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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재즈에서의 코러스 분할 방법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디지털정보융합전공 

권 세 준 

  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기존의 음반 위주의 음악산업을 디지털 스트리

밍을 통한 음악 대여의 시대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한 음악 라이브러리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켰고, 이에 따라 음악 정보 검색 연

구는 Spotify, Shazam과 같은 다양한 상업 서비스들의 성공을 통해서 나날이 그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의 전체 형식을 분석하는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음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구간을 찾거나 큰 구조를 단위로 재생 또는 브라우징(Browsing) 할 수 

있게 하는 등, 음악 정보 검색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연구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가 대부분 서양 대중 음악을 대상으로 했던 것

과는 다르게 재즈를 대상으로 한 음악 구조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재즈는 연주와 작곡이 동

시에 이뤄지는 즉흥연주 중심의 음악으로서 작곡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서양 대중음악과는 

음악 구조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재즈 음악은 평균적으로 32마디정도 되는 짧은 악보

의 화성 진행이 계속 반복하면서 각 파트의 연주자들이 번갈아가며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작

곡한다. 이때 이 반복의 기반 및 단위가 되는 악보의 구조와 화성 진행을 코러스라고 부른

다. 이 연구에서는 악보에 있는 화성, 마디 길이 정보를 활용하여 재즈 오디오 신호로부터 

위의 코러스를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만 재즈는 긴 역사동안 화성을 멜로디로 표

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화성 변주의 정도가 상대

적으로 적은 전통재즈, 스윙, 비밥시대의 연주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 연구는 악보의 화성이 반복되는 구조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디오-악보 간 정

렬 연구와 화성 검출 연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특성 벡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

서 크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험 및 적용하였다. 먼저 화성 검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

로 활용되는 크로마 특성을 본 연구에서도 특성 벡터로 사용하였는데, 이때 일부 화성 검출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저음역대(55 ~ 220Hz)에서 크로마 특성을 따로 추출하여 일반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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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성과 4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합하여 그 성능을 실험하였다. 두번째로 화성의 변화

가 비트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어 비트 추적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위에서 추출된 크

로마 특성들을 비트와 동기화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특성 벡터를 추출한 후, 본 연구

는 자기상관함수를 통해 악보에 있는 화성과 오디오 특성 벡터 사이의 유사도가 오디오 신

호 내에서 반복되는 주기성을 구하여 코러스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코러

스 길이를 통해서 악보와 오디오와의 상관함수를 구하여 코러스의 시작점을 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최대 0.883의 F-measure 실험 결과를 얻어내어 

코러스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고, 다양한 특성 벡터 조합들의 성능 비교에서도 저음

역대의 크로마 특성을 일반 크로마 특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밝혔고, 또한 특

성 벡터를 비트와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중간값을 사용하는 특성 벡터 내에 속한 이상치에 

대한 영향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음악 구조 분석, 재즈, 코러스 

학번 : 201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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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음악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

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던 세계 음악 시장은 2011년 처음으로 성장세로 돌아섰고, 

이 중 가장 큰 성장을 보이며 기여한 분야가 바로 기록 음악의 디지털 유통분야이다. 디

지털 유통 분야는 크게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벨소리) 세가지로 나뉘는데, 이중에

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가 스마트 기기의 이용 증가 및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의 본

격적인 전개로 인하여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

은 음악의 소유에서 대여로의 변화를 상징하며, 이는 곧 사람들의 음악 라이브러리의 기

하급수적인 팽창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음악 정보 검색(MIR) 연구는 Pandora, 

iHearRadio, Spotify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및 SoundHound, Shazam 등의 오디오 

기반의 음악 검색 서비스들의 상업적 성공을 통해서 나날이 그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음악 정보 검색 연구는 크게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법과 음악 콘텐츠 자체를 기

반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를 보장

하지만,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검색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서 콘텐츠 기반의 시스템은 악보나 오디오 신호로부터 추출한 멜로디, 하모니 

등의 고수준의 음악적 특징을 활용한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 자

체로부터 스펙트럼과 같은 저수준의 오디오 특징들을 추출하여 고수준의 음악적 특징처

럼 구체적이고, 함축적이지는 않지만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통한 정보 검색 역시

