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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화나 VR 콘텐츠 제작 시 음향에 잔향 효과를 주는 것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공간에 따른 음향의 잔향 시간은 RT60(Reverberation Time 60dB)이라는 표준에서 권고된다. 본 논문에서는 음향 

편집 시 자동 잔향 편집을 위한 장면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컬러 이미지와 예측된 깊이 이미지를 동일한 

모델에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실내 장면 분류는 내부 구조가 유사한 클래스가 존재하여 컬

러 정보 학습만으로는 인식률의 한계가 존재한다. 공간의 깊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깊이 정보 추출 

기술을 사용하였다. RT60을 기반으로 총 10개의 장면 클래스를 구성하고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

로 제안하는 SCR+DNet(Scene Classification for Reverb＋Depth Net) 분류기는 92.4%의 정확도로 기존의 CNN 분류

기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ABSTRACT

The reverberation effect on the sound when producing movies or VR contents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realism 
and liveliness. The reverberation time depending the space is recommended in a standard called RT60(Reverberation Time 
60 dB).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ene recognition technique for automatic reverberation editing. To this end, we 
devised a classification model that independently trains color images and predicted depth images in the same model. 
Indoor scene classification is limited only by training color information because of the similarity of internal structure. 
Deep learning based depth information extraction technology is used to use spatial depth information. Based on RT60, 10 
scene classes were constructed and model training and evaluation were conducted. Finally, the proposed SCR + DNet 
(Scene Classification for Reverb + Depth Net) classifier achieves higher performance than conventional CNN classifiers 
with 92.4%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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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영화나 VR 영상 콘텐츠들은 보는 이들에게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기 위해 다양한 음향 기술을 사용

한다. 그중 하나인 잔향 효과가 부여된 콘텐츠는 실제 

공간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바닥, 벽, 천장, 창 또는 탁자

와 같은 반사 표면에서 반복적으로 반사되어 서로 섞이

게 된다. 이처럼 잔향은 반사된 소리들이 합쳐지면서 만

들어진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레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은 RT60으로 제시되는 잔향시간 측정의 기본

원리 그래프와 소리가 각 공간에 반사되어 잔향이 생기

는 모습이다. RT60은 잔향시간(Reverberation Time) 
60dB의 약자로 각 장소별로 측정되는 국제표준 잔향시

간이다 [1]. RT60은 사운드소스가 중단된 후 사운드를 

닫힌 영역에서 페이드 아웃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

정하여 음압 레벨이 60dB만큼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으로 정의한다.

Fig. 1 RT60 and reverberation obtained by synthesizing 
multiple reflections with different delays

RT60은 공간의 부피, 표면적 및 재질의 흡음성에 따

라 달라지므로, 영화나 360 VR영상 콘텐츠에서 공간에 

따른 RT60 시간은 표준에 따라 음향 감독이 설정한다. 
이러한 수작업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CNN 기반의 이미

지 분류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의 CNN 기반 이미지 분

류 기술들은 네트워크 구조나 층을 변형하는 다양한 실

험이 진행되었다[2-4]. 하지만 컬러 이미지만 입력으로 

받고 분류하는 네트워크 및 데이터 셋의 한계로 분류 정

확도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야외 장면 분류에 비해 실내 장면 분류는 상대적으로 

분류 정확도가 낮다[5]. 실내 상황에 따라 외관 변동 폭

이 크고, 유사한 실내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

은 쉽게 구분 가능하지만, 기계가 이러한 공간을 인지하

기 위해서는 주변 정보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실내 

환경의 유사함(가구의 배치, 크기, 형태) 때문에 컬러 이

미지만으로 그림 2와 같은 교실과 강의실, 사무실과 집

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Fig. 2 Categories with structural similarities

인간의 3차원 지각의 개념은 두 눈을 이용한 시차와 경

험적인 공간 지각 능력에 기반한다. 이러한 인간의 시각 

기능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를 학습시킬 때 깊

이 정보를 활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로는 깊이 정보

는 거리 센서로만 측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최
근에는 컬러 이미지에서 깊이 정보 추출 기법들이 딥러닝 

