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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업목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Deep Learning 기반의 음성언어처리 및 자연언어처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이론을 최신 텍스트 북 강독을 통해서 배운다. 교재의 각 챕터를 선정된 수강생이 

발제를 하며, 수강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초이론을 이해한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 교재

(1) Dong Yu and Li Deng,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 Deep Learning Approach, Springer, 

2015 [ASR]  

(2) Li Deng and Dong Yu, Deep Learning: Methods and Applications, NOW Publishers, Delft, 

2014 [DL]

 ￭ 참고서

(1) I. Goodfellow, Y. Bengio, and A. Courville, Deep Learning, The MIT Press, 2016.  

 3. 평가방법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수시평가 태도 기타 합계

5 0 0 0 90 5 0 100

비고
    수시평가(90%)= 발표(40%) + 수업 전 제출된 질문(50%),
    태도 (5%) = 수업 참여도

 4. 강의계획

 1주 (3/6): 과목 소개, Deep Neural Networks 소개
 2주 (3/13): 

  [DL Ch. 2] Some Historical Context of Deep Learning  (하난, 김종인)

  [DL Ch. 3] Three Classes of Deep Learning Networks   (조성재, 최상우)

  [DL Ch. 4] Deep Autoencoders – Unsupervised Learning   (김도균, 방진현)

 3주 (3/20):  

  [DL Ch. 5] Pre-Trained Deep Neural Networks – A Hybrid  (최성호, 손보경) 

  [DL Ch. 6] Deep Stacking Networks and Variants – Supervised Learning (육지은, 이경민)

  [DL Ch. 7] Selected Applications in Speech and Audio Processing  (변석현, 강기천)     

 4주 (3/27): 

  [DL Ch. 8] Selected Applications in Language Mode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조석현, 박종혁)

  [DL Ch. 9] Selected Applications in Information Retrieval   (김낙훈, 손선일)

  [DL Ch. 10] Selected Applications in Objects Recognition  (김태형, 백시온)

 5주 (4/3): 

  [DL Ch. 11] Selected Applications in Multimodal and Multi-task Learning  (김준호, 장한솔)

  [ASR Ch. 2] Gaussian Mixture Models   (      )

 



4. 강의계획

 6주 (4/10): 

  [ASR Ch. 3] Hidden Markov Models and the Variants   (김종인,     )

 7주 (4/17):  

  [ASR Ch. 4] Deep Neural Networks (     ,     )

  [ASR Ch. 5] Advanced Model Initialization Techniques (     ,     )

 8주 (4/24): 

  [ASR Ch. 6] Deep Neural Network-Hidden Markov Model Hybrid Systems  (     ,     )

  [ASR Ch. 7] Training and Decoding Speedup (     ,     )

 9주 (5/1): 

  [ASR Ch. 8] Deep Neural Network Sequence-Discriminative Training  (     ,     )

  [ASR Ch. 9] Feature Representation Learning in Deep Neural Networks   (     ,     )  

 10주 (5/8): 

  [ASR Ch. 10] Fuse Deep Neural Network and Gaussian Mixture Model Systems  (     ,     )

  [ASR Ch. 11] Adaptation of Deep Neural Networks   (     ,     )

 11주 (5/15): 

  [ASR Ch. 12] Representation Sharing and Transfer in Deep Neural Networks  (     ,     )

   [ASR Ch. 13] Recurrent Neural Networks and Related Models  (     ,     )

 12주 (5/22): 석가탄신일 --> 강의진행

   [ASR Ch. 14] Computational Network  (     ,     )

  Selected Papers  (     ,     )

 13주 (5/29): 

  Selected Papers  (     ,     ,     )

 14주 (6/5): 

  Selected Papers  (     ,     ,     ) 

 15주 (6/12): 

  Selected Papers  (     ,     ,     ) 

5. 수강생
참고사항

- 텍스트 북 발표 학생은 발표 전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발표자료 PPT 파일 초본을, 다른 학생

들은 발표 주제 당 적어도 하나의 질문을 eTL 질의응답 게시판에 제출

- 텍스트 북 발표 학생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수정 보완한 발표자료 PPT 파일 최종본

을 발표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eTL 질의응답 게시판에 제출

- DL 텍스트북:  발표 40분 + 추가 질의응답 10분

- ASR 텍스트북: 발표 60분 + 추가 질의응답 10분

- 사전에 제출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발표자료 최종본에 포함해서 발표하므로, 발표 후 추가질의

응답은 10분만 진행



6. 장애학생
지원사항

 ※ 기본 내용
    수정 가능

강의수강 관련

○ 시각장애: 교재 제작(디지털교재, 점자교재, 확대교재 등), 대필도우미 허용
○ 지체장애: 교재 제작(디지털교재), 대필도우미 및 수업보조 도우미 허용
○ 청각장애: 대필 및 문자통역 도우미 활동 허용, 강의 녹취 허용
○ 건강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대필도우미 허용
○ 학습장애: 대필도우미 허용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대필도우미 및 수업 멘토 허용

과제 및 평가 
관련

○ 시각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건강장애/학습장애: 과제 제출기한 연장, 과제 제
출 및 응답 방식의 조정, 평가 시간 연장, 평가 문항 제시 및 응답 방식의 조
정, 별도 고사실 제공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개별화 과제 제출 및 대체 평가 실시

비고

본 강의를 수강하는 장애학생들에게는 이상의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학생 개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지도교수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관련하
여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담당교수 정민화(02-880-9195) 혹은 장애학생지원
센터(02-880-878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