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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구조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소리 이벤트 검출을 하여 용하 으며 공통의 오디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그들 간의 성능을 비교하 다. FNN, CNN, RNN 그리고 CRNN이 주어진 오디오데이터베이스  딥 뉴럴 네트워크

의 구조에 최 화된 하이퍼 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구 되었다. 구 된 방식 에서 CRNN이 모든 테스트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으며 그 다음으로 CNN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RNN은 오디오 신호에서의 시간 상 계를 잘 추 하는 

장 에도 불구하고 CNN 과 CRNN에 비해서 조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various architectures of deep neural networks were applied for sound event detection and their performances 

were compared using a common audio database. The FNN, CNN, RNN and CRNN were implemented using hyper-parameters 

optimized for the database as well as the architecture of each neural network. Among the implemented deep neural networks, 

CRNN performed best at all testing conditions and CNN followed CRNN in performance. Although RNN has a merit in 

tracking the time-correlations in audio signals, it showed poor performance compared with CNN and C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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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리 이벤트 검출은 패턴 인식 기법을 사용하여 우

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 음향 이벤트들을 찾아내

는 기법이다. 이러한 다양한 음향 이벤트들에는 유리

창 깨지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차의 경 소리들이 포함된다. 소리 이벤트 검출에

서는 각 소리들의 종류를 분별하는 것 외에도 발생한 

음향 이벤트의 시작 시 과 끝나는 시 도 찾아 주는

데, 최근에는 보안,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부터의 정보 

추출, 헬스 어  자율주행차 등에 이르기 까지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

은 사람들의 심을 받게 되었다 [1-5].

지난 수년간 딥 뉴럴 네트워크(DNN: Deep Neural 

Network)은 상 분류, 음성인식 그리고 기계 번역 

등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6-8], 최근에 들

어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최

고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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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에서도 FNN(: Feedforward Neural Network)은 

GMM(: Gaussian Mixture Model)이나 SVM(: 

Support Vector Machine)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9] 기존의 통 인 방법을 

체한 것으로 보인다. 

FNN은 다른 딥 뉴럴 네트워크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여 더 은 수의 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며 계

산량이 작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FNN의 구조는 

입력과 히든층간의 고정된 연결로 인하여 상 신호

에서 발생되는 치 이동 변이를 보상하기에는 다소 

부 합하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소리 이벤트 검출에

서도 발생하는데, 이는 시간과 주 수 축 상에서 발생

하는 소리 신호의 변이를 FNN으로는 충분히 모델링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FNN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

하는  다른 문제는 입력 소리 신호에 한 시간 축 

상의 콘텍스트(context) 정보가 매우 짧은 시간에 

해서만 고려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콘

텍스트 모델링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성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법이 소리 이벤트 검출에서 요구된다.

FNN에 비하여,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시간과 주 수 축 상에서의 소리 신호의 

변이를 보다 효과 으로 처할 수 있으나 CNN도 여

히 소리 신호의 긴 시간동안의 상 계 정보를 모

델링 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반면에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은 음성인식에서 시간 상

계를 모델링하는데 있어서 매우 성공 이었다. 그

러나 RNN은 시간과 주 수 축 상에서는 변이를 효

과 으로 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CNN에 비하여 불리

하며 이런 이유로 CNN에 비해서 소리 이벤트 검출에

서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CNN과 RNN의 장 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하

여 이들을  결합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 노력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CNN과 RNN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결

합한 CRNN(: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방식이 소리 이벤트 검출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과 음악 분류를 하여 제안되기도 하 다 

[10-12].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 된 FNN, CNN, RNN 

 CRNN을 이용하여 소리 이벤트 검출을 한 인식 

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CRNN이 다른 

딥 뉴럴 네트워크에 비해서 어떤 장 을 가지고 있는

지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자 한다. 한 CRNN이 최

고의 성능을 나타내기 한 하이퍼 라미터 값과 학

습 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소리 신

호에 한 특징추출 방법과 본 논문에서 사용된 다양

한 딥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 해서 소개한다. 3장에

서는 FNN, CNN, RNN  CRNN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련연구

2.1 특징 추출

로그-멜-필터뱅크(log-mel filterbank) 값이 본 논

문에서 사용된 딥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으로 용되

었다. 먼  Short-Time Fourier Transform (: STFT)

