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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음향 이벤트 검출을 하여 CRNN(: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구조에 기반 한 

평균-교사 모델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균-교사 모델은 두 개의 병렬 형태의 CRNN을 가진 구조이며, 

이들의 출력들의 일치성을 학습 기 으로 사용함으로서 약- 사 이블(label)과 비- 사 이블 음향 데이터

에 해서도 효과 인 학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평균-교사 모델에 로그-멜 스펙트럼에 한 차

분 특징을 추가 으로 사용함으로서 보다 나은 성능을 이루고자 하 다. DCASE 2018/2019 Challenge Task 4 

용 학습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음향 이벤트 검출 실험에서 제안된 차분특징을 이용한 평균-교사모델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최  8.1%의 상  ER(: Error Rate)의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mean-teacher models based on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s are popularly used in audio event 

detection. The mean-teacher model is an architecture that consists of two parallel CRNNs and it is possible to train 

them effectively on the weakly-labelled and unlabeled audio data by using the consistency learning metric at the output 

of the two neural networks. In this study, we tri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mean-teacher model by using 

additional derivative features of the log-mel spectrum. In the audio event detection experiments using the training and 

test data from the Task 4 of the DCASE 2018/2019 Challenges, we could obtain maximally a 8.1% relative decrease in 

the ER(Error Rate) in the mean-teacher model using proposed derivative features.

키워드

Mean-Teacher Model, Audio Event Detection, Weakly-Labeled, Unlabeled

평균-교사 모델, 음향 이벤트 검출, 약- 사 이블, 비- 사 이블

* 계명 학교 기 자융합시스템공학과

(mester88@naver.com)

** 교신 자 : 계명 학교 자공학과

ㆍ   수  일 : 2021. 03. 07

ㆍ수정완료일 : 2021. 04. 27

ㆍ게재확정일 : 2021. 06. 17

ㆍReceived : Mar. 07, 2021, Revised : Apr. 27, 2021, Accepted : Jun. 17, 2021

ㆍCorresponding Author : Yong-Joo Chung

　Dept. Electronic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Email : yjjung@kmu.ac.kr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401-406, vol. 16, no. 3, Jun. 30. 2021, t. 107,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21.16.3.401



JKIECS, vol. 16, no. 03, 401-406, 2021

402

Ⅰ. 서  론

음향 이벤트 검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소리들의 존재나 발생 시 을 찾아내는 기술을 의미

하며[1], 감시(surveillance)[2-3], 도심 소리 분석(urban 

sound anlysis)[4], 멀티미디어 컨텐츠(contents)로 부터

의 정보 탐색[5], 헬스 어 모니터링(monitoring)[6]  

동물 소리 검출[7]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용이 가능

하다[8-10]. 

음향 이벤트 검출 기술이 발 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에 한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다.그러나 

강- 사 (strong labeled) 오디오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약- 사(weakly labeled) 오디오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방법들이 많이 개발 되었다. 최근의 DCAS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Acoustic Scenes and Events) 

Challenges 에서는 약- 사와 비- 사(unlabeled) 학습

데이터가 뉴럴네트워크의 메인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다[1]. 특히, 비교  쉽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떄문에 비- 사 오디오 데이터는 음향 이벤트 검출

기의 성능향상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CRNN(: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의 평균-교사(mean teacher) 모델을 통하여 비-

사 오디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함으로서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성능을 보여 주었다[11-12]. 평균-교

사 모델은 그 구조와 학습방법이 비- 사 오디오 데이터

를 이용하기에 매우 합하며[13], 최근의 DCASE 2019 

 2020 Challenges에서 평균-교사 모델 기반의 CRNN 

구조가 음향 이벤트 검출을 한 베이스라인 방식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최근의 부분의 음향 이벤트 검출기

들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진다. 

