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최근 머신러닝 기법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1] 음향 신호 처리 및 음성 인식 분야

에서도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으며, 음향 신호에 대한 과학적 및 공학적 이해

를 바탕으로 기존 데이터에 기계학습 기법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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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동 음향 관측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해양포유류의 소리를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동시베리아 해에서 수집된 수중음향 스펙트럼 이미지를 기반으로 CNN을 활용하여 턱수염물범 소리

의 분류 자동화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학습 데이터로서 다른 소음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뚜렷한 턱수염물범 소리를 

사용하였을 때, 암기로 인한 과적합이 발생하였다. 일부 데이터를 소음이 포함된 데이터로 교체하여 학습시켜 수집된 

전체 데이터로 평가한 결과 정확도(0.9743), 정밀도(0.9783), 재현율(0.9520)으로 모델이 이전보다 일반화되어 과적

합이 방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물범신호 분류는 학습 데이터에 소음이 포함되었을 때 성능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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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studies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have been conducted to detect and 

classify the sounds of marine mammals in underwater acoustic data collected through passive acoustic monitoring.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classification of bearded seal sounds was confirmed using a CNN model 

based on the underwater acoustic spectrogram images collected from August 2017 to August 2018 in East Siberian 

Sea. When only the clear seal sound was used as training dataset, overfitting due to memorization was occurred. 

By evaluating the entire training data by replacing some training data with data containing noise, it was confirmed 

that overfitting was prevented as the model was generalized more than before with accuracy (0.9743), precision 

(0.9783), recall (0.9520).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classification model for bearded seals signal has 

improved when the noise was included in the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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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 수중 음

향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연구

가 시도되고 있으며 수중 음원 및 표적의 탐지/분류 

및 위치 파악과 같은 기존의 원격 감시와 해양 환경 정

보 추출을 위한 음향 신호처리 분야 등 다양하게 적용

되고 있다.[2-5] 특히 시간과 주파수 측면에서 소리를 

시각화하여 파악하는 스펙트로그램을 입력 데이터

로 하여,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법을 통해 신호들을 분류하는 사례들이 점

차 늘어나고 있다.[6-8]

합성곱 신경망 기법이란 기계학습에 속한 딥러닝 

기법의 하나로써 합성곱 연산을 통한 필터링 기법을 

인공신경망에 적용해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

리하기 위해 처음 제안되었다.[9] 이미지들을 데이터

로 입력 받아 시간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특징들을 스스로 학습하여, 이미지의 분류

나 객체 식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이 기법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단순화 되고 발전하면서, 음

성/오디오 인식, 객체 인식, 동영상 및 이미지의 검색/

분류, 음악의 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대표적인 분류 

및 인식 알고리즘으로써 사용되고 있다.[10-12]

수동 음향 관측(Passive Acoustic Monitoring, PAM) 

방법을 활용하는 해양포유류 연구에서도 해양포유

류 소리를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12,13] 수동 음향 관측은 해양 포

유류를 연구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로 장기모니터

링을 통해 대량의 수중음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획

득할 수 있다.[12,14] 이 방법을 통해 수집된 대량의 데

이터를 분석해야하므로, 녹음된 음향신호에서 해양 

포유류의 소리를 탐지하고 분석하기 위한 자동화 시

스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5,16] 일

반적으로 다양한 해양포유류 신호의 특성을 추출하

고 추출된 음향특성을 기반으로 분류하지만, 기존의 

고정된 기능 기반의 분류 방법은 몇 가지 단점들로 

인해 성능이 떨어진다.[12] 탐지 또는 분류 성능은 특

징 추출에 크게 좌우되는 반면, 수동으로 특징 추출

을 설계하려면 신호 처리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

요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12,17] 합성곱 신경망은 

스펙트로그램 내에서 발성의 유무를 간단히 결정할 

수 있으며, 시간과 주파수 측면에서 음향신호를 정

확하게 탐지할 수 있어 종을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유지한다.[15]

본 연구에서는 북극에서 측정한 수중 음향 데이터

를 이용하여 턱수염물범을 대상으로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사용하여 발성 분석의 자동화 가능성을 확인

해 보았다. 또한 1년간의 수동 음향 관측 측정 데이터

로 턱수염물범의 시간별 등장 유무를 통해 계절적 

변동성 특성을 확인하여, 아직 많은 연구가 되지 않

은 동시베리아 해에서 턱수염물범의 생태학적 특성

을 유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인하였다.