을 44.1 KHz로 샘 링된 오디오 신호의 40ms 구간에 

서 계산하게 된다. STFT 계산 시에는 50%(20ms)

의 오버랩을 유지하며, STFT의 결과로부터 40 밴드

의 mel-filterbank 값을 구하게 된다. 구해진 멜-필터

뱅크 값에 해서 로그-변환을 용함으로서 매 

20ms 구간마다 40 차원의 로그-멜-필터뱅크 값이 얻

어지며 이를 딥 뉴럴 네트워크들의 입력 특징으로 공

통 으로 사용한다. 한편 로그-멜-필터뱅크 값들은 

직  사용하는 신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  

체 학습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평균값을 로그-멜-필

터뱅크 값에서 빼 주고, 역시 체 학습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표  편차 값으로 나 어 으로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특징에 한 정규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2.2 FNN

40차의 로그-멜-필터뱅크 특징은 연속 인 5개의 

임들이 합쳐져서 200차원의 특징벡터를 형성하며 

이들은 FNN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한 2개의 은닉 

층은 각각 ReLu 활성함수를 가지는 1600개의 유닛들

로 구성된다. 출력 층은 분류하고자 하는 소리 이벤트

클래스의 수만큼의 유닛을 가지며 각 유닛은 sigmoid 

활성함수를 이용한다. 여기서 sigmoid 활성함수의 출

력값은 각 클래스에 한 사후확률로 간주되며 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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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치와 비교하여 이진화 된 후 ground truth table

과 비교하여 FNN의 정확도(accuracy) 산출을 하여 

사용된다.

2.3 CNN

         그림 1. CNN 구조

      Fig. 1 CNN Architecture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CNN의 구조는 컨벌루

션(convolution) 층, max pooling 층 그리고 단일 층

의 FNN  출력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 T 

임의 40차의 ( ×  ) 로그-멜-필터뱅크 값이 

CNN의 컨벌루션 층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컨벌루션 

층은 256개의 feature map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x5

의 2차원 컨벌루션 필터를 사용하여 입력 층으로부터 

특징을 받아들인다. 한, 컨벌루션 층의 각 유닛은 

ReLu 활성함수를 가진다. 컨벌루션 층의 출력은 겹쳐

짐이 없는 max pooling 층을 거침으로서 데이터의 차

원 감소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데이터의 시간 정보를 

보존하기 하여, max pooling은 주 수 역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상 분류에 사용되는 CNN

에서 차원 감소가 2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조 인데, 이는 소리 이벤트 검출을 해서는 이벤

트의 시작 과 끝 을 찾기 해서 오디오 신호의 시

간 해상도 정보가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3개의 컨벌루션 층이 사용되었으며 컨벌루션 층과 

max pooling 층을 거친 후의 특징의 차원은 

 ×  ×   이 된다. 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시

간 역의 차원은 T로 유지된 반면 주 수 차원은 1

로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ax pooling을 

거친 후 생성된 특징은 256개의 유닛을 가진 단일 

FNN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sigmoid 활성 함수를 가

진 출력 층에 입력됨으로써 CNN의 체 인 네트워

크 구성이 설계된다. 출력 층의 sigmoid 활성함수의 

결과 값은 0.5의 임계치를 이용하여 이진화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시간 임에서의 특정 클래스의 소리 

이벤트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

         그림 2. RNN 구조

      Fig. 2 RNN Architecture

  

        그림 3. CRNN 구조

      Fig. 3 CRNN Architecture

2.4 RNN

RNN의 입력으로는 CNN과 동일한 T 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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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 ×  ) 로그-멜-필터뱅크 값이 사용되며, 

그 체 인 구조는 256개의 유닛을 가진 3개의  

GRU (: Gated Recurrent Unit)층과 4개 층의 FNN 

그리고 마지막에 sigmoid 활성함수를 가진 출력 층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에 나

타나 있다. 4개 층의 FNN을 사용함으로서 CNN 과 

RNN이 비슷한 수 의 깊이를 가지게 하며 두 모델

들 간의 성능 비교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5 CRNN

본 논문에서 사용된 CRNN의 구조가 그림 3에 나

타나 있다. 3개의 컨벌루션 층과 3개의 GRU 층 그리

고 마지막으로 출력 층이 연속 으로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다. 컨벌루션 층은 시간과 주 수 역에서 변