통 으로 음향 이벤트 검출기를 한 특징으로는 로

그-멜(log-mel) 필터뱅크(filterbank) 값이 오디오 신호

의 매 임(frame) 마다 계산되며 뉴럴네트워크의 입

력으로 사용된다. 일반 으로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정 인(static) 특징 외에도 차분(derivative) 특징이 

동시에 사용됨으로서 성능을 향상을 가져 온다고 알려져 

있다[14]. 음성신호와 오디오 신호의 특성  유사 을 고

려한다면 음향 이벤트 검출에서도 차분 특징을 사용함으

로서 보다 나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그-멜 필터뱅크의 1차  2차 차분 특징 

스펙트럼을 시간-주 수 역에서 2차원 데이터로 구성

한 후 뉴럴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하 다. 정  특징과 

1차  2차 차분 특징으로 각각 구성된 3개의 특징 맵

(feature map)이 CRNN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평균-교사 

모델의 성능 향상을 이루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특징 추출 

방법에 해서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균-교사 모델에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와 실험결과를 소개하고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특징 추출

2.1  처리

CRNN에 한 학습과 테스트를 하여 오디오 형

(wave)에 하여 로그-멜 필터뱅크 값을 추출하 으며 

그림 1에 그 과정이 나타나 있다. 44.1 KHz 샘 링율을 

갖는 오디오 형에 해서 1024 샘  길이(64ms)의 해

(Hamming) 도우(window)를 용한 후 푸리에변환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을 계산한다. 이

때 매 임들은 360 샘 (41.5 ms)만큼 겹쳐(overlap)

진다. STFT의 결과로부터 64 밴드(band)의 멜-스 일

(mel-scale) 필터뱅크 값이 계산되며 로그 변환을 거친 

후 최종 으로 로그-멜 필터뱅크 값이 특징으로 얻어진

다.

그림 1. 특징 추출 과정
Fig. 1 Feature extraction process 

2.2 차분 특징

본 연구에서는 로그-멜 필터뱅크에 한 1차와 2차 차

분 특징을 사용하 으며 식(1)에 계산 과정이 나타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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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분특징을 나타내며 는 번째 임에서의 

정  특징을, 은 차분특징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앞뒤 

임의 개수이다.

Ⅲ. 뉴럴네트워크 구조

3.1 평균-교사(Mean-Teacher)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균-교사 모델은 DCASE 2019 

challenge Task 4의 음향 이벤트 검출에서 사용된 베이스

라인 모델과 유사하며 그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평균-교사 모델은 2개의 CRNN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의 CRNN을 학생(student) 모델이라 부르고 오른쪽

을 교사(teacher) 모델이라고 한다. 학생 모델은 

classification 비용과 consistency 비용 값에 gradient 

descent 방식을 용함으로서 모델 라미터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 Classification 비용은 약- 사  강- 사 

데이터에 해서 학생 모델의 출력을 Ground Truth 

Table 값과 비교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반면에, 

consistency 비용은 학생 모델의 출력과 교사 모델의 출

력을 비- 사, 약- 사  강- 사 데이터에 해서 비교

함으로서 얻어 진다[12]. 이 과정에서 교사 모델의 라미

터는 gradient descent 방식에 의해서 개선되지 않으며 

학생 모델의 ensemble 이동 평균(moving average) 라

미터 값을 사용한다[13]. 테스트 시에는 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 교사 모델이 사용된다.

Attention 기반의 CRNN이 평균-교사 모델에 사용되

었다[15]. 그림 2의 ConvBlock 에는 GLU( :Gated Linear 

Unit)가 사용되었으며 출력단에는 Attention layer가 

용되었다. GLU의 구조는 일반 인 CRNN에서 사용되는 

컨벌루션 블록과 다소 차이가 나며 그림 3에 자세히 비교 

되어 있다. 

출력단에서는 약- 사와 비- 사 데이터에 한 클립

(clip) 단 에서의 비용함수 계산을 효율 으로 하기 하

여 clssification layer 출력값의 클립단 에서의 weighted 

average 값을 계산하는 모듈이 존재한다. 이를 하여 

softmax 활성함수를 사용하는 attention layer와 sigmoid 

활성함수를 가지는 classification layer의 출력값을 결합

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식(2)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림 2. 평균-교사 모델의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mean-teacher model

그림 3. Attention 기반의 CRNN에서 사용된 
GLU(오른편)와 기존의 CRNN에서 사용되는 

ConvBlock(왼편)의 비교.
Fig. 3 Comparison of GLU(on the right) used in 
the attention based CRNN with the ConvBlock(on 
the left) used in the conventional CRNN.