기반의 비지도 학습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6, 7].
자동 잔향 편집을 위한 실내 장면 분류기 제작을 목표

로, 본 연구의 데이터 셋 범주는 권장 RT60의 국제표준 

값을 사용하여 실내 공간을 10개로 나누었다(표 1 참
조). 오픈 데이터 셋인 Places365[8]에 자체 데이터 셋을 

추가하여, 각 클래스는 공간의 부피, 표면적 및 재질의 

흡음성이 고려된 RT60 길이 기준으로 분류되었고, 각 

클래스 당 약 3,000장의 컬러 이미지와 예측된 깊이 이

미지로 구성하였다. 그림 3은 해당 데이터 셋의 샘플을 

나타낸다.

Table. 1 Categories based on the recommended RT60 
values

RT60(sec) Location Volume()

0~0.3 Recording studio < 50 

0.4~0.6 Classroom < 200 

0.5~1.1 Home, Office < 1000

1.0~1.5 Lecture hall, Office huge < 5000 

1.5~2.0 Concert Hall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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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s of RT60 based dataset

본 논문에서는 실내 공간 이미지의 부족한 깊이 정보

를 추가하기 위해 깊이 정보 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

된 깊이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분류할 데이터 셋에 최적

화된 레이어를 가진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설계하였다.

Ⅱ. 본  론

2.1. 깊이 추정

현재 컬러 이미지에서 깊이 이미지를 가장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ToF, LIDAR 같은 깊이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류를 위해 구축한 컬러 이미

지 데이터 셋에서 깊이 이미지를 직접 얻는 것은 불가능

하여 Hu[7]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깊이 이미지를 추출하

였다. 그림 4에 Hu의 깊이 이미지 추출 주요 순서도를 

보인다.

Fig. 4 Block diagram of the depth estimation network 
architecture

Hu의 네트워크는 인코더, 디코더, 다중 스케일 혼합 

모듈, 정제 모듈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스킵 연결

(Skip connection)은 인코더-디코더, Unet 구조에서 다

운샘플링으로 인한 해상도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스킵 연결은 인코더-디
코더 구조에서 같은 레이어 층을 연결하는 대칭적 구조

로 형성된다. 본 네트워크 구조에서 스킵 연결은 기존의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대칭적 연결 대신에, 인코더의 

각 레이어에서 업 스케일 된 특징 맵과 디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의 특징 맵을 직접 병합하는 다중 스케일 혼합 모

듈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깊이 추정 네트워크에서 사용한 손실 함수는 경계 부

분과 작은 물체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전체 손실 함수는 다음 3가지의 손실에 대

한 합으로 이루어진다. 1) 실제 깊이값과 예측 깊이값 에

러 보상을 위한 손실, 2) 깊이맵의 경계부분 경사값 보상

을 위한 경계 손실, 3) 작은 물체나 고주파 영역의 표면

RT60(sec) Location Volume( )

2.0~10.0 Church, Tunnel .

0 Fi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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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를 보상하기 위한 표면 법선 손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단계 및 실내 장면 분류 단계에서 

Hu의 깊이 추정 네트워크를 병합하여 수행한다.

2.2. 제안 모델

2.2.1. SCRNet10
본 논문에서는 기존 최고의 성능을 보였던 CNN 모델

(Alexnet, VGG, Resnet)들을 이용하여 구축한 데이터 

셋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2-4]. 테스트 셋에 대한 평균 

정확도는 모두 높았지만 Church, Lecture hall, Office 
huge, Tunnel 클래스에서 2~4% 정도 낮았고 Home 클
래스에서는 약 15% 정도 성능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VGG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 

SCRNet10(Scene Classification for Reverb Net)을 제안

한다. 제안된 네트워크는 그림 5에서 보인다.

