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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OM과 개선된 ART-1을 이용하여 악보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악보 인식을 해 스캔된 

악보 이미지를 호  변환, Otsu's 이진화를 원본 이미지에 용하고,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해 구분된 작은악 에서 

오선을 제거하여 악보의 음표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이미지 처리 단계를 수행한다. 오선이 제거된 작은악 은 

이블링을 이용하여 음표 성분을 분리한다. 추출된 음표들은 SOM 알고리즘을 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정규화하

고, 정규화된 음표 정보들을 개선된 ART-I 알고리즘을 용하여 학습과 인식한다. 제안된 방법을 용하여 음표 인

식 실험을 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음표 인식에 효율 임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sical Score Recognition with SOM and Enhanced ART-1 Algorithm. First, we apply Hough transform and 

Otsu's binarization to the original BMP format image and extract notes from separated passages by histogram analysis with removing staff 

lines. Then extracted musical notes are normalized to same size by SOM algorithm and ART-1 algorithm plays the learning and recognition 

role. The experiment verifie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quite effective on printed musical scor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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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상 인식 분야는 OA 련 분야, 의료용 상 처

리, 성 사진 처리, 산업 자동화 분야, 방송  화 련 

엔터테인먼트 산업, VOD를 한 상 압축, 개인 사용

자를 한 상 인식 인터페이스 등  산업 반에 걸

쳐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1]. 

악보 인식을 한 연구는 1960년 부터 재까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 악보 형태에서만 인식률

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2]. 한 음악 련 소 트

웨어의 경우에 서로 호환이 되지 않거나 인쇄 악보의 경

우에는 인식 작업이 어렵다는 단 이 존재한다[3,4].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쇄 악보를 인식하기 해 SOM 알

고리즘과[5] 개선된 ART-I 알고리즘을[6] 이용하여 악

보의 음표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신경망을 사용한 인식 방법들은 Hierarchical 

ART2 알고리즘을 용한 방법[4], 오류 역  알고리

즘을 용한 방법[2]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신경망을 이

용한 인식 기술은 인식 상을 일정한 크기로 정규화 해

야 하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해 추출된 음표를 세선화 

하거나[4], 오선 간격에 따라 정규화 크기를 고정하는 방

법[2]을 사용하 으나 인식률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 신경망 구조는 알고리즘이 복

잡해질수록 필요한 변수와 임시 장 공간이 늘어나게 

되며 시스템의 처리를 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정규화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

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SOM 알고리즘을 용하

여 이미지 좌표 정보를 고정된 크기의 Map에 매칭시켜 

일정한 크기로 정규화하고, 정규화한 정보를 개선된 

ART-I 알고리즘을 용하여 학습  인식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SOM과 개선된 ART-I을 이용한 

악보 인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식 방법을 용하기 해 기

호 추출을 한 상의 처리 단계가 필요하다. 악보 

상은 BMP 포맷의 스캔 상이다. 상이 입력되면 

호  변환을 용하여 상의 기울어진 정도를 분석한

다. 호  변환은 N차원 좌표상의 을 거리(r)와 각도

(θ)로 변환하여 직선 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특정 

도형을 검색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7]. 따라서 

호  변환을 사용하면 문서상에 존재하는 직선들을 검

출할 수 있게 되며, 검출된 직선들  가장 긴 직선은 오

선  하나가 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문서의 기

울어진 정도를 분석하여 상의 평형을 맞춘다. 평형

이 맞추어진 상을 Otsu's 이진화를 사용하여 이진화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1은 호  변환과 Otsu's 이진화

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1. 변환된 이미지
Fig. 1 Transformed Image

이진화된 상은 오선 탐색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 수평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각 악 로 분할하게 

된다. 추출된 각 악 은 오선을 제거하여 음표 성분만 남

긴다. 그림 2는 오선이 제거된 악보 상이다. 오선이 제

거된 각 악 은 이블링을 수행하여 기호를 추출한다. 

기호 추출 시 잡음과 구분하기 하여 일정 픽셀 수 이상 

이블링이 되지 않으면 잡음으로 간주하여 기호로 추

출하지 않는다. 