     













×

       (2)

여기서  는 weighted average  값을 나타내며 

와 는 시간 에서 attention layer와 

classification layer의 출력값을 각각 나타낸다.   는 10
 길이의 클립에서의 임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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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결과

4.1 오디오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는 DCASE 2018과 2019 Challenge에서 사

용된 학습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 다[1]. 학습데이

터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사(Weakly labeled), 

강- 사(Strong labeled) 그리고 비- 사(Unlabeled) 데

이터로 나 어진다. 약- 사 데이터는 임 단 의 

이블 정보는 없으며 클립 단 의 이블 정보만 주어진

다. 비- 사 데이터에서는 아무런 이블 정보가 주어지

지 않으며, 강- 사 데이터는 임 단 까지 이블 정

보가 주어지므로 학습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체 10개의 음향 클래스(class)에 

한 이벤트 검출 실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테스트 데이터는 DCASE 2018 Test Set과 DCASE 

2019 Test Set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표2

에 나타나 있다. 

Label Type
Weakly 

Labeled

  Strong 

  Labeled
Unlabeled

Label

Properties
 Clip-level  Frame-level   None

No. of clips    1578      2045    14412
Clip Length

           10 sec.

Classes(10)

Speech, Dog, Cat, Alarm bell ring, 

Dishes, Frying, Blender, Running 

water, Vaccum cleaner, Electric 

shaver toothbrush

표 1. 학습데이터의 구성
Table 1. The contents of the training data

  
   DCASE 2018 

     Test Set

   DCASE 2019 

     Test Set

No. of clips     288    1168

Label

Properties
        Frame-level

Clip Length            10 sec.

Classes(10)    Same as training data

표 2. 테스트 데이터의 구성
Table 2. The contents of the test data

4.2 실험 결과

                   Epoch =100

Single channel Three channels

F-score

(%)
ER

F-score

(%)
ER

 DCASE 2018 Test Set

Mean-teacher

(Rel. Improv.)

DCASE 2018

Baseline

30.88

-

17.57

1.35

-

2.42

31.82

(3%)

18.85

1.35

(0%)

2.41

                    DCASE 2019 Test Set

Mean-teacher

(Rel. Improv.)

DCASE 2019

Baseline

25.95

-

23.7

1.52

-

N.A

27.09

(4.4%)

N.A

1.53

(0%)

N.A

                  Training Set (Strong Label)

Mean-teacher

(Rel. Improv.)
68.53 0.58

70.28

(2.5%)

0.54

(6.8%)

표 3. 차분 특징을 사용한 평균-교사 모델의 
음향이벤트 검출 성능 향상 (Epoch =100)  
Table 3.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mean-teacher model in audio event detection by 
using derivative features (Epoch =100)

평균-교사 모델의 학습을 하여 약- 사, 강- 사 그

리고 비- 사 학습데이터 체를 사용하 다. Early 

stopping을 사용하는 신 epoch 회수를 각각 100회 200

회로 고정 하여 학습하 으며 검증(validation) 데이터에 

해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난 모델을 선정하여 테스트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과 표4에 나타내었다. 검

증데이터는 약- 사 데이터의 20%를 사용하 다. 여기

서 “Single channel”은 정  로그-멜 필터뱅크 만을 특징

으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Three channels”는 1차와 

2차 차분 특징이 함께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성능의 검증

은 F-score와 ER(: Error Rate)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각각에 해서 상 인 성능 향상(Rel. Improv.) 값을 

구하여 성능 비교가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다.  

