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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으로 인 루엔자에 의해 매년 29~64만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사회, 경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기침에 의해 생성된 비말은 인 루엔자의 주요  방법으로, 기침 감지 기술을 통해 확산 방

지가 가능하다. 이 의 기침 감지에 한 연구는 기침 소리와 통 인 기계학습기법을 사용하 다. 
본 논문은 기침 소리와 더불어 기침 시 발생하는 신체의 움직임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는 멀티모달 딥

러닝 기반의 기침 감지 모델을 제안한다. 도출된 모델과 기존의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제안한 모

델이 이 의 기침 감지 모델보다 정확한 기침 인식이 가능함을 보 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은 스

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용되면 인 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기침은 인 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병원균의 주요  

방법으로 의 집된 주거형태는 인 루엔자  방

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 루엔자는 에어로졸 물질인 

비말 핵을 통해 되는데, 이는 기침이나 화뿐만 아니

라 단순 호흡을 통해서도 쉽게 생성되기 때문에  방

지가 단히 어렵다. 인 루엔자는 매년  세계 으로 크

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는데, 유행이 시작되면 통상 2~3주 

이내에 인구의 10~20%가 감염[1]되고,  세계 으로 매

년 29만에서 64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2]. 이에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인 루엔자 유행 지침을 만들고 이

에 비하고 있지만, 완벽히 방하지 못하고 있다[3].

 이 의 기침 감지를 한 연구들은 HMM(Hidden Mar- 

kov Model)과 SVM(Support Vector Machine)와 같은 정

통 인 기계학습을 사용하 다[4, 5]. 반면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딥러닝은 상 으로 데이터 특징 추출  분

석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통 인 기계학습 

방식을 체하려는 방법으로 모델에서 데이터에 한 특

징을 분석하고 학습한다. 기침 감지에서도 딥러닝을 이용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9]. 통상 기침이 발생하면 

기침에 따른 소리와 신체의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이 의 

연구들은 기침으로 발생하는 소리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있다. 신체의 움직임은 가속도 센서를 통해 감지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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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측하는 연

구도 진행되었다[10]. 딥러닝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모달리

티(Modality)를 가진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을 

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방식은 이미 제시된 방법[11]

으로 기침 감지에 기침 소리 데이터와 가속도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하는 모델 설계가 가능하며 더욱 높은 기침 

감지 성능을 도출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 연구에 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멀티모달 기침 감지 모델에 해 다룬다. 4장에

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5장에서 향후 연구를 제시한

다.

 

2. 련 연구

Feature

Extraction
Classifier Sensitivity

Specificit

y

Accu

racy

[6] MFCC NN 82% 96% -

[7] MFCC DNN 77% 97% 95%

[8] STFT RNN 84.2% 75.2% 79.9%

[9] STFT CNN 94.0% 91.7% -

<표 1 > 딥러닝 기반의 기침 감지 연구

<표 1>은 딥러닝 기법이 용된 기침 감지모델의 성능을 정

리한 표이다. 해당 연구들은 분류기(Classifier)의 기침과 비

기침 분류 성능을 향상하기 해 기침 소리 데이터로부터 

특징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소리 데이터에

서 특징 추출을 해 STFT(Short-Time Fourier Trans 

form)와 MFCC(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s) 알

고리즘이 사용되었고 분류기는 DNN(Deep  Neural  Net 

work), NN(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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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침 감지를 한 단일모달(좌)과 

멀티모달(우) 방식의 기침 감지 모델 구성도

Network),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방식들을 사

용하 다. MFCC와 STFT는 기본 으로 시간-주 수의 특

징을 추출하는 공통 이 존재하지만 MFCC는 인간의 귀가 

가지는 비선형 인 주 수 특성을 고려한 Mel Filter Bank

를 용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높은 주 수 역에 한 

특징 추출은 STFT 보다 약하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MFCC 단일모달 모델의 도출결과를 통해 기침 데이터의 특

징 추출은 MFCC가 STFT보다 좋은 성능을 발휘함을 보

으며 분류기 자체의 성능은 CNN이 RNN보다 좋은 성능을 

보 다.

3. 기침 감지 모델

3.1 기침 데이터 수집  구성

 인 루엔자 감염자의 기침 소리 데이터와 가속도 데이터

를 수집하기 해 마이크로폰과 가속도 센서가 탑재된 삼

성 자의 스마트 워치 기어 S3를 사용하 다. 해당 기기

를 인 루엔자에 감염된 18명(남성 12명, 여성 6명)에게 

착용하여 약 7일간의 기침 소리와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수집된 소리 데이터에서 기침을 1  단 로 추출

했으며 이를 30차 MFCC를 통해 특징 벡터로 추출하 다. 

가속도 데이터는 기침 후 1 씩 총 3 에 해당하는 데

이터를 추출하 고, 임베딩(Embedding)과정을 거쳐 3×30  

행렬로 구성하 다. 구성된 학습데이터 세트(기침 소리와 

해당 시 의 가속도 값이 을 이루는 데이터)는 총 

43,610개 이며 기침 데이터 세트의 개수 4,361개, 비기침 

데이터 세트 39,249개로 1:9의 비율을 가진다.

3.2 모델 설계 

멀티모달 방식 용 여부에 따른 성능의 변화  성능을 

평가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모델들을 설계하 다. 