II. CNN 모델의 이미지 학습 및 

평가 방법

이미지는 통계적인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으며, 한 픽셀과 관련있는 픽셀들은 그 픽셀 주변에 

제한 되어 있다.[18] 합성곱 신경망은 이러한 이미지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미지들을 데이

터로 입력 받아 시간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특징들을 스스로 학습해 이미지의 분류나 

객체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19]

합성곱 신경망이 이미지 특징 추출에 뛰어난 성능

을 나타내는 이유는 합성곱 연산의 특징과 깊은 관

련이 있다.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특정 부분

을 이미지와 필터의 내적 연산에 의해 큰 값을 더욱 

크게, 작은 값을 더욱 작게 하여 특정 부분에 존재하

는 이미지의 패턴들과 유사한 형태로 학습하기 때문

이다. 또한 필터는 이미지 위를 이동하며 필터의 파

라미터를 공유하며 연산을 진행하는데 이로 인해 위

치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지의 패턴을 추출해 학습할 

수 있어, 위치를 고려하여 특징을 학습하는 방식보

다 더 적은 연산량으로 이미지를 다룰 수 있다. 

합성곱 신경망은 여러 역할을 가지는 층들을 예를

들어 Input layer, Convolution layer, Activation layer,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 Dropout layer, 

Classification layer 등으로 구성된다(Fig. 1). Input layer

는 이미지를 입력받는 층으로써 연구자가 설정한 너

비와 높이의 이미지를 입력 받는다. Convolution layer

는 입력받은 이미지를 필터와의 합성곱 연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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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값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값들로 특징 맵

을 생성한다. Activation layer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

하여 Convolution layer에서 받은 각각의 특징 값들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시키는 층이다. Pooling layer

는 인접한 픽셀들 중 가장 특징적인 값만 뽑아내 파

라미터들을 줄여 연산량을 감소시키고 학습 데이터

와의 과적합을 막는 역할을 한다. Dropout layer는 모

델의 학습 중 Fully Connected layer와 연결된 노드들

의 일부 연결을 끊어 모델이 과적합 되는 것을 방지

하는 층이다.[20] Fully Connected layer는 앞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특징 맵들을 입력으로 

받아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가중치와 편향값을 계

속해서 업데이트 한다. Classification layer는 이전 층

에서 계산된 값들을 사용하여, 처음 입력으로 받았

던 이미지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와 일치하는 정

도를 확률로써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Mathworks, USA)의 Deep 

Learning Toolbox와 Parallel Computing Toolbox를 사용

하였으며, CNN 모델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네트

워크 학습 시 활성화 함수는 ReLU로 사용하였으며, 

Epoch는 130으로 설정하였다. Mini batch size는 64로 

설정하였으며 최적화함수는 Adam을 사용하였다. 입

력 이미지는 흑백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입력 크

기를 리샘플링하여 100 × 100 × 1로 축소하여 연산량

을 줄였다.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 발생할 수 있

는 과적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층을 깊지 않게 구성

하였으며 Fully Connected layer의 앞에 Dropout layer를 

추가하였다.[21,22]

본 모델의 검증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사용하는 컨

퓨전 행렬(Fig. 2)을 적용하여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로 평가하였다. 정확도는 모든 데이터 중 모델이 정

답을 맞춘 비율을 의미한다. 정밀도는 모델이 True라

고 판단한 것 중 데이터가 True인 것의 비율이다. 재

현율은 데이터가 True인 것 중 모델이 True라고 답한 

것의 비율이다.

