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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타는 6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악기로 각 현마다 

다른 음을 내기가 쉬워 코드(chord)기반의 연주가 주

가 되는 악기이다. 코드란 음을 수직으로 쌓아 동시

에 연주하여 연주를 풍성하게 만드는 음악적 요소로 

기본적으로 1도, 3도, 5도 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음의 음정에 따라 다른 분위기와 느낌을 만들어낸

다. 추가적으로 4번째 음을 쌓아서 코드의 느낌을 더

욱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각 코드들을 분류하는 방법

에는 전통적으로 주파수를 분석하여 어느 음을 사용

했는지 직접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기타는 

줄의 상태, 운지 위치, 운지하는 손가락의 힘 등에 

의해 음의 주파수가 수 % 차이가 발생하며 저주파 

성분에서는 각 음마다 주파수의 차이가 크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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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구분하기는 더 어려워 이러한 방법은 

좋은 성능이 나오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의 기타 코드 분류 시스템에서는 연주

음을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등

을 이용한 확률적 분석 기반의 특징 추출 기법 [1-3],

12개의 음의 하모닉스 성분들을 한데 모아 특징들을 

간략하게 압축하는 방법[4,5] 등으로 주어진 신호를 

전처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은 매우 복잡한 전처리과정을 거친 후 분류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

계학습을 적용하여 분류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수많

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복잡한 전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전체 처리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처리과정을 최소화하고 기타 코

드음 분류에 적합한 몇 가지 인공신경망 알고리듬을 

이용한 분류 시스템을 구성하고, 직접 구성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분류 시스템을 제안하려 한다.

2. 관련연구

2.1 기존의 특징 추출 기법

기존의 기타 코드 분류 시스템이나 기기들은 서론

에서 언급했듯이 연주음의 주파수를 분석하여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여 코드를 분류하는 

것인데, 기타는 지판을 누르는 손의 힘이나 누르는 

위치 등에 따라 수%의 주파수 차이가 날 수 있다.

각 음은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주파 음파에서는 각 음별 주파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저주파 부분에서는 각 음별 주파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따라서 이러한 신호를 시스템이 스스로 분석하

여 코드를 분류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Bar-

bancho[1]는 신호의 기본주파수를 구하여 특징을 추

출하고,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통해 학습하여 연주음

이 특정 코드일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

며, Sheh[3]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에 EM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코드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

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 기반의 분류 시스템은 전처리

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음악 데이터에서 코드의 진

행을 기반으로 상태천이 확률과, 음악데이터를 입력

받아 확률적으로 코드를 분류하는 것이며, 학습과정

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2.2 Uncertainty Measurement of Frequency Bin 

(UMFB) 알고리듬

UMFB 알고리듬은 Guerrero-Turrubiates[4]가 

2015년에 제안한 알고리듬으로 필터링 등으로 특징

을 추출하고,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분류를 하는 방

법으로 분류에 필요한 특징만을 효과적으로 선택하

여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습 데이

터들에 대해 특징을 추출한 후 특징을 선택하기 때문

에 특징 선택을 위한 전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학습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경우 추가된 데이터

를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 다시 특징을 선택

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UMFB

알고리듬의 처리 과정은 아래 Fig. 1과 같다.

Fig. 1과 같이 녹음한 시간축 데이터 0을 덧붙이는 

zero-padding 과정을 거쳐 두 배의 성분 갯수를 가지

는 벡터로 만든 후, Hamming window 함수를 곱하

고 다시 이를 퓨리에 변환한다. 이후 주파수 축에서 

평준화를 해주는데, 아래의 식 (1)과 같은 중심 주파

수를 가지는 삼각형 모양의 필터들을 30개 생성하여 

필터 뱅크를 구축하고 각각의 필터에 통과를 시켜준

다.

      ⋯ (1)

여기서 삼각형 모양의 필터는 중심주파수와 양쪽 

Fig. 1. Processing Diagram of UMFB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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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주파수를 꼭지점으로 가진다. 그리고 필터 뱅크

의 각각의 필터 출력들에 대해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식과 유사한 식 (2)와 같이 를 구한다.

