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2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5권 제5호, 2020년 9월 (JBE Vol. 25, No. 5, September 2020)

공용 신경망의 다중 학습을 통한 음소와 감정 인식의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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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공용 신경망을 사용하여 음소와 감정을 모두 인식하는 방법과 공용 신경망 학습을 위한 다중 학습 방법을 제
안한다. 공용 신경망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여 두 정보를 모두 인식하며, 이는 인간이 하나의 청각기관으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인식
하는 구조에 해당한다. 다중 학습은 여러 정보를 위한 공통 모델링을 진행하므로 여러 정보에 대한 일반화된 학습을 진행시켜 기존의
정보별 개별 학습에서 나타나는 과적합을 감소시키고 인식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다중 학습에서 음소 인식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음소 인식 성능을 추가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동일한 특성벡터와 신경망을 사용할 때, 제안한 다중 학습이 적용된 공용 신경망
의 성능이 각 정보별로 학습시킨 개별 신경망에 비하여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recognizing both phoneme and emotion using a common neural network and a multi-task 
training method for the common neural network. The common neural network performs the same function for both recognition 
tasks, which corresponds to the structure of multi-information recognition of human using a single auditory system. The multi-task 
training conducts a feature modeling that is commonly applicable to multiple information and provides generalized training, which 
enabl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by reducing an overfitting occurred in the conventional individual training for each 
information. A method for increasing phoneme recognition performance is also proposed that applies weight to the phoneme in the 
multi-task training. When using the same feature vector and neural network,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common neural 
network with multi-task training provides higher performance than the individual one trained for each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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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계학습 기반으로 음소(phoneme), 감정(emotion), 
화자(speaker) 등의 음성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 널리 연

구되고 있다[1-6]. 기존 연구는 각 정보별로 최적의 특성벡터

(feature vector)와 인식기 구조를 설계하며, 그에 따라 각

정보 인식기는 서로 다른 특성벡터를 추출하여 개별적으로

학습되고 서로 다른 동작을 수행한다. 즉, 하나의 음성 입력

에 대하여 각 정보별로 특화된 개별 인식기가 병렬로 동작

하여 각 정보를 인식하며, 이 구조는 마치 인간이 여러 개의

청각기관을 가지며 각 청각기관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각각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하나의 청각기관을 가지며, 하나의 신호를 입력

하여 모든 정보에 대한 공통 분석을 진행하고 뇌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보별 독립 동작을 수행하여 모든 정보를 동시

에 인식한다[5]. 예로, 인간은 음성 신호를 청취하여 음소와

감정을 동시에 인식한다. 이 동작은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특성 추출기(feature extractor)와 분류기(classifier)를 공용

으로 사용하여 하나의 음성 입력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동

시에 인식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용 인식기는 여

러 정보를 모두 인식하도록 학습되어야 한다. 

그림 1. 공용 인식기를 사용하는 다중 정보 인식 구조
Fig. 1. Structure of multiple information recognition using common 
recognizer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청각 동작을 모방하는 새로운 인

식 구조를 개발하는 목표에 따라 하나의 공용 인식기를 사

용하여 음소 인식과 감정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공용 인식기가 두 정보를 모두 인식하

도록 학습시키는 다중 학습(multi-task training) 방법과, 학
습 과정에서 각 정보 사이에 성능을 조정하는 방법을 개발

한다. 또한, 음소와 감정 인식에 필요한 정보 분석의 시간

해상도가 서로 다르므로, 공용 인식기가 두 가지 시간 해상

도로 입력되는 특성벡터를 동시에 모델링 하도록 학습시킨

다. 이에 따라 특성벡터에 상관없이 공용 인식기는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여 두 정보를 모두 인식한다. 