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기반의 연구 중에서도 고수준의 음악적 정보에 해당

하는 음악 구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음악은 소리의 이벤트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소리들

의 무작위적 결합과 구분된다. 음악에서의 구조는 작게는 개별 음표, 음색적 특징 그리고 

비트에서부터 음표들의 수평적 결합인 악구, 수직적 결합인 화음과 이런 화음들의 수평

적 배열 등 다양하다. 이런 음악적 요소들은 서로 계층적으로 관계를 맺고, 가장 큰 단위

에서 음악적 부분들, 예를 들어 대중음악에서의 도입, 후렴과 같은 부분으로 구조화된다. 

일반적으로 음악 정보 검색 연구에서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도입, 후렴과 같이 계층적으

로 최상위의 음악 형식를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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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음악을 구조적으로 시각화하여 음악 내에서의 검색 및 브라우징 (Browsing)을 

용이하게 하고,[2] 또한 음원 제작 및 편집의 상황에서도 편의성을 제공한다.[3]  

음악 구조는 음악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대부분 서양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변주의 정도가 작

은 일부 클래식 정도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재즈는 작곡이 중심이 

되는 서양 대중음악 및 클래식과는 다르게 연주와 작곡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즉흥연주 

중심의 음악으로서 그 음악 구조적 특징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1.2 연구 목표 

재즈는 기존의 연구 대상이었던 서양 대중음악과는 음악적으로 다르게 구성된다. 재

즈 연주는 대부분 짧은 악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악보를 곡 전체에서 

한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순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음악

과는 다르게 처음과 끝에서만 악보의 멜로디, 화성, 그리고 박자를 지켜 연주하고, 그 중

간에는 각 악기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악보의 화성 진행을 토대로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재창조한다. 여기서 연주의 기반 및 순환의 단위가 되는 악보의 구조 및 화성 진행을 코

러스라고 하고, 각 연주자들의 솔로 연주는 코러스를 단위로 이루어진다.  

2장 선행연구 부분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기존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음악

적 특징이 반복되는 구간이나 유사한 구간 또는 그것이 크게 변하는 구간을 찾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 왔다.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재즈 역시도 악보의 화성 진행을 토대로 연주하

기 때문에 반복, 유사구간을 찾는 문제로 볼 수가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 대상이었던 서

양 대중 음악이 멜로디, 화음, 박자, 음색 등 공유되는 음악적 특징이 많은 반면 재즈에서

는 화성 및 악보의 구조만을 공유한다. 또한 화성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그것과 많은 차

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즈 오디오 신호로부터 악보의 화성, 구조 등의 정보를 활용하

여 솔로 연주 길이의 단위가 되는 코러스를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후에 자세

하게 설명하겠지만 재즈는 오랜 역사동안 즉흥적으로 화성을 해석하여 멜로디를 재창조

하는 방식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화성적 변주의 정도

가 적은 전통재즈, 스윙, 초기 비밥 시기의 연주자들의 음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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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 후 2장 선행 연구 장을 통해서 음악 정보 검색 연구 분야에서 그 동안 어

떤 식으로 음악 구조 분석 연구를 진행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오디오-악보 간 정

렬 및 화성 검출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재즈 음악의 구조와 기

존의 연구대상이었던 서양 대중 음악과의 차이를 정리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

로 시스템으로 제안할 것이다. 이 후 4장에서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데이터셋과 시스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5장에

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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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이 된 재즈 음악 및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 연

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몇가지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접적으

로 비교 가능한 선행 연구가 없지만 큰 맥락에서 음악 구조 분석 연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음악 구조 분석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하

려고 한다.  이후 재즈 음악의 특징과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여 기존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 방법이 왜 적용될 수 없는지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악보의 정보

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여기서는 간략하

게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재즈와 악보와의 정

렬을 연구한 2011년 Duan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4]. 마지막으로 화성 검출 연

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는 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재즈 음악 

구조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화성이기 때문이다. 