Binary cross-entropy 가 비용함수로 사용되었으며 

learning rate=0.0001로 설정한 Adam optimizer가 학습

에 용되었다. 한 길이=5 인 간값 필터(median 

filter)가 classification layer의 출력값을 후처리 하기 

하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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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och =200

Single channel Three channels

Test Set
F-score

(%)
ER

F-score

(%)
ER

DCASE 2018 Test Set

Mean-teacher

(Rel. Improv.)
31.12 1.32

32.68

(5%)

1.27

(3.8%)

  DCASE 2019 Test Set

Mean-teacher

(Rel. Improv.)
25.45 1.51

27.36

(7.5%)

1.46

(3.3%)

  Training Set (Strong Label)

Mean-teacher

(Rel. Improv.)
73.08 0.49

75.17

(2.9%)

0.45

(8.1%)

 표 4. 차분 특징을 사용한 평균-교사 모델의 
음향이벤트 검출 성능 향상 (Epoch =200)  
Table 4.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mean-teacher model in audio event detection by 
using derivative features (Epoch =200)

Epoch=100인 경우의 평균-교사 모델에 한 음향 이

벤트 검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평균-교사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CRNN 기반의 DCASE 2018 베이스라인

(Baseline)의 결과도 함께 표시되었는데 우리의 상 로 

평균-교사 모델을 용한 경우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DCASE 2018 Test Set에 해서 

DCASE 2018 베이스라인은 Single channel 용시에 

17.57%의 F-Score 값을 가지는 반면 평균-교사 모델은 

30.88%의 F-Score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평균-교사 

모델에 차분 특징을 사용함으로서 약 3%의 상 인 

F-Score 향상을 추가 으로 얻을 수 있었다. 차분 특징에 

의한 성능 향상은 DCASE 2019 Test Set에서도 나타났

으며, 표 3에 표시된 것처럼 약 4.4%의 상 인 F-Score

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차분 특징에 의한 성능 향상은 학

습에 사용된 강- 사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한 

경우에도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약 2.5%의 상 인 

F-Score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학습과 테

스트 데이터 간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도 차분 특징

이 효과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부터 

우리는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에 해서 차분 특징을 사용

함으로서 평균-교사 모델에서 일 되게 음향 이벤트 검

출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균-교사 모델의 학습시에 epoch 의 횟수를 200으로 

높인 경우의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DCASE 2018 

Test Set 에 하여 차분 특징을 사용한 경우 약 5%의 

상 인 F-Score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DCASE 2019 Test Set에 해서는 약 7.5%의 상 인 

F-Score 향상을 보 다. 강- 사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인식실험에서도 약 2.9%의 상 인 향상을 얻을 수 있

었다. 체 으로 Epoch의 횟수를 100에서 200으로 늘림

에 따라서 차분 특징에 의한 성능 향상 효과가 더 커진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최근에 들어, 음향 이벤트 검출을 한 방법 에서 

CRNN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 기법들이 매우 효과 임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연구 동향을 반 하

여 CRNN 기반의 평균-교사 모델을 이용한 음향 이벤트 

검출기를 구 하고 보다 나은 성능 향상을 하여 차분 

특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 다.

차분 특징으로는 1차  2차의 로그-멜 스펙트럼을 사

용하 으며, 평균-교사 모델에는 attention 기반의 CRNN

이 채택되었다. 학습을 해서는 다양한 오디오 데이터가 

사용되었는데, 약- 사와 강- 사 오디오 뿐 만 아니라 

용량의 비- 사 오디오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서 보다 나

은 검출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DCASE 2018  

2019 Challenge에서 사용된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를 이

용한 인식 실험 결과 테스트 데이터의 종류나 학습에 사용

된 epoch의 횟수 등과 상 없이 차분 특징을 사용함으로

서 일 되게 향상된 검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멜 필터뱅크의 차분 특징을 사용함

으로서 CRNN 기반의 평균-교사 모델의 음향 이벤트 검출 

성능 향상을 유도 할 수 있었으나, 음성인식 분야에서의 만

큼의 이 띄는 성능 향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양한 성능 

실험에서 나타난 일 한 성능 향상을 통하여 향후 음향 이벤

트 검출에서 차분 특징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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