Fig. 5 SCRNet10 architecture

VGG모델 방식과 같이 3×3의 크기를 가진 필터를 

반복 사용하여 수용 영역(Receptive Field)을 넓혀 적은 

파라미터로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7개의 콘볼루션 

레이어 중 5개의 레이어에서 풀링을 하고 콘볼루션 레

이어 적용 시 입력 이미지에 패딩을 적용하여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

계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Optimizer)은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을 사용하여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관성 계수값을 주어 전역 최솟값이 아

닌 지역 최솟값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식 

(1)과 같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5번의 학습마다 학습

률을 감소시켰다.

   × 





(1)

식 (1)에서  는 초기 학습률이고  은 학습진행 

횟수이다. 또한 학습 시 이전 레이어의 파라미터 변화로 

현재 레이어의 입력 분포가 바뀌는 공변량 변화(Covariant 
shift)를 방지하기 위해 각 콘볼루션 레이어에 배치 정

규화(Batch normalization)를 취하여 정확도를 향상시

켰다.

2.2.2. SCR+DNet
기존 컬러 이미지만으로 학습 시 모델은 객체의 전체

적인 정보에 대해 학습을 한다. 그림 2의 예시처럼 내부 

구조의 유사성이 크면 분류하지 못하는 이미지가 발생

한다. 여기서 깊이 정보를 추가하여 부피에 따른 공간 

분류를 하면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림 6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내 장면 분류기의 구조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Hu[7]의 깊이 추정을 통하여 얻은 깊

이 이미지들을 학습시킨 모델에서는 분류 성능이 개선

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모델의 예측 단계에서 

두 모델을 결합하여 기존 모델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

진 분류기 SCR+DNet (Scene Classification for Reverb
＋Depth Net)을 설계하였다.

Fig. 6 SCR+DNe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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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손실 함수

SCRNet10에서 사용한 Loss 함수는 아래의 식 (2)와 

같다.

  



  




  



ln (2)

식 (2)에서 는 Ground Truth이며, 는 모델이 출

력한 결과이다. 은 데이터의 수, 는 클래스 개수, 그
리고 는 컬러 이미지인지 깊이 이미지인지를 나타낸

다. 본 논문의 SCR+DNet에서는 컬러 이미지와 깊이 이

미지를 독립적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두 모델의 손실 

함수를 결합하여 아래 식 (3)과 같이 정의하였다. 여기

서 는 ∈  ≤  ≤ 의 가중치 계수이다. 여기

서 은 실수이다.

     (3)

위 손실 함수에 의한 모델의 학습 Epoch당 손실값과 

정확도 값을 그림 7에 도식하였다.

Fig. 7 Training loss and accuracy verses epoch

Ⅲ. 실  험

모델의 학습과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각 클래스 

당 약 3,000장의 이미지 중 10%인 300장을 검증과 테스

트에 사용하였고, 검증에는 각 클래스 당 200장씩, 테스

트에는 100장씩 사용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를 위

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한 Top1 
정확도와 모델이 예측했을 때 세 번째 순위 안으로 정확

한 예측을 한 Top3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표 2는 기존 

최고 성능 CNN 모델들과 SCRNet10, SCR+DNet의 검

증 데이터 셋으로 평가한 평균 정확도이다. 표 3은 

SCRNet10과 테스트 셋으로 평가한 클래스 별 성능 비

교 표이다. SCRNet10의 Top1 성능이 91.5%로 가장 높

은 성능을 보였다. 일부 클래스에서 1~2% 낮은 성능을 

보이는 부분들은 각 모델들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따

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Home 클래스에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난다. Home 클래스에서는 다양한 객체들이 많

이 출현하는데 다른 모델들과 현저히 낮은 수의 파라미

터 수로 학습하는 제안 모델은 객체 전체에 대해 학습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Home 클래스를 제외한 대

부분의 클래스에서 다른 모델과 비교 하였을 때보다 높

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축한 데이터 셋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설계하기 위

해 레이어의 수를 8~12개로 늘려가며 실험을 하였다. 표 

4는 레이어 수에 따른 SCRNet의 성능 비교 표이다.
가장 성능이 좋은 SCRNet10을 이용하여 SCR+DNet

의 구조를 만들어 SCRNet10과 클래스별 성능을 비교하

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나타낸다. SCR+DNet의 Top1 
성능이 Concert hall과 Tunnel 클래스에서 1% 하락한 것