  








(2)

여기서 K는 퓨리에 변환을 완료한 데이터의 성분 

수이며, 는 필터 뱅크의 b번째 필터의 k번째 성

분이다. 이후   
  로 평준화계수를 구하는데, 

는 0.33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평준화 계수를 전체 

주파수 축에 대해 선형보정(linear interpolation)을 

해준 필터를 이용하여 아래 식 (3) 같이 평준화를 해

준다.

   (3)

이후에는 평준화된 벡터의 절반의 성분만을 취하

여 를 얻고, 기본주파수를 증폭하여 보다 유용한 

특징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데, 각 주파수의 배음들을 

결합하는 다음의 식 (4)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4)

여기서 망각인자 d는 0.99로 설정하며, 은 배음

계수이다. ⋅는 아래의 식 (5)와 같이 정의되는 함

수이다.

  

max 
(5)

이때 max는 기본 주파수중 가장 낮은 주파수를 

의미하며, 는 현재 주파수축 데이터 성분의 주파

수를 의미한다. 또한 이 기법에서는     으

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추출을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 수행한 후, 다음 식 (6) 같이 행렬을 

구성한다.

  









⋮









(6)

여기서 

는 학습 데이터의 개수만큼의 성분을 가

진 행벡터이다. 이 행벡터들의 각 성분의 분산을 구

하고, 분산이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인 경우의 인덱스

만 특징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분산 크기의 기준은 

각 분산벡터 중 최대값의 0.01326배보다 크면 특징으

로 사용하도록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

면 각 유용한 특징들만을 소수만 추출하여 분류에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단층 퍼

셉트론 신경망에 입력하여 최종 분류를 한다.

이러한 UMFB 알고리듬은 보다 유용한 특징들을 

소수만 취하여 분류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으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학습데이터

들에 대해 특징을 우선 추출하고 통계값을 구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수가 추가된다

면 그 과정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3 퍼셉트론 신경망

퍼셉트론 신경망은 가장 최초로 등장한 인공신경

망으로 제안 초기에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다층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워 

한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6,7]. 하지만 끊임없

는 연구로 인해 내리막 경사법을 이용한 오류역전파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다층으로도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8]

매우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단층 퍼셉트론 신경망의 입출력 관계식을 보

면 아래 식 (7)과 같다.


 





 (7)

여기서 는 가중치 행렬,

는 바이어스 벡터이고 

⋅는 활성함수이다. 활성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

나 ReLU(Rectifer Linear Unit)등 다양한 함수를 이

용할 수 있다.

단층 퍼셉트론 신경망을 확장한 2층 퍼셉트론 신

경망은 이름 그대로 퍼셉트론 신경망이 두 개의 층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층의 입출력 관계

식은 아래의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보다시피, 단층 퍼셉트론 신경망의 입출력과 동일

하며, 여기서 출력값 

를 다시 2층 퍼셉트론에 입력

한다. 이 과정은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 

(8)과 (9)를 결합하여 식 (10)과 같이 전체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다.


  







 (9)


   


 




 




 (10)

위 식을 보면, 1층 퍼셉트론 신경망의 결과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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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층 퍼셉트론에 입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퍼셉트론 신경망의 층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입출력 관계식은 모두 미분이 가능

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출력식과 참값의 차이, 즉, 오

차를 미분하여 가중치 행렬과 바이어스 벡터의 성분

들을 오차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내리

막 경사법 기반의 오류역전파 알고리듬으로 쉽게 학

습할 수 있다.

2.4 합성곱 신경망

기존의 패턴인식 분야, 특히 이미지처리 분야에서

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커널 이미지를 설정해두

고, 이 커널들을 특징을 추출할 이미지에 합성곱을 

실시하여 특정 형태의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

여 특징으로 사용하였다.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여기

서 더 나아가 각 커널 이미지들의 성분들을 학습시

켜, 주어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특징 추출 기법을 설

정할 수 있게 해준다[9-13].