SOM은 1982년 Kohonen 교수에 의하여 제안된 신경

망 알고리즘이다. Kohonen Neural Network(KNN)라고 

불리우는 SOM 알고리즘은 입력층과 Kohonen층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Kohonen층의 각 노드들이 서로 경쟁하여 

입력 벡터를 조직화 하는 자율 학습 신경망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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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선 제거된 상
Fig. 2 Image after Removing Staff Lines

KNN은 Euclidean 거리 계산법으로 각 입력 벡터로부

터 Kohonen층의 각 노드에 한 거리 값을 계산하여 최

소 거리에 존재하는 노드를 승자 노드로 출력하게 된다. 

식 (1)은 승자 노드를 출력하기 한 Euclidean 거리 계산

식이다.

 





 

→
   (1)

식 (1)에서 는 Kohonen층의 노드 좌표이며 

은 입력 벡터, →는 각 입력 벡터의 노드

에서 Kohonen층의 노드로의 가 치 값이다. 단 

본 논문에서는 최소 거리에 한 승자 노드 좌표

를 요구하므로 제곱근 연산은 수행하지 않는다. 

식 (1)에 의해서 승자 노드가 도출되면 가 치 값을 

변경하게 된다. 식 (2), (3), (4)은 가 치 값을 변경하는 

식이다.

→  →

→
        (2)

 

→
      (3)

if 
≤≤

and


≤≤




  


  

      (4)

식 (3)에서 는 학습률이고 식 (4)에서 가 치의 변경

은 승자 노드를 심으로 이웃 노드에게만 용된다. 식 

(4)에서 는 이웃 반경 값이며 반복 횟수 에 따라 변화

한다. 반복 횟수 에 따라 변화하는 학습률 와 이웃반

경 를 구하는 식은 식 (5), (6)과 같다.

  



                   (5)

   

 ÷  ÷                 (6)

식 (5)에서 는 학습에 제시된 최  반복 횟수이며 

는 기 학습률, 는 최종 학습률이다. 식 (6)의 

 는 기 이웃 반경,  는 변화되는 이웃 반경

의 변화량이다. 

표 1. KNN 학습 횟수에 따른 기호 상 정규화
Table. 1 Normalization of Musical Symbols w.r.t. KNN 

Learning Cycles

기호

상
정규화된 상

학습

횟수

500

1,000

2,000

5,000

10,000

본 논문에서는 추출된 기호 상에서 픽셀의 값이 0

인 각 의 x, y 좌표를 입력 벡터로 사용한다. 좌표값은 

[0,1]사이의 실수값으로 정규화 하며 KNN의 학습을 통

하여 안정화된 가 치를 64×64의 상에 매칭시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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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된 상을 추출한다. 일반 으로 KNN의 학습 과정

은 매우 큰 비용을 요구하는 단 이 있다[5].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 횟수에 따라 정규화된 이미지가 안정화

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입력 상의 크

기나 형태에 따라 안정화되기 한 학습 횟수가 달라진

다. 이러한 문제는 KNN이 가지는 자기 조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 학습 횟수를 정의하기가 애매

하다[5]. 

표 1의 2000회 이상에서 정규화된 상과 비교하면 

표 2의 상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동일한 기호 상에 하여 반복 으로 학습한 

결과, 표 3과 같이 일정하게 정규화된 상을 얻을 수 

있었다.

표 2. 이 0.0001이하인 경우의 정규화
Table. 2 Normalization with   < 0.0001

기호 

상
정규화된 상

ART-1은 자율 학습 신경망으로 0과 1의 이진 데이터 

패턴을 군집화 하고 장된 패턴을 즉시 회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ART-1은 경계 변수를 조정하여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7,8]. 

표 3. 동일한 기호 상의 정규화
Table. 3 Normalization of same Symbols

기호 

상
정규화된 상

하지만 기존의 ART-1은 식 (7)과 같은 유사성 검증 방

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1의 값만 향을 미치게 되

어 패턴들을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문제 이 발생한다. 

