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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the advancement of deep
learning-based sound classification modeling, a
lot of studies using various neural network
techniques in sound have been modeled.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ound
classification model based on deep learning
models and analyze them with ensemble results.
The results of performance showed that 90.40%
in our CNN model and 93.25%, which is 2.85
points higher than CNN in the ensem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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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을 찾는 기술을 의미하며 화자 인식 기술의
하위기술이다. 즉 해당 기술은 음성에서 특정 부분을
추출하여 분리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소리 분류 기술은 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각종 챗봇 시스템, 무인 상담
시스템의 응답률을 높이는 각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비화자 목소리로 인한 명령어 처리 방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응답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 즉 소리 분류 모델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 구축된
도시 소리 분류 데이터셋으로부터 자질(features)을
추출하여 다양한 딥러닝 모델로 학습시키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와 앙상블 모델의 성능 향상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2. 본론
1. 서론
최근 음성합성, 화자분리, 화자인식과 같은
음성인식 전반적인 기반 기술의 발전과 이를 응용한
대화형 키오스크 시스템 및 챗봇, 무인상담 시스템,
실시간 강연 통역 등과 같은 음성, 소리와 접목한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은 방송,
전화상담, 녹취, 통역, 빅데이터 분석 등의 시장에서
음성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noise 를 분리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대표적인 예시로
Urban Sound Classification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도시의 다양한 소리에 대해 모델링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가공되지 않은 음성데이터로부터
noise 를 제거하여 음성인식의 성능을 높이려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4,5].
해당 기술은 화자 인식 기술을 변형한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화자인식이란 화자인증 기술과 화자
식별 기술로 나뉘며 화자 인증은 문장 독립
화자인증과 문장 종속 화자인증으로 나뉜다. 화자
인식(Speaker recognition)은 음성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발화 내용이 아닌 발화자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기술이다.
화자
식별(Speaker
identification)이란 등록된 N 명 중 가장 유사한

본 논문의 연구 순서는 학습 데이터 수집, 전처리,
자질 생성, 모델 구성, 모델 학습 및 평가로 진행한다.
Urban sound classification 데이터셋은 도시에서
발생 가능한 소리데이터 10 가지 종류의 소리데이터로,
전체 5547 개의 데이터를 학습 및 평가 과정에
사용한다. 소리데이터는 모델 학습을 위해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고,
그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디지털 신호 자질을 추출하여
학습에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MFCCs(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MFCCs)와 같은
음성 자질을 모델 학습을 위한 자질로 사용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성 자질은 MFCCs 외에도 Melspectrogram, chroma_stft, chroma_cqt, chroma_
cen 를 학습 자질로 사용한다.

Figure 1. Training process for each model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모델과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은 이미지, 텍스트뿐 만이
아니라 음성인식 자질을 활용한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 [Figure 1.]와 같이
RNN 기반의 Bi-LSTM(Bi-directional Long Short
Term Memory, Bi-LSTM), Bi-GRU(Bi-directional
Gated Recurrent Unit, Bi-GRU) 모델과 CNN,
그리고 MLP(Multi-Layer Perceptron, MLP) 모델에
대해 성능을 측정한다. 그리고 위 4 가지 모델을
앙상블 실험 결과에 대한 성능 향상을 비교 분석한다.

4. 실험결과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analysis
Validation set Test set
Model
Epoch
Accuracy
Accuracy
MLP
CNN
Bi-GRU
Bi-LSTM
Ensemble

150
70
50
40

90.45%
91.02%
86.76%
88.45%

89.65%
90.40%
86.24%
88.26%
93.25%

평가를
위해
모델의
정확도(accuracy)를
측정하였으며 학습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든
모델에서 test set 보다 validation set 에서 0.5%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MLP, CNN 모델에서
문자열과 같은 순차적 데이터 처리 RNN 기반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4 개의 모델을 앙상블한 결과 93.25%의 성능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CNN 모델 대비 약 2.85%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도시 사운드 분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딥러닝 모델에 적용시켜봄으로써 분류 모델
성능을 평가한다. CNN 모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앙상블 결과 CNN 보다 약 2.85%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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