합성곱 신경망은 커널(kernel)이라 불리는 벡터를 

데이터와 합성곱을 실시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 (11)과 같다.




 






 (11)

여기서 



는 번째 커널 




를 이용하여 특징을 추

출한 결과이며, 는 바이어스 값이고  는 단위행렬

이다. 또한 ⋅는 활성함수이며, 합성곱 신경망에

서는 보통 ReLU(Rectifier Linear Unit)함수를 이용

한다. 만일 n개의 커널을 이용하여 합성곱을 실시할 

경우 결과 또한 n개가 존재하게 되며, 이때 출력 결과

의 성분 수가 매우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최대

값 풀링[10]을 통해 인접한 두 개의 성분들 중 큰값만

을 취하여 총 성분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층의 개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커널을 이용한 합성곱과 최대

값 풀링을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합성곱과 최대값 풀링을 마친 출력값을 최

종 분류 라벨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한 층의 퍼셉트론 

신경망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학습할 변수인 커널 

벡터들과 가중치 행렬, 바이어스 벡터 등은 모두 입

력 데이터와 선형결합 후 미분가능한 활성함수에 통

과시키기 때문에 내리막 경사법 기반의 오류 역전파 

알고리듬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3. 제안하는 방법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신경망, 그중에서도 

합성곱 신경망은 시스템이 스스로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까지 해내는 것으로 영상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9-12]. 기

타 코드음 분류에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연구는 소

수 존재하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스

스로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연

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최

소화하고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인공신

경망을 이용하여 기타 코드음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려 하며, 각 인공신경망 시스템의 성능과 최근 

제안된 UMFB 알고리듬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려 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처리과정은 아래의 Fig. 2

와 같이 녹음한 기타 코드음의 시간 축 데이터 

의 

성분와 동일한 수만큼 0을 덧붙이는 zero- padding

을 수행하고 퓨리에 변환을 한 뒤,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절반의 성분만을 취한다. 그 후 평

준화를 해주는데 이때에는 각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으로 나눠주어 각 성분들의 합이 1이 되도록 하였

다. 이렇게 얻은 특징벡터를 인공신경망 분류시스템

에 입력한다. 사용하는 인공신경망 시스템은 총 4가

지 종류로, 각각 1층 퍼셉트론 신경망, 2층 퍼셉트론 

신경망, 1층 합성곱 신경망, 2층 합성곱 신경망이다.

1층 퍼셉트론 신경망은 입력벡터인 n차원 벡터에 

n×48차원 가중치 행렬을 곱하고, 48차원 바이어스 

벡터를 더한 후, 소프트맥스 활성함수를 이용하여 분

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때 학습을 위한 변수

는 가중치 행렬의 모든 성분과 바이어스 벡터의 모든 

성분의 개수인 n×48+48개이다.

2층 퍼셉트론 신경망은 입력벡터인 n차원 벡터에 

n×2048 행렬을 곱하고, 2048차원 바이어스 벡터를 

Fig. 2. Processing Diagram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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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 후,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이용하여 1층을 구

성하고, 1층의 출력 2048차원 출력벡터에 다시 2048×

48 행렬을 곱한 뒤, 48차원 바이어스 벡터를 더하여 

소프트맥스 활성함수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시스템

이다. 이때의 학습 변수의 개수는 두 층의 가중치 행

렬과 바이어스 벡터의 성분 수인 n×2048+2048+2048

×48+48개가 되어 1층 퍼셉트론 신경망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1층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는 n차원 입력벡터를 k1

차원 커널 벡터 8개를 이용하여 합성곱을 실시한 후,

ReLU(Rectifier Linear Unit) 활성화함수를 통과시

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징 벡터들을 최대값 

풀링(max pooling)을 수행함으로써 그 차원을 절반

으로 낮춰주어 간략화 된 특징벡터들로 만들어준다.