2.1 음악 구조 분석 연구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1999년 Foote가 Self-Similarity Matrix(SSM)를 통하여 음

악 구조, 리듬과 같은 음악 특징들의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음악 정보 검

색 연구 분야에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5]. 이 절에서는 먼저 음악 구조 분석 연

구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해왔는지 정리하고, 음악 신호로부터 어떤 특징이 연구에서 주

요하게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SSM에 대해

서 언급한 후,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2.1.1 문제 정의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존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음악 구조는 

음악 이론에 근거한 음악 전체에서의 형식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음악 형식은 음악 장르

에 따라서 모두 다르고, 같은 장르 내에서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래식에는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변주곡 형식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고, 

같은 장르인 비틀즈의 210개의 음원 내에서도 일반적인 Intro – Verse – Chorus – 

Verse – Chorus 형식을 따르는 곡은 23곡 밖에 되지 않는다[6]. 위의 형식들을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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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루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대부분 서양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림 1] 음악 구조 분석 연구의 일반적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일반적인 음악 구조 분석 연구들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모든 연구 방법들은 

입력으로서 음악 오디오신호를 받고, 출력으로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연구 목적에 따라 이미지적으로 시각화하는 경우부터 구간의 시간 범위 

및 발견된 구간에 음악적으로 유의미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까지 다양하다.  

Foote의 경우 특별히 음악 구조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SSM을 통해 음악 구조 정

보를 SSM 행렬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5]. 

이 후, 위의 이미지 정보로부터 악기 구성과 같은 음색적 신호 특성이 변하는 곳을 찾

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음악 구조 분석이 시작되는데, 특히 이 방법은 노블티 검출

(Novelty detection)이라는 방법으로 분류되며, 이후 음악 구조 분석 연구 방법에서 큰 

축을 차지하게 된다[7]. 

그 밖에도 음악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간을 찾는 것을 문제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8]

[9][10]. 이 방식을 통해서 분류된 구간들은 코러스, 버스 등과 같은 실제 음악 형식과 일

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후 분류 및 정리된 구간에 대하여 음악 형식에 맞는 이름을 붙여

주는 연구로 확장되기도 한다[11]. 

위와 유사하게 음악을 “Thumbnail”할 수 있는, 즉 가장 대표하는 부분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체로 곡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

는 하나 또는 다수의 구간을 찾는 방법을 통해 연구 목표를 달성해왔다[12][13][14]. 

이처럼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 다르지만 모두 음악 신호 내에서 

유사 구간 또는 그렇지 않은 구간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음 절에서는 이

런 유사 또는 그렇지 않은 구간을 찾기 위해서 신호로부터 어떤 특성 벡터를 추출해왔는

지 소개할 것이다. 

Music Signal Feature Extraction
Temporal
Segmentation

Grouping Structure

MFCC,
LPC, 
Chromagram,
Rhythmogram

Self-similarity matrix
Novelty-based approach

Repetition-based approach
Homogeneity-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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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특성 벡터 추출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반복 또는 변화되는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음악 신

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표본화된 오디오 파형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로부터 필요한 특성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Bruderer은 사람들

이 인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구조적 변화를 느끼는지 알기 위해서 설문 실험을 진행하

였다[15]. 그 결과 “전체적 구조”, “음색의 변화”, “볼륨의 변화”, “반복”, “리듬의 변화” 

등의 요소들이 구조의 변화를 느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설문 대상자로부터 

얻어내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 어떤 신호 특성들이 사용되었

는지를 음색과 화성 특징 크게 2가지 나누어서 어떻게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 적용되었

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Bruderer의 실험은 사람이 음악의 구조를 인지하는데 있어 음색 특징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15]. 음색과 관련된 신호 특성으로는 MFCC(Mel-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s), LPC(Linear Prediction Coefficient) 그리고 DC(Discrete 

Cepstrum) 등 다양하다. Aucouturier 위 다양한 음색 특성들을 각각 활용하여 음악 구

조 분석의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위 특성들 중에서도 MFC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16] . 