식 (8)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Exclusive NOR

의 Norm 비율을 사용하여 유사성 검증 방법을 개선한 

ART-1의 유사성 검증 방법이다[6]. 본 논문에서는 개선

된 ART-1을 용하여 SOM에 의해 정규화된 패턴들을 

학습하고 인식에 용한다.



∙
                         (7)



⊙
                         (8)

식 (7)에서 T는 장 패턴, X는 입력 패턴이다. 식 (8)

에서 M은 입력 패턴의 크기이다.

Ⅲ.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스터 정보에 한 스터 정

보로의 정규화 실험이므로 벡터화 방법은 제외하 다. 

본 실험은 기호를 학습하기 한 처리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는 부분으로 SOM에 의한 기호 정규화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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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해 진행하 다. 정규화 후, 학습 과정은 

모두 동일하게 개선된 ART-1을 용하 으며, 경계 변

수를 달리하여 경계 변수에 따른 클러스터의 생성 개수

도 비교하 다. 학습에 사용된 패턴은 그림 3과 같고 각

기 모양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기호들을 상으로 생성

된 클러스터의 비율을 비교  분석하 다.

 

그림 3. 학습 패턴
Fig. 3 Training Patterns

기호의 정규화로 인한 원 정보의 소실은 결국 유사한 

형태의 정규화로 인하여 생성되는 클러스터의 증가량

을 어들게 한다. 따라서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SOM에 

의한 정규화가 원 정보의 소실이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정규화에 따른 클러스트링
Table. 4 Clustering after Normalization process

경계

변수
용 알고리즘

생성된 

클러스터/패턴 수

0.85

단순 이미지 리사이징 39 / 45

세선화 용 39 / 45

SOM 정규화 44 / 45

0.70

단순 이미지 리사이징 31 / 45

세선화 용 33 / 45

SOM 정규화 42 / 45

0.55

단순 이미지 리사이징 24 / 45

세선화 용 29 / 45

SOM 정규화 36 / 45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OM과 개선된 ART-1을 용

하여 음표를 인식하는 방법의 인식률을 실험하 다. 제

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해 본 논문에서 용한 처리 

과정으로 추출된 기호들을 상으로 학습을 수행하

다. 그림 4는 인식이 완료된 악보이다. 그림 4에서 란

색 사각형은 음을 나타내는 각 음표를 나타내며, 빨간

색 사각형은 그 외의 기호들이다. 그리고 -1로 표시된 

기호는 추출은 되었으나 인식이 실패한 기호이다. 즉, 

제안된 방법으로 추출된 기호  하나의 기호를 제외하

고 모든 기호들이 인식되었음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인식된 결과
Fig. 4 Recognition Result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OM과 개선된 ART-1을 용하여 음

표를 학습하고 인식 방법을 제안하 다.

악보 기호 추출을 해 스캔된 악보 이미지에 호  변

환과 Otsu's 이진화를 용하 고,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해 악 을 구분하 다. 구분된 각각의 악 에 오선을 

제거한 후, 이블링을 수행하여 음표 성분을 분리하

다. 추출된 악보 기호들은 SOM 알고리즘을 용하여 일

정한 크기로 정규화 하 으며, 정규화된 악보 기호들은 

개선된 ART-1 알고리즘에 용하여 학습한 후에 인식

에 용하 다. 제안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된 방

법이 음표 인식에 효율 인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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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과제로는 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음표 

성분이 정보 손실 없이 분명하게 추출되도록 개선할 것

이며, 개선된 ART-1보다 인식률이 더 향상된 ART-2나 

SVM 알고리즘을 용하여 인식률을 개선할 것이다. 

한 SOM 알고리즘의 단 인 느린 속도로 인하여 체

인 퍼포먼스가 느려지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속도를 향상시켰지만 실생

활에 용하기에는 인식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SOM 알

고리즘의 속도 향상을 한 연구도 진행할 것이다. 더불

어 최근 연구에서 사용되는 악보 규칙성 활용을 이용하

면 인쇄 악보 뿐 아니라 손으로 작성된 악보나 복잡한 음

악 기호의 인식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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