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시공간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는 인공지능에서 오
랜 기간 다뤄져 왔다[1]. Bengio Group에 의해 제안된 딥
러닝 이전에는 GMM, HMM과 같은 모델을 활용한 문제 
해결이 이뤄졌다. 그러던 중 딥러닝 (Deep learning)의 발
전, 그 중에서도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의 성능이 입증[2]되면서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등 인공지능 전반에 발전이 있어왔다. 특히 딥러
닝이 특징 추출에 효과적인 모델로 제시되면서 순차적 
데이터 분야는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작곡 모델[3], 공간
적 데이터 분야는 음악과 함께 예술의 한 분야를 이루는 
미술 영역에서는 화가의 화풍을 모사한 모델[4]이 고안되
었다. 하지만 DNA와 같은 생물학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하는 생물정보학이나, 대화 시스템 설계 같은 순차적 데
이터를 다루는 문제들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
다. 음악은 그 중에서도 복잡한 차원을 가진 데이터로서 
음악 정보 검색 (Musical Information Retrieval)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는 음정[5] 및 악기[1] 
분류 문제, 음악 생성[6] 등의 문제를 다룬다.  
  앞서 음정과 악기를 분류하고자 했던 연구는 크게 딥
러닝 이전의 접근과 딥러닝 이후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
다. 딥러닝 이전의 접근에는 가우스 혼합 모델 (Gaussian 
Mixture Model)과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접근[1]이 있고, 딥러닝 이후에는  합
성곱 신경망을 적용하거나[7] 아직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
았지만 음성 인식 분야에서 순환 신경망을 이용해 시간 
특징을 추출하는 시도가 이뤄졌다[8]. 하지만 그 중 이미
지에서의 합성곱 신경망만큼 성공적이고 보편적인 모델
은 없었다. 대부분 해당 문제에 대한 Supervision을 이용
해 모델을 만들거나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경우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 퍼셉트론과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스펙트로그램 상의 매 시점에 대해 음정과 악기를 나타
내는 특징을 추출해 음정 및 악기 분류기를 만들어 보았
다. 이를 통해 단순한 분류기를 만드는 것을 너머 음악
의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2. 데이터 및 알고리즘
2.1 데이터
  신경망 모델 사용을 위한 데이터는 직접 생성하여 사
용하였다. 먼저 A4 (440 Hz) - A6 (1960 Hz) 의 25개의 
음과 무음을 갖는 4분 길이의 단선율의 (monophonic) 
MIDI 파일을 임의로 생성하였다. 이를 시간에 따른 음정
의 변화를 나타내는 피아노 롤 (piano roll)로 변환하고 
신시사이저 프로그램인 FluidSynth[9]를 통해 샘플링 
(sampling) 주파수    Hz로 1 채널 오디오 파
일 (WAV)로 변환하였다. 오디오 파일은 다시 단시간 푸
리에 변환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을 통해 신
호의 시간 별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는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으로 변환하였다. 이때 STFT 창문 (window) 
길이는    , 도약 (hopping) 길이는     으
로 하였다. 에일리어싱(aliasing)과 스펙트럼 누출 (spectral 
leakage) 등을 막기 위해 샘플링 된 신호인 샘플들
(sample)은 창문 함수와 곱해지는데, 이때 길이가 N인 비
대칭 한 창문 (asymmetric Hann window)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면 곡의 길이가 4분일 경우, 샘플의 수는

  ×× 
이 된다. 또한 스펙트로그램의 크기는

 × ⌈⌉   ×
이 된다. 그리고 주파수 해상도는 ≈ Hz , 시간 
해상도는    sec이 된다. 전체 샘플스펙트로
그램은 역 단시간 푸리에 변환 (Inverse short-time Fourier 
transform, ISTFT)을 통해 다시 오디오 파일로 거의 원상
태로 변환될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스펙트로그램이 신
경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었고, 음정 (피아노 롤로 나
타냄)과 악기 (MIDI 파일의 변수로 설정되어 실제로 오
디오 파일에 적용됨)가 신경망 모델의 목표 출력으로 사
용되었다. 각각의 악기들의 종류가 비슷할 경우 악기 분
류기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악기로
는 음정이 있는 여러 악기 군에서 골고루 13 개 (piano, 
dulcimer, acoustic guitar, harp, harpsichord, violin, cello, 
trumpet, French horn, flute, ocarina, alto sax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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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음악에서 연주되는 음정 및 악기를 분류하기 위해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먼저 MIDI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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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ron),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생성된 오디오의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 상의 매 시점에 대해 음정 및 악기를 분류하였다. 음정 및 악기를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신
경망 중에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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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net)를 선정하였다.
  음정 분류기와 악기 분류기에서는 각각 1200개와 악기
별 50개의 음악 파일을 사용하였고, 하나의 음악 파일은 
4분짜리로, 그 중 5000개의 프레임을 이용하였다. 만들어
진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데이터를 섞는 과정
이 필요하였다. 하나의 음정은 시간상으로 이웃한 음정
에도 영향을 끼치고 시간 프레임을 나누는데 있어 박자
와 음정의 길이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기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음정의 순서와 길
이, 그리고 박자를 변형하여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림 1 데이터 생성 과정