MFCC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인간의 청각인지 형태를 반영하여 그림2와 같이 음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펙트럼(Spectrum)의 전반적인 형태를 파라미터화 시킨 것

이다. MFCC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스펙트럼을 인간의 청각 인지 특성에 맞는 

멜 스케일(Mel Scale)로 변환한다. 이렇게 변환된 멜 스케일의 스펙트럼에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과 유사한 이진 코사인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취하면 13

차원 특성 벡터를 얻을 수 있다[17]. 이진 코사인 변환 식은 (1)과 같다. 

  

(1) 식에서 k는 13차원 각각의 정보를 나타내고, N은 스펙트럼에서 전체 주파수 대역 

개수, X(b)는 각 대역 별 스펙트럼의 로그 에너지를 나타낸다.  

MFCC(K) =

r
2

N

N�1X

b=1

X(b)cos[
⇡

N

(n+
1

2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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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pectral Envelope 예시 

   

   

   

[그림 3]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악보, 그에 따른 음고 변화와 크로마 특징 변화 

Spectral Envelope by
interpolating mel-scale filter bank recostruction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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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Harmonic), 멜로디(Melody)의 구성 역시도 음악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

나이다. 특히 화성적 내용에 대한 음악 특성을 나타내는데 강한 크로마(Chroma) 특징의 

경우, 많은 음악 구조 분석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증명된 바 있다[13][18]. 

크로마 특징은 Shepard에 의해서 최초로 언급이 되었는데[19], 여기서 그는 음을 음

의 높이(Tone height)와 크로마(Chroma) 두축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음의 높이는 옥

타브 정보에 해당하고 크로마는 옥타브에 관계 없이 서양음악에서의 열두음을 나타낸다.  

이런 크로마 특징은 이후 화성 검출 연구에서 Fujishima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 지금까

지 다양한 음악 정보 검색 연구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다[20]. 구체적으로 크로마 특징은 

12차원의 특성 벡터로서 각각의 차원은 Shepard가 애기한 것과 같이 옥타브 정보 없이 

{C,C#,D,…,B}로 서양 음악의 열두음과 연결된다. 그림 3은 악보에서의 음이 음고 추출

과 크로마 특징 추출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크로마 특징은 연구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림 4와 

같은 과정을 따른다. 

  

[그림 4] 크로마 특징 추출 방법 블록다이어그램 [21] 

Audio

FFT

Pre-processing

Tuning

Pitch salience calculation

Octave summation & Normalization

Chromagram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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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먼저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 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적용한다. 이 후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드럼, 노이  

즈, 고주파대역의 배음과 같은 비화성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조율(Tuning)의 과정을 통

해서 표준 음고(예 A4 440Hz)를 맞춘다. 이 후 CQT와 같이 서양 음계에 맞춰 주파수 

축의 신호를 변환하여 주고[22], 마지막으로 옥타브 정보를 없애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

적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평활화(Smoothing) 방법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크로마 특징이 추출된다.  

이런 크로마 특징은 옥타브 정보를 없애고, 단순히 12음 존재 유무에 집중하기 때문

에 음악의 화성 정보를 나타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 크로마 특징은 음악 구조 분석 

연구 뿐 아니라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 화성 검출 연구 등 다른 음악 정보 검색 연구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즈에서 유일하게 반복되는 음악 특징인 화

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크로마 특징만을 사용할 것이다. 특히 크로마 특

징은 그 특성 상 화성 검출 연구 분야에서 매우 많이 활용되었고, 그 연구 방법에 따라 다

양한 추출법이 제안되고 성능을 개선시킨 바 있다. 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 검출 

연구와 시스템 제안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1.3 음악 구조 분석 연구 방법 

서론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노블티(Novelty) 기반의 방법, 

유사성(Homogeneity) 기반의 방법과 반복(repetition) 기반의 방법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음악 구조 분석 연구 방법를 분류하는 방법은 Peeters에 의해 State와 

Sequence 방법 두가지로 처음 분류되었고[23], 이를 Paulus가 State를  유사성

(Homogeneity), 그리고 Sequence를 반복(Repetition)으로 이름을 바꾼 후, 노블티

(Novelty) 기반의 방법들을 추가하여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였다[24]. 

