

 실험자는 여자 2명, 남자 2명으로 20 에서 50 에 감기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사용 데이터는 표1과 같이 총 

714개의 기침 데이터와 779개의 비기침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비기침 데이터는 무음, 재채기, 웃음소리 등 다양

한 소리 데이터를 사용하 다. 데이터 사이즈는 1  단

로 사용하 다. 테스트 데이터는 총 200개의 데이터로 구

성되어 있으며 기침 데이터 112개 비기침 데이터 88개로 

이루어져 있다.

4.1. 실험 결과

 먼  단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 러닝을 통해 생성한 모

델의 정확도를 측정하 다. 소리 데이터는 시 스의 특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NN을 사용하 으며 데이터 사이

즈 특성 상 같은 에포크(epoch)를 돌릴 수는 없었다. 후에 

두 데이터를 RBM을 통하여 같은 성질의 데이터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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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펙트로그램 데이터 실험 결과 

(그림 4) 멀티 모달 러닝 실험 결과

어  후 RNN을 사용하여 멀티 모달 딥 러닝을 한 정확도

를 측정하여 단일 데이터의 실험 결과 값과 비교하 다.

와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단일 데이터를 

사용할 때 스펙트로그램 이미지의 가로 값을 RNN

의 타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데이터 모두 시

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데이터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멀티 모달 러닝을 통

해 오디오 데이터와 스펙트로그램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학습 하 을 때 기존보다 증가한 정확도를 보

인다.

5. 결론

 본 논문의 실험에서 데이터 구성은 하 으며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하지만 데이터 수가 

부족하 으며 앞으로 데이터 수를 채우는 작업을 이

어나갈 것이다. 재 총 20명 이상의 실험자를 통하여 

기침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추출 작업을 통해 획득한 추

가 인 데이터를 통하여 멀티 모달 학습 실험을 진행할 

정이다. 나아가 기침이 발생하 을 때 생기는 데이터들

을 수집하여 소리데이터, 가속도 등을 추가 으로 입력 데

이터에 사용하여 더 높은 정확도와 기침의 종류를 구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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