그 후 간략화 된 특징벡터들을 1열로 나열하여 1×(n/

2×8) 벡터로 만들어 준 후, 여기에 (n/2×8)×48 가중

치 행렬을 곱한 다음 48차원 바이어스 벡터를 더하여 

얻은 벡터를 소프트맥스 활성함수에 입력하여 얻은 

결과물을 이용하여 최종 분류를 해 낸다. 학습에 필

요한 변수들은 합성곱 커널과 가중치 행렬, 바이어스 

벡터의 모든 성분들이 있으며 그 갯수는 총 k1×8+8+

(n/2×8)×48+48개이다. 사용한 커널벡터의 차원 k1은 

입력벡터가 4096 또는 512차원일 때는 256이라 두었

으며, 입력벡터가 256과 128차원 일때는 각각 128과  

64으로 설정하였다.

2층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는 n차원 입력벡터를 k1

차원 커널 벡터 8개를 이용하여 합성곱을 실시한 후,

ReLU 활성화함수를 통과시켜 특징을 추출하고, 추

출한 특징 벡터들을 최대값 풀링을 수행하여 절반의 

차원으로 낮춰주어 간략화 된 특징벡터들로 만들어

준 1층에 추가적으로, 각각의 특징벡터들에 다시 k2

차원 커널 벡터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특징을 추출

한다. 그 후, ReLU 활성화함수를 통과시키고 최대값 

풀링을 수행하여 다시 차원을 절반으로 낮춰준다. 이

렇게 하면 8개의 특징벡터들은 각각 n/4 차원 벡터가 

된다. 그 후 1층 합성곱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간략화 

된 특징벡터들을 1열로 나열하여 1×(n/4×8) 벡터로 

만들어 준 후, 여기에 (n/4×8)×48 가중치 행렬과 48

차원 바이어스 벡터, 소프트맥스 활성함수를 이용하

여 최종 분류를 한다. 학습에 필요한 변수들의 갯수

는 두 번의 풀링을 거쳐 특징벡터의 차원이 많이 감

소하기 때문에 1층 합성곱 신경맘보다 절반 가량인  

k1×8+8+k2×8+8+(n/4×8)×48+48개가 된다. 이에 따라 

커널 벡터의 차원 k2의 값은 k1의 값의 1/2로 선택하

였다.

4.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4.1 데이터셋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전기기타를 PC

에 연결하여 직접 코드 음을 연주한 후 이를 녹음하

여 구성하였다. 데이터셋의 코드 음은 총 12음의 근

음을 가지며, 각각의 근음마다 4종류의 코드로 구성

되어 있다. 예를 들면 C(도)를 근음으로 갖는 코드는 

각각 C, Cm, C7, Cm7의 4종류의 코드가 있다. 따라

서 분류시스템의 총 부류 개수는 48개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의 총 개수는 학습 데이터 62000개, 검증 

데이터 6200개로 구성되어 있다.

녹음 시 샘플링 주기, 데이터 취합 개수 등의 선택

과 관련하여서는 기타 코드 분류 시스템에 대한 최근 

연구를 참조하였다[4]. 샘플링 주기는 CD 음질과 같

은 44100 Hz로 하였으며, 각 샘플의 크기는 16bit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음성 데이터를 약  92ms동안의 

샘플들 4096개 씩 잘라 벡터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데이터는 시간 축에서 나타낸 데이터이며, 여

기서 추가적으로 이산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주파

수 축 데이터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주파수 데

이터로 변환 시에는 4096차원 벡터에 4096개의 0 성

분을 추가한 제로 패딩을 하여 9192차원 벡터로 만든 

후, 이것을  이산 푸리에 변환하였으며, 대칭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4096개로 자른 뒤 절대값을 

취하였다. 이러한 4096 벡터를 필요에 따라 설정한 

개수의 저주파 성분만을 취하여 학습에 이용하였다.