이 장에서 먼저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elf-similarity matrix에 

대하여 소개한 후, Paulus가 2010년에 제안한 세가지 카테고리로 방법론을 나누어 설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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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M (Self-Similarity Matrix) 

    

[그림 5] SSM(Self-Similarity Matrix) 계산 과정 

SSM은 동적 시스템에서의 각각의 상들의 반복적 발생을 검출하기 위해서 제안된 회

귀 플롯(Recurrence Plot)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25]. 이 후, Foote가 음악 신호에 

위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음색과 같은 특성 벡터를 추출하여 자기 자신과의 유사도를 2

차원 행렬로 계산해내었고, 이를 통해서 음악 구조, 리듬과 같은 음악 특징들의 시각화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였다[5]. 

SSM의 각 프레임(Frame)은 음악 신호의 각각의 시간 지점에서의 특성 벡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5을 보면 SSM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

는데, SSM의 각각의 요소인 S(i, j)는 두 특성 벡터 i,j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두 특성 

벡터 i,j는 각각 음악 신호의 i,j번째 프레임에 해당한다. 특성 벡터들 사이의 거리를 정의

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코사인 유사도(Cosin  

e similarity) 방식 두 가지가 많이 쓰인다.  

코사인 유사도 방식을 활용하여 간단히 예시를 들면 SSM의 각 요소를 계산하는 식 

(2)과 같다. 

  
Sij = similarity(Vi, Vj) =

Vi ⇤ Vj

|Vi||Vj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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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벡터의 내적을 나타내고, |Vi|는 V 벡터의 정규화를 표시한 것이다. 코

사인 유사도는 값이 1 ~ -1 사이로 나타나는데, 아래의 식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 값에 

(3)식과 같은 지수함수를 취해주면 값의 범위를 1 ~ 0 사이로 변화시킬 수 있다. 

  

코사인 유사도를 거리함수로 사용할 경우 SSM의 밝은 부분이 곧 높은 유사도 지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SSM의 정가운데를 관통하는 대각선은 같은 프레임 사이의 거리이므

로 밝은 색을 나타낼 것이고, 그 외 지점이 만약 유사하다면 수평으로 밝은 지점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Beatles의 곡 “Daytripper”의 SSM [5] 

그림 6는 Foote의 연구에서도 예시로 나와있는 The Beatles의 Day Trippers라는 곡

의 SSM을 그린 것이다[5]. 특성 벡터로는 MFCC를 사용하였고, 거리는 코사인 유사도

를 통하여 정의하였다. 즉, 프레임들 사이의 음색적인 유사도를 통해서 SSM를 그린 것

인데 위에 주석을 달아둔 구조가 SSM 내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j = exp(similarity(Vi, Vj)�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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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블티(Novelty) 기반의 방법 

    

[그림 7] Gaussian Checkerboard Kernel [7] 

노블티 기반의 방법은 음악에서 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검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방

법은 특히 유사성 기반의 방법의 전처리로도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기

준이 되는 방법으로는 SSM보다 크기가 작은 M x M의 커널(Kernel) 행렬를 통해서 각 

변화의 경계를 찾는 방식이다[7]. 그림 7은 커널 행렬의 2/3차원 그림 예시로서 그림 6

과 같은 SSM의 중앙 대각선 선을 따라서 상관도를 계산하게 하여 노블티 점수(Novelty 

Score)를 구한다. 결과에 따르면 MFCC를 특성 벡터로 사용할 경우, 노블티 함수에서의 

피크(Peak) 지점들은 음색의 변화 지점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 밖에도 문제를 중앙 대각선상에 존재하는 블록간의 거리 값에 대한 최적화 문제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도 제안되었고[26], Mahalanobis 거리 함수를 활용하여 노블티 

함수와 같은 기능의 거리함수(Distance Matrix)를 만드는 방법도 제안된 바 있는 등

[27] 다양한 변형들이 진행되어 왔다. 

c. 유사성(Homogeneity ) 기반의 방법 

유사성 기반의 방법은 Cooper과 Foote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28]. Cooper과 

