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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언어 병리학이란 언어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치

료를 목적으로 언어 분석, 언어 능력 평가 등을 연구하

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언

어 분석에 SW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적용하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양극데

이터에 대해 효율적인 언어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론을 제시한다. 학령전기(유아부)와 학령기(중고등부)의 

양극 데이터를 문장 분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합성

곱 신경망 모델(CNN)에 학습시켰다. 실제로 CNN은 이미

지 처리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으나[1], 최근에는 텍스트

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에 많이 사용되던 RNN[2]과 더불

어 문장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발화자의 개별 발화에 대한 

연령집단을 예측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해당 발화

자의 언어 연령 및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학령

전기와 학령기와 같이 양극성을 띄는 데이터를 모델 구

축에 활용하였으며, 입력되는 발화에 따라 예측되는 확

률을 가지고 해당 발화자의 실제 연령과 언어 연령을 비

교하여 언어 능력을 진단, 평가하여 전통적인 언어 분석

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소프트웨

어 중심대학 지원사업(2018-0-00216)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한림대학교 언어 병리학

과에서 수집한 전사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피상담자를 대

상으로 한 상담 과정을 녹음하고 녹음을 전사하여 생성

된다. 이때 상담자는 상담 녹음에서 분석에 무의미한 부

분은 자체적으로 제거하여 전사하게 된다. 또한 음성 발

화가 아닌 행동이나 중복 표현된 발화는 특수기호로 표
기한다. 각 전사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60개의 피상담자 

문장을 포함한다. 이 문장들은 노이즈를 포함한 문장들로

써 총 추출된 발화의 개수는 4,127개이다. 

 

3. 방법론 
 

3.1.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추출된 발화를 대상으로 노이즈

를 제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학습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구조’를 노이즈 데이터로 정의한다. 

자유발화는 분석 단위로써 발화를 사용하기 위해 발화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3,4]. 발화 경계를 나누면 단순 

긍정, 부정 응답이나 3어절 이하의 짧은 발화가 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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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화로 기록된다. 이러한 발화는 학습과정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못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이즈 데이터로 정의하여 제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노이즈를 유아부에서 제거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유아부 발

화는 기본적으로 정의한 노이즈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므

로, 데이터의 양이 너무 작아지게 된다. 두 번째는 이러

한 노이즈가 유아부 발화를 대표하는 대표 자질로 표현

되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유아

부는 단순 대답을 제외한 노이즈는 제거하지 않는다. 조

건에 따라 추출된 4,127개의 데이터 셋에서 노이즈를 제

거하여 전처리된 문장은 3,017개로 압축되며 구성 비율

이 적합하지 않아 잘못된 학습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

아부, 고등부 문장의 비율이 1:1에 근사하게 추출했다. 

 

3.2. 합성곱 신경망(CNN) 
 

본 논문에서 사용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CNN)은 [5]에

서 제시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했다. 합성곱 신경

망을 자연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행렬로 

나타내도록 먼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한다. 이후 

Sentence Matrix를 구현하는데, 벡터 값을 무작위로 

initialize 하고, 학습 과정에서 분류에 적절한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합성곱 층에서는 [5]에 제시된 것처럼 각기 다른 크기

를 가지는 필터들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을 통

해 얻어진 각 필터들의 Feature Map으로부터 Pooling을 

통해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를 뽑아낸다. 이후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 마지막 Softmax Layer에

서는 Dropout이 적용되어 분류 결과를 출력하며, 합성곱 

층과 전연결층 사이에서 Dropout 정규화를 수행한다.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 모델의 Hyper Parameter를 설

정하고 Training, Cross-Validation(CV), Test Set을 구

성한다. Data Set을 8:2(Training:Test)로 나누고, 각 

Epoch마다 Training Set의 20%을 CV Set으로 사용한다. 

 

3.3. 통계적 분석 평가 

 

연령은 유아부, 중고등부의 극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20대부터 많게는 100세 이상까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

습 연령집단과 다른 연령집단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예측 결과 분포를 분석한다. 수식(1)과 (2)는 각각 입력

되는 피검사자의 발화의 분포를 유아부로 예측하는 확률

과 중고등부로 예측하는 확률을 나타낸다. 

 	 = 유아부로	예측한	개수
총	발화의	개수( 	 ) 	 × 	 	 ( ) 

	 = 중고등부로	예측한	개수
총	발화의	개수( 	 ) 	 × 	 	 ( ) 

 

위 수식을 이용하여 이후 실험에서 도출되는 예측 확률

을 구할 수 있다. 

 

4. 실험 
 

먼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연령 집단 데이터를 모델

의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 분류 분포의 치우침을 통해 

언어 연령을 예측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표 2. 실험을 통한 예측확률의 분포 
Age Group Prediction 0(%) Prediction 1(%)
초등부 0.4314 0.5685
성인부 1 0.3572 0.6427
성인부 2 0.3339 0.6661
성인부 3 0.4174 0.5825
유아부 0.7247 0.2753
중고등부 0.2801 0.7120

 

예측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부로 예측한 확률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중고등부로 예측한 확률이 높아진

다. 성인부 3의 경우 유아부로 예측한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 능

력이 비교적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에 부합한다 [6]. 

 

5. 결론 
 

최근 언어 병리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은 자발화 분석으로, 학령전기 및 학령기 연령집단의 발

달 장애 포착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자발화 분석의 

문제점은 발화를 녹음하고 전사하여 분석하는 비용이 많

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더

욱 크게 보기 위해 유아부, 중고등부의 양극 데이터를 

문장 분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CNN에 학습시켰다.  

앞으로 이 학습 모델을 통해 개별 발화에 대한 연령집

단을 예측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해당 발화자의 

언어 연령 및 장애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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