기계학습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학습의 일반화(generalization)이고, 일반화를 증대시키는

여러 방법이 개발되었다[7,8]. 기존의 일반화는 학습 결과가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는 데이

터에 대한 일반화이다. 일반화 개념을 확장하면 인식할 정

보에 대한 일반화가 정의되고, 하나의 인식기가 서로 다른

정보를 동시에 인식하도록 학습시키면 여러 정보에 대하여

일반화된 학습이 진행되므로 학습 결과가 하나의 정보 인

식에 존속되는 문제가 완화되고 학습의 일반화가 향상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공용 인식기의 다중 학습을 통하

여 기존의 개별 인식기에 비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전히 동일한 특성벡터를 사용하는 유사한 특성의 정보

인식에서, 인식기가 여러 정보 인식을 수행하도록 학습시

키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보고되었다[9]. 그러나 본 논문

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 해상도의 특성벡터를 사용해야 하

고 음소와 감정은 유사한 음향 및 음성 정보가 아니므로, 
[9]에서 가정하였던 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더 일반화된 환

경에서 다중 학습에 의한 성능 향상을 검증한다. 또한, 본
논문의 다중 정보 인식은 하나의 음원에 해당하는 음성 신

호로부터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음향 특성을 분류하여 여

러 종류의 음성 정보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여러 음원이 혼

합된 신호에서 각 음원 정보를 인식하는 기존의 multi-label 
분류와는 차이를 가진다[10]. 기계학습에서 다른 정보를 위

해 이미 학습한 모델을 활용하는 전이학습(transfer learn-
ing) 기법이 있다[11].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정보 인식을 위한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면에서 본 논문의 목표와 유사하지

만, 기존 학습 결과를 새로운 학습을 위한 초기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본 논문과는 다르게 여러 정보 인

식을 위한 다중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인식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특성벡

터와 인식기 동작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바

탕으로 공용 인식기를 구현하고 다중 학습을 통하여 성능

향상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음성 정보 인식에 널리

사용되는 특성벡터와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7]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용 인식기를 개발하고, 공용

인식기 학습을 위한 새로운 다중 학습 방법을 개발한다. 즉, 
제안 기술은 DNN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학습 방법



744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5권 제5호, 2020년 9월 (JBE Vol. 25, No. 5, September 2020)

에 해당한다. 성능 평가를 통하여 하나의 공용 인식기가 음

소와 감정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고, 동일한

특성벡터와 DNN을 사용할 때 제안하는 공용 DNN의 성능

이 기존 기술에 따라 각 정보별로 학습된 개별 DNN보다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다.  
    

Ⅱ. 제안하는 공용 신경망의 다중 학습 방법

다중 학습의 목표는 모든 정보 인식에 대한 공통 모델을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정보 인식에 공통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용 특성벡터를 사용해야 한다. 예
로, 기존의 다중 학습에서는 동일한 특성벡터를 모든 인식

기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성능의 향상을 얻는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각 정보 인식기가 사용하는 특화된

특성벡터가 아니라, 음성 신호의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범

용 특성벡터를 사용한다. 그에 따라 Mel-spectrogram(M- 
spec)과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MFCC)를 기반