Foote는 전처리 과정으로서 위의 노블티 기반의 방법을 통해 먼저 음악 신호를 분할한 

후, 각 부분들의 내용를 정규 분포를 통해서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유사성 기반의 방법은 

음악 신호 안에서 유사한 조각들, 즉 상(State)들이 존재하고, 음악 구조는 이러한 상들

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8은 위 가정이 이상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의 SSM을 그린 것이다. 그림 8을 보면 많은 사각형 형태의 블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블

록 간의 유사도에 따라 수평적으로 밝은 블록과 어두운 블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유사성 기반의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위 블록들을 분할하고, 군집화(Clustering)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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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사성 기반의 방법에서의 이상적인 SSM 

이외에도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을 활용한 방법들이 

Aucouturier에 의해 소개된 이후 많이 연구되었다[29].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활용한 방

법은 각각의 음악 구조가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상(State)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

고, (4)식을 통해서 관측개체(Observation)로부터 상을 추론한다. 

  

(4)식에서 P(qn, qn-1, …, q1)은 상의 시퀀스(Sequence)이고, X = (xn, xn-1, …, x1)은 관측 개

체의 시퀀스이다. P(xn|qn)은 상이 qn일때 xn이 관측될 확률이고, P(qn|qn-1)은 qn에서 qn-1

로의 전이확률을 나타낸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활용한 방법은 곡의 음악 신호를 학습

하여 곡을 분할하게 된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활용한 방법의 문제점은 학습단계에서 

음악 구조에 해당하는 큰 조각을 학습하지 않고, 짧은 변화 및 작은 음악적 사건(event) 

등을 학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eeters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

의 초기화 단계를 두가지 단계를 나누었는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인근의 조각들을 서로 

99% 유사도를 가지면 묶어주었고, 두번째 단계에서 K-평균 군집화 방법을 통하여 특성 

벡터를 군집화하였다[30]. 위 두가지 단계를 통해서 초기화해줄 경우, 의미 있는 숫자의 

상 갯수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P (q|X) / P (xn|qn)P (qn|qn�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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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반복성(Repetition) 기반의 방법 

SSM에서의 정가운데를 관통하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과의 유사도값 이기 때문에 모

두가 거리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색을 띈다. 즉 SSM에서 나타나

는 대각선은 반복을 나타낸다고 애기할 수 있다. 반복성 기반의 방법들은 음악 구조 분석

을 SSM에서 대각선을 검출하는 문제로 본다. 따라서 반복성 기반의 방법은 SSM에서 대

각선 줄무늬를 강조하는 식의 데이터의 변형 방식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역 필터

를 활용한 방식[31][32]과 그 유사한 방법으로서 SSM에서의 프레임들의 값들을 평균화

하여 새로운 거리 값으로 활용한 방법[7] 등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레임 크기를 

가지고 SSM을 구하여 이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대각선 줄무늬를 강조한 방식[33]과 대

각선 방향으로 저역 필터를 사용한 후, 반 대각선 방향으로 고역 필터를 사용하여 대각선 

줄무늬를 강조한 방식[10]도 존재한다. 특히 Goto는 SSM에서의 대각선이 수평으로 축

이 변하는 시간-차 행렬(Time-lag matrix)을 제안하였고, 반복 성분의 검출을 위해서 

RefraiD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다만 위 방법들은 반복에서 조금이라도 변주 또는 

변형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 일부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는 템포의 미세한 변화, 음색, 강세, 비브라토 등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경

우, 대각선에 노이즈(Noise)를 발생시켜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 위의 변형 

및 클래식의 변주 상황에서 대해서도 분석 및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9].  