이에 강인한 특칭 추출의 역할을 하며, GRU 층은 시

간 역에서의 상 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

는데 이는 소리 이벤트 검출에서 매우 요하다. 마지

막의 출력 층은 주어진 시간 임에서의 소리 이벤

트 클래스에 한 사후 확률을 제공하게 되며, 이진화

를 통하여 각 클래스에 한 존재 유무를 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Ⅲ. 실험 방법  결과

3.1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에서 잘 알려진 오디

오 데이터베이스인 TUT Sound Events Synthetic 

2016 (TUT-SED Synthetic)을 사용하 다[13]. 이 데

이터에는 인공 으로 만들어진 오디오 데이터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 인 녹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의 부족을 보완하기 함이다. 한 

인 인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만들

어진 오디오에 한 이블의 산정 시 주 인 요소

가 많이 들어가는 단 도 보완해  수 있다. 

TUT-SED Synthetic 데이터베이스는 16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를 가진 오디오 샘  들을 인 으로 섞

어서 만들어진다. 체 일의 개수는 100개이며 이들

은 994개의 개별 인 오디오 샘 들을 서로 섞어서 

만들어진다. 100개의 일은 학습과 테스트 그리고 검

증 데이터로 나 어지며 그 비율은 60:20:20이다. 

체 일의 길이는 556분으로 비교  긴 편이다.

3.2 실험 결과

제안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최 의 성능을 얻기 

하여 배치정규화(batch normalization)가 모든 컨벌

루션 층에 사용되었으며 드랍아웃(dropout)은 모든 컨

벌루션 층과 GRU 층에 사용되었으며, 이때 드랍아웃 

비율(rate)은 0.25로 하 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은 바이 리(binary) 크로스엔트로피 (cross-entropy)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Adam 최 화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오버피 을 방지하기 하여 조기종료(early 

stopping)가 학습과정에서 용되었으며 비용함수 값

이 100 epoch 동안 감소하지 않으면 학습을 종료하게 

된다.

learn

-ing 

rate

v a l i d a t i o n      

       data

testing

 data

epo

-ch

segment-

based

(F-score/

ER)

event-

based

(F-scor

e/ER)

segment-

based

(F-score/

ER)

event-

based

(F-sco

re/ER)


61.6%

/0.52

37.6%/

0.96

60.6%

/0.53

37.0%/

0.97
16


68.7%

/0.45

43.4%

/0.88

64.2%

/0.50

40.5%

/0.96
33


66.4%

/0.49

39.1%

/0.96

63.7%

/0.52

36.4%/

1.04
157


44.1%

/0.69

9.8%

/1.24

43.3%

/0.71

10.8%/

1.27
191

표 1. Learning rate 변화에 따른 CRNN 성능 
Table 1. Performances of CRNN as learning rate 

changes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은 learning rate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최 의 learning rate를 찾기 하여 

우리는 검증데이터에 한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표 1에는 learning rate가 달라짐에 따라서 CRNN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었다.

보다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평

가 방식으로는 segment 기반의 방식과 event 기반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 고 평가 척도로는 소리 이벤트 

검출에서 표 으로 많이 사용되는 F-score와 Error 

Rate를 모두 사용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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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결과로부터, learning rate 값이  일 경

우에 모든 조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검증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learning rate값이 인식데이터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

을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검증데이터에 한 인

식 성능을 근거로 하여 learning rate를 결정하는 것

이 합리 임을 말해 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

지 않았지만, CRNN에서와 비슷한 결과들이 FNN, 

CNN, RNN 등에서도 얻어짐을 추가 인 실험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에는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

는 epoch의 횟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learning rate가 

감소함에 epoch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learning rate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딥 뉴럴 네트워

크들이 천천히 수렴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를 

들어, learning rate 가    일 때, epoch 수는 33 

이지만 learning rate 가    일 때, epoch 수는 

191 이 된다. 수렴이 무 느려지는 경우는 성능의 

하도 야기 시키는데 이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언더

피 (underfitting)에 의한 것이라 단된다.