MFCC 단일모달은 30차 MFCC를 통해 특징이 추출된 기

침 소리 데이터만을 이용한 단일모달 기침 감지 모델이며, 

ACC 단일모달은 기침에 의해 발생한 속도 데이터만을 이

용한 단일모달 기침 감지 모델이다. 멀티모달은 30차 

MFCC를 통해 추출된 기침 소리 특징 데이터(44×30 행

렬)에 가속도 데이터(3×30 행렬)를 결합(Concatenate)한 

결합 데이터(47×30 행렬)를 이용한 멀티모달 방식의 기침 

감지 모델이다. 분류기는 RNN의 일종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이용했으며, 해당 LSTM을 96개

의 히든 유닛(Hidden Unit)으로 이루어진 3개 이어

(Layer)와 2개의 출력(Output)으로 구성하 다. 2개의 출

력은 다시 소 트맥스(Softmax)를 거쳐 하나의 바이 리 

값을 가진다. 분류기는 세부 으로 기침 감지 모델(MFCC 

단일모달, ACC 단일모달, 멀티모달)에 사용되는 학습 데

이터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입력 크기와 시간단계

(Timestep)을 가진다. 각각의 모델에 구성된 입력과 시간

단계의 경우 MFCC 단일모달 모델은 44 입력 크기에 30 

시간단계로 구성하 으며, ACC 단일모달 모델은 3 입력 

크기에 30 시간단계로 구성하 다. 멀티모달은 47 입력 크

기에 30 시간단계로 구성하 다.

4. 도출된 모델 성능 비교  

 각각의 모델은 5-폴드 교차 검증(5-fold Cross Valida- 

tion)을 용하여 학습  검증을 수행하 으며, 성능 평

가에 평가지표 민감도(Recall), 정 도(Precision), F1- 수

(F1-Score)를 사용하 다. 

 (그림 2)는 기침 가속도 데이터만을 이용한 단일모달의 

성능지표이고, (그림 3)는 MFCC로 추출한 기침 소리 데

이터만을 이용한 단일모달 학습 모델의 성능지표이다. (그

림 2)의 기침 가속도 데이터만을 학습한 모델의 경우는 

평균 정확도는 89.99%, AUC는 0.60 기록하 다. 민감도, 

정 도로 봤을 때 민감도는 2.02% 정 도는 60.71%로 해

당 모델이 기침, 비기침에 한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발

휘하지 못했다. (그림 3)의 기침 소리만을 학습한 모델의 

경우 평균 정확도는 95.33%, AUC는 0.90을 기록했으며, 

민감도, 정 도로 봤을 때 민감도는 58.86% 정 도는 

90.71%의 결과 값을 보 다. 해당 수치는 모델이 기침에 

한 분류보다 비기침에 한 분류 성능이 더 우수함을 

나타낸다. 한 기침 소리 데이터가 기침 감지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가능 하 다. (그림 

4)는 본 논문이 도출한 기침 소리 데이터와 가속도 데이

터를 결합하여 학습한 멀티모달 방식의 모델의 성능지표

이다. 모델의 평균 정확도는 97.20%, AUC는 0.96으로 기

침 소리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향상된 성능 결과

를 얻었다. 해당 모델의 민감도 82.49%, 정 도 91.08%, 

F1- 수 0.8657이며, 해당 수치를 기침 소리를 단독으로 

학습한 모델과 비교 했을 때, 기침과 비기침 분류 모두에

서 성능이 단일모달을 이용한 모델보다 향상되었다. F1-

수는 0.8657로 단일모달 모델에 비해 보다 안정 인 기

침 감지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임을 증명하 으며, 한 단

일모달로 구성하 을 때 성능이 낮게 나타난 기침 가속도 

데이터가 본 논문이 사용한 결합 기법으로 결합 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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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FCC 단일모달 성능지표(그림 2) ACC 단일모달 성능지표 (그림 4) 멀티모달 성능지표

인 분류 성능과 모델의 안정성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표 1>의 이 에 연구된 다른 논문과의 비교에서 이  

연구 논문에서 정확한 성능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본 논문

에서 사용된 평가 지표를 모두 비교할 수 없었으나, 공개

된 성능지표들만을 이용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그 결과 

[6-8] 논문의 경우와 비교하 을 때, 본 논문이 제시하는 

멀티모달 방식의 기침 감지 모델이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단일모달 방식보다 기침과 비기침을 분류하는 성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 가능하 다. 한 공개된 성능지표로만 보

았을 경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9] 논문과도 본 논

문이 제시하는 방식이 성능상으로 동등하거나보다 우수한 

것으로 단되었다.

 본 논문이 제시한 자체 성능 평가와 타 논문과의 비교분

석을 통해 제시하는 멀티모달 방식의 기침 감지 모델이 

보다 안정 인 모델 구성이 가능하며, 기침과 비기침 감지 

성능 한 우수함을 보 다. 한 단일모달 방식의 기침 

감지 모델에서 낮은 성능을 보인 가속도 데이터가 본 논

문이 제시하는 소리 데이터와 결합 기법을 이용하여 멀티

모달 모델을 구성했을 때 기침 소리 는 가속도 데이터

만을 학습한 단일모달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함을 본 

논문에서 보 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인 루엔자 감염자

의 기침에서 발생하는 소리 데이터와 가속도 센서 데이터

를 이용한 한 멀티모달 방식의 기침 감지 모델을 제안

하 다. 특히 본 모델은 실에 실 이 가능한 기침의 식

별을 해 실험환경의 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는 모델을 설계하 다. 제안된 모델은 기침 소리 데

이터에서 MFCC 특징 데이터를 추출한 후, 이를 가속도 

데이터와 결합하여 멀티모달 방식을 이용했으며, RNN 기

반의 LSTM 모델 학습을 통해 기침과 비기침  하나로 

식별하 다. 한 실험을 통해 실제 특징 데이터로써 효용

성이 낮은 가속도 데이터가 소리 데이터와 상 계가 존

재함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 일반 인 감기 는 흡연 등으로 발생

하는 습성 기침(Wet Cough)과 바이러스 등으로 발생되는 

건성기침(Dry Cough)을 구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요구되며 보다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멀티모달 기법

에 한 후속연구 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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