이 절에서는 기존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들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먼저 음악 구조 분

석 연구에서 음악 구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였는지를 살펴보았고, 이 후 어떤 신호 특성 

벡터들이 위에서 정의한 음악 구조를 찾아내는데 사용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

지 살펴보았다. 그림 1을 보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음악 구조 분석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신호가 변화되는 시점을 찾거나 또는 유사 구간끼리 군집화하는 

등 신호에서의 반복또는 차이를 검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한 특성은 장르를 불

문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음악 장르에 따라서 반

복이 되는 요소들은 다르고, 또 구성되는 방식 역시도 다르다. 이제까지의 대부분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서양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서양 대중 음악은 즉흥적

으로 작곡과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즈와는 다르게 선 작곡 후에 연주가 이루어지

는 작곡 중심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의 요소들이 반복되는 방식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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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던 대부분의 연구 가정

이 재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2 재즈의 구조 

재즈는 스윙 리듬, 특유의 화성 표현 방식, 복잡한 리듬 표현과 즉흥 연주 등 다양한 

요소들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즈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도

Barrett[34], Zack[35], Berliner[36] 연구에서 제안한 즉흥 연주의 방식를 기준으로 한 

재즈의 분류법을 따를 것이다.  

[표 1] 장르에 따른 즉흥연주의 정도 [35] 

표1은 Berliner[36] 연구에서 시기 순으로 클래식 음악부터 재즈의 하위장르 세가지

를 즉흥 연주의 정도에 따라 리듬, 화성과 같은 음악적 요소들의 변주 정도를 Lee 

Konitz라는 재즈 연주자가 제안한 즉흥연주의 4단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Berliner는 

클래식의 연주는 해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즉흥연주가 없거나 아주 일부분 존재한

다. 따라서 매우 구조화되어 있고, 사전에 정의된 부분이 많다. 전통 재즈(Traditional 

Jazz)나 스윙(Swing)의 경우, Barrett[34] 연구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어 지는데, 주어진 

악보 구조 및 악보에 제시된 화성 진행(Chord Change)을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설명한

다. 비밥(Bebop) 시대로 넘어오고부터는 스윙보다 복잡한 리듬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경

과음(Passing tone), 경과 화음(Passing Chords)등을 사용하여 화성 내의 음 외에도 더

욱 많은 음을 화성 진행내에서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기 비밥 및 포스트 밥(Post 

bop)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화성 진행 역시도 더욱 복합적인 형태의 다른 화성들로 

Music Genre Extent of Improvisation Konitz’s Stages

Classical 아주 적거나 없음 Interpretation 

Traditional Jazz 강하게 구조화되어 있음 Embellishment 

Bebop 화성, 곡의 구조 그리고 리듬

적으로 변주 및 일부분 수정 

Variation 

Postbop 곡의 구조, 화성, 리듬 모든 

부분에서 즉흥적으로 변주.  

Improv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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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극단적으로 즉흥연주의 형태에 아예 제한을 두지 않는 형식

도 등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에서 후기에 해당하는 Postbop 음악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즉, Lee Konitz의 4단계에서는 꾸미는 단계(Embellishment), 변주(Variation) 단계에 

해당하는 연주들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할 것이다.  

     

                               a. 재즈 악보                                         b. 구성 

[그림 9] 재즈에서의 악보와 구성 

위 시기의 재즈 음악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그림9와 같다. 재즈에서도 서양 

대중음악과 같이 “코러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서양 대중음악에서의 코러스가 멜로

디, 화성, 리듬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인 반면 재즈에서의 코러스는 그림 9a와 

같이 32마디로 구성 된 악보 구조 및 화성 진행만이 반복되고, 연주되는 멜로디, 리듬 등

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다. 그림 9b에서 구조가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연

주 되는 곡이 어떤 곡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곡의 시작과 끝에 악보의 멜로디까지 정확

하게 연주해주고 이를 “Head”라고 한다. 이 후 각 악기 별 솔로를 이어가는데, 그것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코러스를 단위로 이 루어진다. 다만 드럼 솔로의 경우, 예외적으로 코

Intro

Head

Piano solo

Piano solo

Bass solo

Drum trade

Head

Ou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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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 길이를 단위로 4마디 또는 8마디를 다른 악기와 교대로 솔로하는 경우가 있는 이를 

트레이드라고 한다. 