각각의 데이터 샘플 별로 라벨을 부여할 때에는 

총 48종류의 데이터를 48차원 라벨 벡터에 대응하였

다. 라벨 벡터의 하나의 성분만 1로 두고, 나머지는 

0으로 둔 one-hot encoding으로 부여해두었는데, 이

는 기계학습 시스템에서 라벨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14], 학습 시스템의 수렴 속도

가 빠른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에 최적화된 라벨 

표현 방식이다.

4.2 시스템 구성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여 분류시스템을 구성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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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망 시스템은 4가지 종류로, 각각 1층 퍼셉트론 신

경망, 2층 퍼셉트론 신경망, 1층 합성곱 신경망, 2층 

합성곱 신경망이다. 이들 4가지 시스템에 대하여 전

체 데이터 중 각각 저주파 성분 4096, 512, 256, 128개

의 부분 데이터를 입력벡터로 대입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한 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여기에 2장에서 

소개한 UMFB 알고리듬을 구현하여 대조군으로 활

용하였다. 알고리듬 구현시 각 변수들은 해당 논문

[4]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67개의 특징들을 사용하여 48 종류의 코드들을 분류

하는 단층 퍼셉트론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4.3 결과 분석

시뮬레이션 환경은 intel Core i7-7700K CPU,

NVIDIA GTX 1060 GPU, 16GB RAM을 탑재한 우

분투 16.04 운영체제에서 수행하였으며, 특징 추출 

등의 처리과정은 python 3.6버전을 이용하여 구현하

였으며, 신경망 시스템은 구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15] GPU 버전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우선 UMFB 알고리듬의 경우 특징 추출을 수행하

기 위하여 모든 학습데이터의 특징들을 비교해야하

는 과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학습 데이

터 62,000개에 대하여 모든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들

의 통계값을 이용하여 유효한 특징들을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282.38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다. 제안한 최소한의 전처리과정 알고리듬에서는 이

러한 과정이 필요치 않다. 또한 각각의 입력 데이터

를 특징 벡터로 변화시키는 시간에도 큰 차이가 났는

데, 이들 시간에 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데이터 전처리 시간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62,000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시간이며, 특징 추출 시

간은 데이터 한 개를 특징벡터로 변화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통계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3장에서 설명한 네 가지의 기타 코드음 분류 시스

템 각각에 대하여, 총 62,000개의 학습용 데이터 중 

임의로 1,000개를 뽑아 1회의 학습을 하는 미니 배치

(mini batch[16])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변수들을 학

습할 때에는 내리막 경사법을 기반으로 한 Adam

Optimizer[17]를 이용하였으며 학습률로는 0.001을 

선택하였다. 또한 UMFB 알고리듬에서 이용한 1층 

퍼셉트론의 경우는 미니 배치 학습은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며, 내리막 경사법의 학습률은 0.01로 설정하

였다. 왜냐하면 UMFB 알고리듬은 사용하는 특징벡

터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큰 학습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을 각 시스템별로 

1,000회 진행하였고, 각각의 학습 결과를 100회 획득

하여 평균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Table 2를 보면 UMFB 알고리듬의 경우 원래의 

녹음데이터 벡터의 성분 4096개를 처리하여 고작 67

개로 줄였는데도 82%대의 성능을 보이는 점에서 특

징추출 능력은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67

개의 특징성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알고리듬이 제안된 논문[4]

에서는 93%대의 분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여 본 

논문에서의 정확도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사용한 데

이터셋이 다르고 학습 횟수를 1000개 샘플의 미니 

배치학습 1000회로 고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에서는 원래의 데이터인 

4096 차원 벡터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 합성곱 신경망

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으나, 학습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합성곱 신경망

의 경우 학습해야 할 변수 자체는 많지 않으나, 합성

곱 연산 등 복잡한 연산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입력 데이터 벡터를 저주파 성분 512개만 사용한 

경우 전체적으로 분류 정확도가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분류에 기여하지 않는 다수의 성분들을 제거하

고 분류에 큰 기여를 하는 저주파 성분들만을 학습에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특징 성분이 더 많을 경우 더 