으로 두 종류의 특성벡터를 정의하고 각각에 대한 동작을

검증한다[12,13]. 이를 통해 특성벡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

용 DNN의 다중 학습에 의하여 성능 향상이 가능한 것을

검증한다. 
프레임 단위로 입력 신호의 스펙트럼을 구하고, 주파수를

mel scale로 변환한다[12]. 동일한 mel 간격으로 42개 밴드를

정의하고 밴드의 로그 에너지를 구하여 42개의 M-spec을 구

하고, 여기에 42-point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적용하

여 42개 MFCC를 얻는다[13]. 다음, M-spec과 MFCC의 프

레임 변화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각각의 1차 프레임 델타

(delta)와 2차 프레임 델타를 구하고[14], 최종적으로 각 프레

임별로 M-spec과 MFCC 기반의 42 × 3 = 126차원 특성벡

터를 각각 정의한다. 아래에 설명하는 모든 동작은 두 종류

의 특성벡터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성능을

측정한다.   
음소 인식은 높은 시간 해상도의 특성 모델링을 요구하

고, 감정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 해상도의 특성 모델

링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공용 인식기가 감정과 음

소 인식을 동시에 수행할 때 하나의 시간 해상도로 설정된

동일한 특성벡터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학습의

일반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

면서 시간 해상도만 달리하는 특성벡터를 설계한다. 즉, 그
림 1의 특성벡터 추출단에서 동일한 특성벡터를 높은 시간

해상도와 낮은 시간 해상도에서 각각 구하고, 이를 하나의

공용 DNN에 입력한다. 공용 DNN은 높은 해상도의 특성

벡터로부터 음소를 인식하고 낮은 해상도의 특성벡터로부

터 감정을 인식하도록 학습하며, 그에 따라 입력 특성벡터

의 해상도에 관계없이 공용 DNN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

여 두 정보를 모두 인식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프레임 구조를 보

여주고, 입력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는 16 kHz이다. 음소 인

식은 F1 프레임 단위로 특성벡터를 구하여 F1 프레임마다

한 번씩 인식 결과를 출력하고, 감정 인식은 F2 프레임 단

위로 특성벡터를 구하여 F2 프레임마다 한 번씩 인식 결과

를 출력한다. 동일한 특성의 특성벡터이지만 프레임 구조

가 다르므로 실제 특성벡터 세부 내용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프레임 구조의 특성벡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하나의 공용 DNN을 학습시키고, 동일한 DNN 동작을 통

하여 두 정보를 모두 인식한다. 

frame frame length hop length
F1 25 ms 10 ms 
F2 100 ms 40 ms 

표 1. 음소와 감정 인식을 위한 두 가지 프레임 구조
Table 1. Two frame structures for phoneme and emotion recognition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4가지 DNN 구조를 보여

준다. 각 층(layer)의 숫자는 층별 뉴런 수이고, 출력층의 뉴

런 수는 각 정보 인식의 클래스 수와 같다. Sref(3)과 Sref(4)
는 각 정보 인식별로 주어지는 개별 DNN이고 각각 3개와

4개의 은닉층을 가지며, 기존 기술에 따라 각 정보 인식기

별로 독립적으로 학습하여 얻고, 이것의 성능이 제안하는

공용 DNN 성능의 평가 기준이 된다. Sprop(3)과 Sprop(4)는
음소와 감정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용 DNN이고, 출력

층은 각 정보별로 분리되어 인식 결과를 출력한다. Sprop(3)
에서 두 정보 인식기가 3개 은닉층을 모두 공유하고 마지막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연결 파라미터만 달리하며, 이 때

의 성능을 Sref(3)과 비교한다. Sprop(4)는 4개의 은닉층을 가

지며 마지막 은닉층이 정보 인식기별로 분리된 구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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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ef(3)                            Sref(4)

            Sprop(3)                           Sprop(4)

그림 2. 음소와 감정 인식을 위한 DNN 구조
Fig. 2. DNN structures for phoneme and emotion recognition

 

Sprop(3)에 비하여 정보 인식기별 독립 동작을 더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의 성능을 Sref(4)와 비교한다. 모든 DNN에서

Sprop(4)의 출력층을 제외한 모든 층은 완전 접속(fully con-
nected) 구조를 가지고, Sprop(4)의 출력층은 마지막 은닉층

의 각 분할층과 완전 접속된다.  
기존의 개별 DNN 학습은 각 정보별로 레이블링 되어 있

는 학습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본 논문

에서 요구하는 음소와 감정이 동시에 레이블링 되어 있는

개방형 음성 데이터 세트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

존에 사용하는 각 정보 인식별 학습 데이터 세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공용 DNN이 두 정보를 모두 인식하도록 학습시

키는 방법을 개발한다. 
제안하는 공용 DNN을 위한 다중 학습 방법의 핵심은 배

치(batch) 단위로 진행하는 각 정보 인식별 교차 학습이고, 
그림 3이 Sprop(3)에 대한 다중 학습 구조를 보여준다. 첫 단

계로, 음소 인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F1 프레임

단위로 특성벡터 XP를 구하고, 감정 인식용 학습 데이터 세

트에서 F2 프레임 단위로 특성벡터 XE를 구한다. 각 특성벡

터를 중복되지 않으며랜덤하게선택하여 배치를 구성하고, 
한 번의 배치 단위 업데이트에서 활용하는 신호 길이를 동

일하게 하기 위하여 음소 인식기 학습의 배치크기는 4096
으로 하고 감정 인식기 학습의 배치 크기는 1024로 한다. 