 



. (1)

Pr



. (2)

 



. (3)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Typic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rchitecture.

Table 1. Configuration of CNN model used in this 

study.

Order Type Size

1 Input 100 × 100 × 1

2 Convolution 96 × 96 × 12

3 ReLU 96 × 96 × 12

4 Avg pooling 48 × 48 × 12

5 Convolution 44 × 44 × 16

6 ReLU 44 × 44 × 16

7 Avg pooling 22 × 22 × 16

8 Convolution 20 × 20 × 20

9 ReLU 20 × 20 × 20

10 Avg pooling 10 × 10 × 20

11 Dropout 10 × 10 × 20

12 FC 150

13 ReLU 2

14 FC 2

15 Softmax Object, Background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Confusion matrix to 

evalu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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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는 모델의 관점에서, 재현율은 데이터의 관

점에서 모델을 평가하며, 둘 중 하나만 높다고 좋은 

모델이 아니라 둘 모두 높았을 때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III. 데이터 획득 및 학습자료 구성

음향자료는 북극 동시베리아 해에서 2017년 8월 

21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약 1년 동안 저장되

었다. 수심이 약 62 m 로 비교적 얕은 동시베리아 대

륙붕에서 52 m 수심에 음향이탈기와 함께 계류되었

다(74° 37.332′N, 174° 56.382′E). 사용된 자가기록식 

수중청음기(Aural-M2, Multi-Electronique Inc., Canada)

는 32,768 Hz 샘플링주기로 설정하였으며, 장비의 

저장 공간과 배터리 용량의 제한으로 매시간 10 min

동안의 음향자료를 저장하였다. 수중청음기의 수

신민감도는 턱수염물범의 발성주파수 내에서는 선

형이다.[23]

턱수염물범의 주요 발성은 트릴(trill), 상승(ascent), 

소인(sweep), 신음(moan)의 4가지로 분류되며, 번식

기 동안 수컷 수염 바다표범이 내는 트릴이 주요한 

발성이다.[24,25] 트릴은 주파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가 점차적으로 천천히 감소하는 긴 down-sweep 발성

이며(Fig. 3),[25] 합성곱 신경망 패턴 인식으로 턱수염

물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10 min 동안의 음향 자료로 그린 스

펙트럼 이미지들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

시켰다(Fig. 4). 노이즈(Noise)는 스펙트럼 이미지에

서 턱수염 물범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며, 시그널(Signal)은 약간의 저주파 소음은 존재하

나 턱수염물범 신호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미지들

이며, 시그널 + 노이즈는 스펙트럼 이미지에서 턱수

염물범 신호를 육안으로는 식별되나 다른 소음들로 

인해 신호가 겹쳐진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시그널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과적합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였다. 과적합은 모

델의 가중치 벡터들이 학습 데이터에 거의 완벽하게 

맞춰져 학습 데이터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실제 데이

터에서는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26] 따

라서 모델을 더 일반화하여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시그널 데이터의 일부를 시그널 + 노이즈 데이터로 

교환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다.[27] 

따라서 모델은 2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시그널 데

이터 958개, 노이즈 데이터 831개로 학습을 진행한 

모델과 시그널 + 노이즈 데이터 316개와 시그널 데

이터 646개, 노이즈 데이터 831개로 학습을 진행한 

모델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데이터를 7:3의 비율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셋, 교차 검증 데이터셋을 구성

하여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1년간의 수중 소음 

스펙트럼 이미지를 데이터 모델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육안으로 판별한 결과와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토의

동시베리아 해에서 획득한 8,550개의 음향신호 스

펙트럼 이미지를 사용하여 합성곱 신경망 기법으로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An example of spec-

trogram of a bearded seal trill.

Fig. 4. (Color available online) Example images of 

training data of ambient noise, clear seal sound, seal 

sound with othe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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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수염물범의 발성을 판별하였다. 