Learning rate에 따른 성능 변화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찰을 하여 그림4에는 CRNN의 출력 값에 

한 비용함수(loss function) 값과 정확도(accuracy)의 

변화를 epoch 횟수에 따라서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 4(a)에서 보다시피, learning rate가    일 

때, 검증데이터에 한 비용함수의 값은 33 번째 

epoch에서 최소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

후 비용함수의 값은 다소 출 이지만 최소값 아래로

는 내려오지 않는다. 반면, 학습데이터의 경우에는 학

습과정이 끝날 때 (200 epoch) 까지 비용함수의 값은 

계속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과정에서 

오버 피 (overfitting)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

므로, 본 논문에서 구 된 조기종료 알고리듬에 의해

서 학습은 epoch 33에서 마치게 된다. 한편, 그림 

4(b)에서처럼, learning rate가    인 경우에는, 상

당히 다른 상이 나타남을 그래  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데이터에 한 비용함수 값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epoch 157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와 같이 더 

길어진 epoch 횟수는 언더피 (underfitting)을 야기 

시킴으로써 성능의 하를 불러 오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상은 learning rate를 더 증가시킴으로서 

더욱 더 명백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d)에서는 

learning rate가  으로 매우 작게 설정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비용 함수 값이 마지막 epoch가 될 때 

까지도 수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은 정확도(accuracy)에서도 그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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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earning rate 변화에 따른 비용함수와 
정확도의 epoch에 따른 수렴 특성.

 Fig. 4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Loss 
Function and Accuracy as Learning rate 

changes.

표 2에는 FNN, CNN, RNN 과 CRNN에 한 성

능비교가 나타나 있으며 앞의 실험 결과를 반 하여 

모든 딥 뉴럴 네트워크의 learning rate는  으로 

설정하 다. 표 2의 결과로부터, 모든 테스트 조건에

서 CRNN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

다. CNN은 상인식 분야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결과

를 보이지만 오디오 신호의 긴 시간-상 계 정보를 

모델링 하는데 부족함을 보이기 때문에 소리 이벤트 

검출에서는 CRNN에 비해서 열등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RNN은 시간-상 계 정보를 나타

내는데 있어서 CNN에 비해서 유리하지만 성능 면에

서는 오히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NN이 

자생 으로 만들어 내는 시간-주 수 변이에 강인한 

특징이 소리 이벤트 검출에 있어서 매우 요함을 나

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Segment-based Event-based

F-score ER F-score ER

FNN 54.5 % 0.8 21.4 % 3.51

CNN 60.3 % 0.66 31.3 % 1.87

RNN 47.2 % 0.66 28.9 % 1.32

CRNN 64.2 % 0.5 40.5 % 0.96

표 2. FNN, CNN, RNN, CRNN 간의 성능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FNN, 

CNN, RNN and CRNN. 

Ⅳ. 결론

딥 뉴럴 네트워크는 패턴 인식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패턴 인식 방식에 비해서 우

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의 딥 

뉴럴네트워크 방식을 소리 이벤트 검출에 용하고 

최 의 인식 성능을 얻기 한 방법에 해서 논의 

하 다.

본 논문에서는 FNN, CNN, RNN 그리고 CRNN을 

소리 이벤트 검출에 용하고 성능을 비교하 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은 learning rate에 상당히 좌우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최 의 learning rate 값은 

딥 뉴럴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learning rate값을 검증 데이

터의 성능을 기 으로 정하면 테스트 데이터에 해

서도 최 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무 

작은 값의 learning rate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

데이터에 해서 언더피  하도록 하며 반면에 무 

큰 값은 오버피  하도록 하여 성능을 하를 발생시

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다양한 딥 뉴럴 네트워크 에

서 CRNN이 음향 이벤트 검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CNN이 그 뒤를 이었다. 

CNN의 성능이 오디오 신호에 한 시간- 계 정보

를 잘 표 하는 RNN에 비해서 오히려 우수한 성능

을 보 는데, 이를 통해서 CNN에서 추출되는 시간-

주 수 변이에 강인한 특징이 매우 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음향 이벤트 검출의 보다 나은 성능을 해서

는 CRNN 구조의 다양한 변형에 한 개발이 필요하

며, 배치 정규화나 드랍아웃에 한 최 의 용 방법 

등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

다. 한 CRNN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오디오 세그먼

트의 길이의 최  값에 한 조사도 필요하리라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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