Sprop(3)의네트워크파라미터를 음소와 감정 인식기에 대

하여 번갈아업데이트한다. 이 과정에서 각 인식기는 Sref(3) 
구조의 인식기 학습에서와 동일한 비용 함수를 사용한다. 
한 배치에 해당하는 4096개의 XP를 Sprop(3)에 입력하고, 음
소 인식에 대한 비용 함수만을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업데

이트한다. 이 때, 감정 인식의 출력은 구할 필요 없고, 마지

막 은닉층과 감정 인식 출력층 사이의 파라미터는 업데이

트 하지 않는다. 다음, 업데이트된 파라미터가 적용된

Sprop(3)에 한 배치에 해당하는 1024개의 XE를 입력하고, 감
정 인식에 대한 비용 함수만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업데

이트하고, 마지막 은닉층과 음소 인식 출력층 사이의 파라

미터는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다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그림 3. 제안하는 공용 DNN의 다중 학습 방법
Fig. 3. Method of proposed multi-task training for common 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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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된 Sprop(3)에 4096개의 새로운 XP를 입력하고 음소

인식 성능을 기준으로 파라미트를 업데이트 한다. 위의 과

정을 반복하면 마지막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파라미터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는 두 정보 인식에 공통적으로 학습

되고, 궁극적으로 음소와 감정 인식 사이에 일반화된 학습

결과를 가지는 공용 Sprop(3)을 얻는다. 음소와 감정 인식기

를 위한 두 학습 데이터 세트의 시간길이를 동일하게맞추

었고, 각 학습 데이터 세트는 동일한 수의 배치를 가진다. 
따라서 위 과정을 각 학습 데이터 세트의 모든 배치에 교차

적용하여 한 epoch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이 때 각 정보

인식기는 동일한 수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Sprop(4)에 대한 교차 학습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4096개의 XP를 Sprop(4)에 입력하고 음소 인식에 대한 비용

함수에 따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 이 때, 정보별로

분리된 마지막 은닉층과 출력층에서 감정 인식과 관련된

모든 뉴런을 제거한 DNN을 학습시킨다. 다음, 1024개의

XE를 Sprop(4)에 입력하고, 마지막 은닉층과 출력층에서 음

소 인식과 관련된 모든 뉴런을 제거한 DNN을 감정 인식에

대한 비용 함수에 따라 학습시킨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두

정보 인식 사이에 일반화된 학습 결과를 가지는 Sprop(4)를
구한다. 
이와 같이 각 정보 인식기별로 번갈아 학습을 할 때, 각

정보 인식이 요구하는네트워크파라미터의 목표점이 다르

므로 각 목표점 사이에서 무의미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반복될 수 있다. 예로, 두 정보 인식이 요구하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교차 파라미터 업데이트

를 진행할 때 실제로는 제자리에머무르게 될 수 있다. 그림

4는 Sref(3)을 각 정보 인식기별로 개별 학습할 때와 Sprop(3)
을 두 정보 인식에 대하여 교차 학습 할 때의 각 정보 인식

기별 학습곡선이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 종료조

건을 적용한 결과이며, 개별 DNN과 공용 DNN 사이에는

학습 특성의 차이가 없으며, 공용 DNN을 교차 학습을 하여

도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이 진행된다. 즉, 네트워크

파라미터 공간의 각 위치에서 두 정보의 인식 성능 사이에

극단적 차이는 없고, 교차 학습을 수행하면 한 인식기만 학

습시키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고, 각 인식기에 대한 최적은

아니지만 두 인식기 사이에 균형을 가지는 일반화된 학습

이 가능하여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만일 학습 종료조

건을 지나 추가 학습을 진행하여도 Sref(3)와 Sprop(3)의 학습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림 4. MFCC 기반의특성벡터를사용할때 Sref(3)과 Sprop(3)의학습곡선
Fig. 4. Learning curve of Sref(3) and Sprop(3) when using MFCC-based 
feature vector

 