시그널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

델에 대한 교차검증 성능 지표는 정확도 0.9925, 정

밀도 0.9862, 재현율 1로 나타났다(Table 2). 그러나 

동시베리아 해에서 수집한 1년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정확도 0.9478, 정밀도 0.9896, 재현율 0.8677로 

재현율이 교차검증 결과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

다(Table 3). 재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데이터셋 내

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잘 예측하지만 그 이외의 데

이터는 잘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데이터셋에 

과적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그널 

데이터를 데이터셋에서 제외하고 시그널 + 노이즈 

데이터로 교체하였다. 시그널 데이터와 시그널 + 노

이즈 데이터를 합친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모델의 

교차검증 성능 지표 결과는 정확도 0.9310, 정밀도 

0.9596, 재현율 0.9094로 나타나, 시그널로 학습한 모

델의 교차검증 성능 지표보다 낮게 나타났다(Table 2). 

그러나 1년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정확도 0.9743, 

정밀도는 0.9783, 재현율이 0.9520로 모든 성능 지표

가 교차검증 성능 보다 증가하여, 모델이 데이터셋

에 의해 과적합되지 않고 턱수염물범 소리의 일반적

인 특징을 잘 학습한 것으로 생각된다(Tables 2, 3).

각 모델의 성능을 1년치 데이터로 비교한 결과, 시

그널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보다 시그널 + 노이즈 데

이터를 데이터셋에 포함하였을 때 일부 향상된 성능

이 나타났다(Table 3). 분석에 사용된 동시베리아 해

의 수중 소음은 해빙, 에어건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수중소음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이므로,[23] 모

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합성곱 신경망 기법에 의해서 판별된 

턱수염물범 소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

에 의해 도출된 결과와 육안으로 판별한 결과를 기

간별로 비교하였다(Fig. 5). x축은 일주일 단위로 표

기하였으며, 1시간을 대표하는 10분간 턱수염물범

의 유무판별 결과를 일주일로 누적하여 최소 0 최대 

168의 범위에서 구분된다. 일부 시기에서 오탐지 또

는 미탐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물범 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경향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는 물범의 정량적인 개체수는 알 

수 없지만 계절에 따른 측정 지역으로의 출현 여부

는 확인할 수 있었다. 8월과 9월에는 소리는 녹음되

지 않았으며, 4월에서 7월사이 이들의 음향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 동시베리아 해와 지역적으

로 멀지 않은 축치 해에서 측정된 턱수염물범 소리

는 7,8월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3월에서 6월사이에 

소리 존재율이 최대로 나타났으므로,[28] 한 달 정도

의 분포 시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소음 데이터에서 합성곱 신경

망을 이용하여 턱수염물범의 음향 신호 분류를 시도

하였으며, 합성곱 신경망의 자동으로 특징을 학습하

는 기능으로 인해 이미지 기반 분류 작업에서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해

양환경에서 해양포유류 소리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

Table 2. CNN results – validation data set.

Input data (number) Accuracy Precision Recall

Signal (958) 0.9925 0.9862 1

Signal (646)

Signal + Noise (316)
0.9310 0.9596 0.9094

Table 3. CNN results – 1 year data set collected in 

east siberian sea.

Input data (number) Accuracy Precision Recall

Signal 0.9476 0.9896 0.8677

Signal (646)

Signal + Noise (316)
0.9743 0.9783 0.9520

Fig. 5. (Color available online) Call presence result 

of bearded seals from August 2017 to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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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소음을 포함시켜 학습 시키는 것이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

문은 수중소음의 스펙트럼 이미지에서 합성곱 신경

망 기법을 활용하여 해양포유류 소리를 추출해 낼 

수 있음을 확인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추후 분류할 

해양 포유류 종의 수를 늘리고 각 신호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어 실시간 자동 탐지 및 분류도 가능해 진

다면 수동 음향 관측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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