그림 2 다층 퍼셉트론 구조

그림 3 1차원 합성곱 신경망 구조

그림 4 1차원 합성곱 신경망 구조 – 악기 분류기

2.2 알고리즘
2.2.1 음정 분류기
  음정 분류기는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특정 시간대에 
나는 소리의 음정을 분류한다. 이때 MIDI 파일이 단선율
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는 한 하나의 음정만 있게 
되어 분류기는 다중 클래스 분류 (multiclass classification)
를 수행한다. 그리고 스펙트로그램 상의 시간 간격과 음
이 연주되는 시간 간격이 일치하지 않아, 스펙트로그램 
기준으로 특정 시간동안 더 길게 연주되는 음을 목표 출
력으로 설정하여 분류한다. 이때 분류기로는 다층 퍼셉
트론 (1-8 개의 은닉층)과 7층의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 보았다. 이미지 데이터에 주로 사용되는 필터 
(filter)가 2차원의 사각형 모양인 2차원 합성곱 신경망과 
달리,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은 스펙트로그램의 주파수 축
을 따라 1차원의 선형으로 구성되었다.

2.2.2 악기 분류기
  악기 분류기는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특정 시간대의 
소리를 낸 악기를 분류한다. 음정 분류기와 마찬가지로 
다중 클래스 분류를 수행한다. 그러나 MIDI 파일의 특성 
상 악기가 한 보표 (staff) 내에서 바뀌지 않으므로, 한 곡
은 하나의 악기로 연주된다. 즉, 스펙트로그램의 어떤 시
간대에서도 여러 악기가 겹쳐서 나타나는 일이 없다. 따
라서 음정 분류기와 달리 목표 출력이 명확하다. 다만, 
스펙트로그램과 악기 쌍이 분류기의 입력과 목표 출력으
로 활용될 때는 시간 단위로 나눠진 후 그 순서가 다른 
스펙트로그램들과 함께 무작위로 섞이게 된다. 분류기로
는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음정 분류기를 구성하기 위해 다층 퍼셉트론의 은닉층

의 개수를 1-8까지 조절해보고, 직접 생성한 데이터 대신 
실제 가요의 MIDI 데이터를 활용해보고 (그림 4에서 
MLP-Alt),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해보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하여 최대 85%의 정확도를 얻었다.

악기 분류기를 구성하기 위해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하였다. 총 13개의 악기에 대해 90%의 정확도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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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음정 분류 정확도. n 개의 은닉층 (n HL)을 갖

는 다층 퍼셉트론 (MLP), 실제 가요의 MIDI 데이터를

활용한 다층 퍼셉트론 (MLP-Alt), 1차원 합성곱 신경

망 (CNN)을 적용하였다.

그림 6 악기 분류기 학습 곡선. 그림4에 묘사된 1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학습 횟수에 따른 분류 정확도

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최대 정확도는 90%였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음악 파일의 스펙트로그램을 분석하여 
음정과 악기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일
반적인 신경망인 다층 퍼셉트론을 먼저 이용해보았고, 
이미지 데이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특징 추출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이 가장 좋은 정확도가 나옴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때 활용한 모델은 1차원 합
성곱 신경망으로 시간 특징 추출을 활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층 퍼셉트론의 테스트 정확도가 합성곱 
신경망에 비해 못 미친(~80%) 것으로 보아 합성곱 신경
망이 스펙트로그램의 주파수에 대한 공간적 특징을 더 
잘 추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음정 및 악기를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신경망 중에 다
층 퍼셉트론, 1차원 합성곱 신경망, 순환 신경망을 적용
한 결과,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높은 정확
도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스펙트로그램 내의 음정 및 

악기 정보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정, 악기뿐만 아
니라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분류하기 위해 신경망을 적
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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