Ⅲ. 성능 평가

M-spec과 MFCC 기반의 두 가지 특성벡터에 대하여 각

DNN의 인식 성능을 측정하고, 공용 DNN의 다중 학습에

의한 성능 향상과 교차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 적용을 통한

정보 인식기 사이의 성능 조정을 검증하였다. 감정 인식은

IEMOCAP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다[15]. 본 논문에서는 hap-
py, sad, angry, neutral 등 총 4가지 감정으로 분류하고, 데
이터 세트 분할은 학습, 검증, 평가를 6 : 2 : 2 비율로 한다. 
음소 인식은 TIMIT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16], 총 39가지

음소로 분류한다. TIMIT에서 주어지는 train set, develop-
ment set, core test set을 각각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로

사용한다.  
모든 DNN에서 은닉층은 ReLU, 출력층은 softmax 활성

화 함수를 사용하고, 모든 인식기의 학습 방법을 통일시켜

동일한 조건에서 각 DNN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He 초기화

를 사용하고[17], 일반화 향상을 위해 확률 0.5의 drop-out을
모든 은닉층에 적용하였다[8]. 모든 인식기는 교차엔트로피

(cross entropy) 비용 함수를 사용하고, Adam 최적화를 사

용하여 학습하고[18], 각 정보별로 학습률과 학습 종료등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였다. 동일한 검증 데이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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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기 종료 (early stopping)의 patience를 10으로 하였고, 
그 결과 학습의 epoch 수는 Sref(3)의 감정 인식과 음소 인

식에서 각각 49와 57이고, 두 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Sprop(3)에서 63이다. 두 가지 시간 해상도의 특성벡터를

사용하므로 교차 학습에서 각 정보별 배치 크기를 조정하

여 각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시간 빈도를 통일시켰다. 또
한, IEMOCAP과 TIMIT 데이터 세트의 길이가 다르므로, 
동일한 조건의 학습을 위해 두 학습 데이터 세트의 길이를

통일시켰다. 따라서 각 학습 데이터 세트가 포함하는 배치

의 수는 동일하고, 한 epoch에 대한 교차 학습을 진행하면

각 정보 인식기에 대하여 동일한 수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동일한 epoch 수의 학습을 실시하

면 동일한 횟수의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두 인식기는 동일

한 조건의 학습을 하게 된다. 
학습된 DNN을 사용하여 각 정보 인식 성능을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음소 인식용 평가 데이터에서 F1 프레

임 단위로 특성벡터를 구하여 각 DNN에 입력하고 F1 프레

임마다 음소를 인식하여 성능을 구한다. 감정 인식용 평가

데이터에서 F2 단위로 특성벡터를 구하여 각 DNN에 입력

하여 F2 프레임마다 출력층 softmax 값을 구하고, 각 파일

단위로 프레임 softmax 합을 기준으로 정보를 인식하여 성

능을 구한다. Sprop(3)과 Sprop(4)는 각각 하나의 고정된 동작

으로 두 정보 인식을 모두 수행할 때의 성능에 해당하며, 
인간의 청각기관이 짧은 구간 단위로 신호를 분석하고 이

와 동시에긴구간 단위로 신호를 분석하여 모두 뇌에 전달

하고 각 정보를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동작이다. 
표 2는 각 특성벡터와 DNN별로 감정과 음소 인식의 평

균정확도(mean accuracy)를 보여준다. Sref 성능은 기존 기

술에 따라 각 정보 인식기별로 DNN을 개별 학습할 때의

성능으로서 제안한 Sprop 성능 비교의 기준이고, Sprop 성능

에서 괄호의 수는 기준 성능 대비 성능 향상을 %p로 표기

한 것이다. Sprop을 사용하면 감정 인식 성능은 향상되는 경

향을 가지고 음소 인식 성능은 하락하며, M-spec과 MFCC 
사이에 뚜렷한 차별성은 없다. Sprop에서 감정 인식 성능이

향상된 이유는 교차 구조의 다중 학습에서 감정과 음소 인

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반화된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감

정 인식만으로 학습한 Sref에서 발생하는 과적합이 감소하

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음소 인식은 감정 인식에

비하여 분류 클래스가많아 상대적으로많은 학습이 필요하

며, 감정 인식과 동일한 조건의 학습으로 인하여 감정 인식

에 비해충분한 학습이 안 되어 성능이저하된 것으로 추정

된다. 즉, Sprop에서 두 정보 인식 사이에 균형 있는 학습이

안 되고, 감정 인식 방향으로 치우친 학습 결과를 얻는다.
 