많은 학습 횟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한 특징을 

소수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1층 합성곱 신경망의 분류 성능이 오히려 2층 

합성곱 신경망보다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2층 합

성곱 신경망의 경우 2번의 풀링으로 데이터가 지나

치게 압축이 되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Table 1. Data processing time

System
data preprocessing

time(s)

feature extraction

time(ms)

UMFB 2282.38 36.23

Proposed - 0.14



397인공신경망 기반의 기타 코드 분류 시스템 성능 비교

128개의 저주파 성분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유효한 특징들의 일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분류 정

확도가 다소 감소했지만,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는 감

소하는 정도가 작았으며, 특히 1층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는 2층 퍼셉트론 신경망과 학습시간 차이도 적

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UMFB 알고리듬에 비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최소한의 전처리 과정만을 수행한 후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시스템이 처리 

속도나 학습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을 볼 수 있

다. UMFB 알고리듬의 경우 67차원의 특징벡터를 사

용하므로 학습 시간 자체는 짧으나, 전처리시간과 특

징 추출시간까지 합산한 경우 합성곱 신경망 시스템

의 분류 소요시간보다 상당히 오래걸리며, 분류 정확

도 또한 82%대로 합성곱 신경망의 98-99%대의 정

확도에 비해 낮았다.

제안한 신경망 알고리듬의 학습 양상은 Fig. 3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Fig. 3의 (a)를 보면 1층 합

성곱 신경망이 특징벡터의 성분 수가 감소하여도 학

습 정확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b)를 보면 특징벡터의 수가 128개까지 감소한 경우 

다른 분류 시스템과의 학습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층 합성곱 신경망을 

원래 신호의 저주파 성분을 일부 추출하여 분류하는 

것이 학습시간이나 성능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타 코드 음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다양한 인공신경망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직접 구성

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분류 성능이나 처리시간 등

을 비교하여 어떤 분류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서술하였다. 최근 제안된 UMFB 알고리듬의 경우 적

은 수의 특징 성분들을 이용하여 학습 시간 자체는 

짧지만,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의 

소요시간과 특징 추출시간이 길어서 전체 시스템 수

행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모든 학습데이

터들의 특징 통계값을 바탕으로 어떤 특징을 선택할

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된 경우 다시 

통계값을 구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분류 정확도 또

한 제안하는 시스템에 비해 10% 이상 낮았다. 제안

Table 2. Simulation result

System # of Feature Structure Accuracy(%)
Mean learning time per

single batch(ms)

UMFB 67 1 layer perceptron 82.062 2.2

Proposed

4096

1 layer perceptron 44.365 19.6

2 layer perceptron 95.478 33.8

1 layer CNN 98.706 220.7

2 layer CNN 99.478 332.5

512

1 layer perceptron 44.491 4.6

2 layer perceptron 95.513 9.1

1 layer CNN 99.586 32.6

2 layer CNN 99.487 44.5

256

1 layer perceptron 44.481 4.2

2 layer perceptron 95.665 7.3

1 layer CNN 99.424 12.0

2 layer CNN 99.166 18.1

128

1 layer perceptron 43.473 3.6

2 layer perceptron 93.881 6.4

1 layer CNN 98.734 7.7

2 layer CNN 98.12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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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성곱 신경망 알고리듬은 복잡한 전처리과정이 

없이도 커널 벡터를 내리막 경사법을 이용하여 스스

로 최적의 특징을 추출하여 UMFB 알고리듬에 비해 

전처리 과정 소요시간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좋은 성

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 특징 

선택을 위해 모든 학습데이터의 특징을 구한 후 통계

값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치 않으므로 실시간 분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우리는 데이터셋을 더 확장하여 더 다양한 

코드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려 하며, 특히 실제 

음악을 연주하는 데이터를 추가하여 더욱 실제적인 

환경에서 코드 음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합성곱 신경망은 학습한 

커널들을 다른 분류시스템에 바로 적용하는 ‘전이학

습’에도 활용할 수 있어 학습시간을 크게 줄이는 연

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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