을 제외하고 모든 클래스에서 정확도가 향상되거나 유

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Top1 평균 정확

도가 SCRNet10 보다 0.9% 높은 92.4%의 정확도를 달

성하였다. 그림 8에 비교한 각 모델의 Top1 평균 정확도

를 도식하였다. 또한 그림 9에 SCR+DNet이 테스트 셋

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혼동 행렬로 도식하였으며 정밀

도(Precision)는 92.9%, 재현율(Recall)은 92.4%, 그리고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F1-score)은 92.6%를 달

성하였다.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with existing state-of- 
the-art CNN models using validation set

Accuracy

Alex
Net

Res
Net18 VGG16 SCR

Net10
SCR+
DNet

Top1(%) 84.8 89.7 91.2 91.1 91.7

Top3(%) 97.7 98.8 98.8 98.3 98.2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with existing state-of- 
the-art CNN models using test set

Class
AlexNet ResNet18 VGG16 SCRNet10

Top1
(%)

Top3
(%)

Top1
(%)

Top3
(%)

Top1
(%)

Top3
(%)

Top1
(%)

Top3
(%)

Church 94 99 95 98 97 99 96 98

Classroom 69 95 57 99 70 99 70 94

Concert hall 27 84 71 97 83 98 9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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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CRNet performance comparison by number of 
layers

Training 
Time(s)

FPS
(frame/sec)

Validation 
Accuracy(%)

Test 
Accuracy(%)

SCRNet8 2669 16.6 88 90.9

SCRNet9 2741 13.7 90.9 91.1

SCRNet10 2755 13.2 91.7 91.5

SCRNet11 3209 11.9 90.8 91.1

SCRNet12 3717 11.3 91.3 91.2

Table. 5 Comparison of SCRNet10 and SCR+DNet 
classification accuracy

Class
SCRNet10 SCR+DNet

Top1(%) Top3(%) Top1(%) Top3(%)

Church 96 98 98 98

Classroom 70 94 75 94

Concert hall 92 99 91 99

Field 100 100 100 100

Home 85 99 87 97

Lecture hall 96 100 97 100

Office 93 100 93 100

Office huge 92 100 92 98

Recording studio 99 100 100 100

Tunnel 92 99 91 100

Average 91.5 98.9 92.4 98.6

Fig. 8 Average classification accuracy of each model

Fig. 9 Confusion matrix of SCR+DNet for test dataset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 잔향 음향 편집을 위한 CNN 모
델 기반 장면 분류기를 설계하였다. 컬러 이미지만으로 

학습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깊이 이미지 추정을 

통해 극복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여전히 Home 클래

스에 대한 정확도는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하
지만 SCRNet10은 기존 최고 성능 모델보다 낮은 레이

어 수를 가지며 더 빠르고 정확하다. SCR+DNet은 

Home 클래스에서 SCRNet10보다 2%의 성능 향상이 있

었고 Lecture hall, Office huge, Tunnel에서 기존 

ResNet18보다 성능이 약 3%정도 낮았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모델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92.4%의 정확

도를 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 음향 편집을 위해 장면을 분류하

Class
AlexNet ResNet18 VGG16 SCRNet10

Top1
(%)

Top3
(%)

Top1
(%)

Top3
(%)

Top1
(%)

Top3
(%)

Top1
(%)

Top3
(%)

Field 99 99 100 100 100 100 100 100

Home 100 100 99 100 97 99 85 99

Lecture hall 68 96 98 100 94 100 96 100

Office 32 100 73 99 76 99 93 100

Office huge 83 99 94 100 85 99 92 100

Recording 
studio 32 63 66 89 97 99 99 100

Tunnel 84 99 99 99 96 99 92 99

Average 68.8 93.4 85.2 98.1 89.5 99.1 91.5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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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최근 AR / VR 기술의 발전으로 

360도 영상 콘텐츠들이 대량 생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자동 음향 편집을 위해 360도 영상

에 대한 장면 분류기를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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