feature
 network 

Mel-spectrogram MFCC

emotion phoneme emotion phoneme

Sref(3) 66.30 70.97 68.30 69.73

Sprop(3) 67.48
(+1.18)

70.12
(-0.85)

68.03
(-0.27)

68.62
(-1.11)

wSprop(3) 69.29
(+2.99)

70.41
(-0.56)

69.11
(+0.81)

69.56
(-0.17)

Sref(4) 66.58 71.28 66.39 70.36

Sprop(4) 67.84
(+1.26)

70.28
(-1.00)

68.48
(+2.09)

69.15
(-1.21)

wSprop(4) 69.20
(+2.62)

71.28
(0.00)

68.57
(+2.18)

70.42
(+0.06)

표 2. 각 특성벡터와 DNN에서의 감정과 음소 인식의 평균 정확도(%)
Table 2. Mean accuracy(%) of emotion and phoneme recognition for 
each feature vector and network

교차 구조의 다중 학습에서 정보 사이의균형 있는 학습

을 위해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시도하

였다. Sprop의 성능 분석에 의하면 다중 학습 과정에서 감정

인식 학습에는 이미 충분한 일반화가 진행되어 성능이 향

상되었으므로, 음소 인식 학습에서 감정 인식 학습에 비하

여 더강한 일반화가 발생하도록 차별적 학습을 하면 음소

인식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차 학습 과정에

서 음소 인식을 위한 학습 단계에서는 확률 0.5의 drop-out
을 적용하고 감정 인식을 위한 학습 단계에서는 drop-out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학습된 DNN을 wSprop이라 하며, 
표 2에서 보듯이 모든 경우에서 wSprop의 음소 인식 성능이

Sprop보다 향상되며, 감정 인식 성능도 Sprop에 비하여 더 향

상되었다. 따라서 차별적 drop-out 적용을 통하여 두 정보

사이의 균형 있는 학습이 진행되어 일반화 성질이 더욱

향상된 학습 결과를 얻었으며, 두 정보 인식의 성능이

Sprop 대비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prop(4)와
wSprop(4)의 성능은 각각 Sprop(3)과 wSprop(3)보다 우수한 경

향을 보이며, 은닉층이 추가되어 모델링 능력이 향상되고

4번째은닉층이 정보별로 분리되어 정보별 독립 동작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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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각 특성벡터에 대하여 wSprop(4)는 각 정보별

로 Sref(4)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인식 성능을 가진다. 만일

음소와 감정 인식의 평균 성능을 비교하면, Sref(3)-MFCC 
조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공용 DNN이 개별 DNN 보
다 우수한 평균성능을 가진다. 동일한 수의 은닉층을 가지

는 Sref, Sprop, wSprop는 모두 동일한 수의 뉴런을 사용하여

각 정보를 인식한다. 따라서 공용 DNN은 신경망 자원의

증가 없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와 같은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다중 학습을 통

하여 기존의 개별 DNN보다 향상된 평균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기술에 따른

특성벡터와 DNN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두 정보 인식을 모

두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두 정보의 평균 인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음소와 감정 인식의 성

능 향상을 위하여 학습에서의 일반화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나의 공용 인식기를 사용하여 두 정

보를 모두 인식하고, 두 정보 인식에 대한 교차 구조의 다중

학습을 통하여 두 정보 사이의균형 있는 학습을 진행시키

고 일반화가 증가된 학습 결과를 얻는다. 이 때, 두 정보는

서로 다른 시간 해상도의 특성벡터를 사용하며, 공용 인식

기는 특성벡터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동작을 수행

하여 두 정보를 인식한다. 또한, 다중 학습 과정에서 음소

인식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음소 인식에서의 일반화를 추가

로 향상시켰다. 동일한 특성벡터와 동일한 DNN을 사용할

때, 제안한 공용 인식기의 평균 성능이 기존 기술에 따라

각 정보별로 학습한 개별 인식기에 비하여 우수한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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