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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o 학교 폭력, 가정 폭력, 길거리 폭력 등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려움

o CCTV를 이용한 행동 인식 기반 모델은 성능은 좋지만, 초상권 문제가 발생

o 통계적 음성인식 방법은 성능이 좋지 않아 상용화가 어려웠지만, 최근 딥러닝 기반 음성인식 모델은 

성능이 향상되어 상용화가 가능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딥러닝 기반 음성인식 모델로 폭력 상황을 탐지

o 음성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딥러닝 기반 음성인식 모델 개발

□ 주요내용

o 음성 모델

- 전처리 과정

 단시간 푸리에 변환을 사용해 raw waveform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한다. 스펙트로그램에 멜 필터를 

사용해 멜 스케일로 변환하고, 로그를 취해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이산 코사인 

변환을 통해 모델의 입력인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MFCCs)를 얻는다. 전처리 과정으로 얻은 

MFCCs를 0.5초 간격으로 잘라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 모델 구조

[그림 1] 음성 모델 구조
 기존 음성 모델들은 대부분 CNN 기반 또는 RNN 기반의 단일 구조 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의 모델 

구조는 Convolutional, Long Short-Term Memory, Fully Connected Deep Neural Networks (CLDNN) 구조를 

따른다. CLDNN 구조에서 CNN은 주파수 축의 분산을 줄이는 데 유용하고, LSTM은 시간 축에 대해 모델

링을 하며 DNN은 특징들은 구별 가능한 공간으로 매핑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강력한 구조 덕분에 



단일 구조 모델만 사용한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에 더해, 우리는 CLDNN 구조에서 장거리 

종속성을 학습하고 특징들 사이에서 중요한 부분에 더 집중하기 위해 Multi-Head Self-Attention을 사용

한다. 자세한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커널 크기가 (3, 1)이고 채널 크기가 64인 2개의 1D 

Convolutional 계층을 쌓는다. 각 Convolutional 계층 뒤에는 배치 정규화 및 최대 풀링이 따른다. 다음으

로 양방향 LSTM 계층을 2개 쌓는다. LSTM의 출력은 Multi-Head Self-Attention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2개의 완전연결층이 연결된다.

o 자동음성인식 모델

- 전처리 과정

 자동음성인식 모델을 위한 전처리 과정은 크게 2가지(음성 및 텍스트)로 나뉜다. 음성은 단시간 푸리에 

변환을 거쳐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된다. 텍스트는 사전에 등록된 사전을 바탕으로 정수형 타입으로 매

핑된다.

- 모델 구조

[그림 2] 자동음성인식 모델 구조
Chan, William, et al. "Listen, attend and spell." arXiv preprint 

arXiv:1508.01211 (2015).

 Listen, Attend and Spell (LAS) 모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뉜다. 먼저 Encoder에 해당하는 Listener

는 음성 신호를 고수준의 특징들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Listener 구조는 논문의 그림과 약간

의 차이가 있다. 논문에서는 Bidirectional LSTM 3층을 쌓아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2D-CNN 2층과 

Bidirectional LSTM 1층을 쌓은 구조를 사용한다. Decoder에 해당하는 Speller는 LSTM, Attention, 

fully-connected 층을 차례로 쌓아서 만든다. 

o 텍스트 모델

- 전처리 과정

 자동음성인식 모델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면 텍스트 모델의 입력이 된다. 변환된 텍스트는 사전

학습된 BERT 모델의 Tokenizer로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정수형 타입으로 매핑된다.



- 모델 구조

[그림 3] 텍스트 모델 구조
 텍스트 모델은 ENLIPLE AILAB에서 제공하는 170M 개의 문장으로 사전학습된 Large BERT 모델을 기본 

구조로 사용한다. 폭력 상황의 대화들은 multi-turn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BERT 모델 구조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접한 문장(발언)을 2개씩 묶어 BERT 모델의 입

력으로 넣어주고 representation을 추출한다. 추출된 representation은 Bidirectional LSTM의 입력으로 사용

되고, Bidirectional LSTM의 결과로 multi-turn 대화가 폭력 상황일 확률이 나온다.

o 음성 모델과 텍스트 모델 앙상블

[그림 4] 전체 모델 구조
- 두 모델의 결과(폭력 상황일 확률)를 적절하게 앙상블하여 음성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딥러닝 기반 음성인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주요실적 o 주요실적

 IITP에서 진행하는 2020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트랙 2 음성인지 부분 2단계에 DGU_AI 팀으로 참

여하고 있다.



o 구현결과

[그림 6] 음성 wav 파일

[그림 7] 음성에 대한 실제 텍스트 예시

[그림 8] 자동음성변환으로 변환된 텍스트 
예시 

[그림 9] 모델 예측 결과

o 구현결과

 음성 데이터는 음성 모델과 텍스트 모델의 입력

으로 사용된다. 이때, 음성은 각 모델에 맞게 전처

리 과정을 거친다.

- 음성 모델

 녹음된 음성이 지정된 폴더에 저장되면 일정 시간 

간격마다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된다. 알고리즘이 

동작하여 wav 파일을 읽어오면 주요 내용의 음성 

모델 전처리 과정을 거쳐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MFCCs)를 얻는다. MFCCs는 딥러닝 기반 

음성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폭력 

상황에 대해 예측한다.

 - 텍스트

 녹음된 음성이 자동음성인식 모델 (LAS)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된다. Dialogue 형식의 데이터를 각 

발화 별로 구분을 한 다음, 미리 학습된 BERT 

모델을 통해 인코딩 과정을 거친다. 발화 별로 

인코딩된 representation 값들은 Bidirectional LSTM의 

입력 값이 된다. 이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폭력 상황 예측을 예측한다.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초상권 문제로 상용화가 어려운 행동 인식 기반 폭력 상황 탐지 모델 대신 음성인식 기반 폭력 상황 
탐지 모델을 개발하여 상용화한다면 위협·협박·금전 갈취 등의 폭력 상황을 탐지할 수 있다.
o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폭력 상황에서 음성인식 기반 폭력 상황 탐지 모델이 폭력 상황을 스

스로 예측한다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