[표 2] 재즈 곡 구성 예시 

표2는 그림9에서 설명한 재즈의 구조에 대한 예시로서 재즈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인 Autumn Leaves 곡을 연주한 5개 버전으로부터 연주된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위와 같이 재즈는 겉으로는 서양대중음악과 유사하게 코러스가 반복되지만 악보의 화

성진행을 기반으로 주어진 멜로디와 박자를 자유롭게 변주하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반복

이 되는 부분은 주어진 화성진행과 악보의 구조뿐이다. 심지어 화성 진행조차도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변주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표1에서의 Variation에 해당하는 Bebop에서

도 간단한 화성 변주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의 음악 구조 분

Artist/Album/Year Intro Outro Structure 
(Chorus)

      Cannonball Adderley 
      / Something Else 
      / 1958

o o

Saxophone : 2 

Trumpet : 2 

Piano : 1

      Wynton Kelly 
      / Wynton Kelly! 
      / 1961

x o
Piano : 3 

Bass : 1 

      Jim hall & Ron Carter 
      / Alone Together 
      / 1972

x x
Guitar : 3 

Bass : 2

      Wynton Marsalis 
      / Standard Time 
      / 1986

x o

Trumpet : 1  

Piano : 6 

Bass : 4  

Trumpet : 1

      Keith Jarrett 
      / Tokyo ‘94  
      / 1994

o o

Piano : 4 

Bass : 1  

Drum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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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연구에서는 변주의 정도가 높은 음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Muller의 연구에서 

일부나마 변주가 일부 포함된 음악에서 반복되는 구간인 코러스를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는데, 템포, 음색, 강세 등의 변화가 일부 일어날 경우 SSM 상에서 노이즈가 발

생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바 있다[9]. 즉, 기존의 음악 구조 연구에서 사용되던 연구방법

은 재즈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 

기존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와는 다르게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에서는 재즈와 그

림9에서 봤던 악보를 정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4]. 본 절에서는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재즈와 악보 간의 정렬을 시도한 연구에 대해서 정리

할 것이다.  

   

[그림 10]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의 시스템 개략도 [37]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는 그림 10과 같이 연주자의 연주가 담긴 오디오와 연주의 

기반이 되는 악보를 정렬하는 연구로서 1984년 Dannenberg[38]와 Vercoe[39]에 의해

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온라인

(online)으로 연주자의 연주를 악보와 정렬하여 연주되는 위치를 보여주는 연구와 오프

라인(offline)으로 음악과 악보를 정렬하는 연구 두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주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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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연주자의 연주와 악보를 정렬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기술의 교육적 

유용성 덕분에 주로 Piano Tutor와 같이 대체로 음악 교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면서 대

부분 클래식 음악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40].  

 2012년 Duan[4]은 오프라인으로 재즈의 즉흥연주와 악보를 정렬하는 연구를 최초

로 진행한다. 재즈가 화성을 기반으로 멜로디를 자유롭게 변주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악보에서 주어진 화성을 음악과 정렬 또는 검출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림 11] 오디오-재즈 악보 간 정렬 연구 개괄도 [4] 

그림 11은 Duan[4]이 제안한 시스템 개괄도이다. 위에서 애기한 바와 같이 재즈는 

멜로디를 악보와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을 악보와 정렬하기 때문에 좀 더 큰 단위에

서 정렬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전처리 과정에서 비트를 추출하여 이 후 추출된 크로마 특징

들을 비트 단위로 평균을 내어 연주된 화성에 기반한 멜로디를 크로마의 12차원 벡터에 

모아주었다. 이후에는 다른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와 유사하게 악보(MIDI)로부터 

추출한 크로마 시퀀스와 DTW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Audio

Beat Tracking

Audio
Chroma
Sequence
Extraction

Score
Structural Info

Audio

MIDI
Chroma
Sequence
Extraction

Alignment

Alignment

Alignment

Compare Alignments

Audio-score align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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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연구에서는 화성이 주어졌다는 가정 하에 재즈의 즉흥 연주와의 정렬 가능성

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즉흥 연주의 변주 정도에 따라 악보를 한번씩만 연주한 실험 데이

터를 활용하였고, 아래 그림 1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12] Duan 연구의 정렬 결과 [4] 

그림 12에서 보면 Easy piano, Medium piano, Jazz combo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나

와있는데, 이는 Duan이 즉흥 연주시 화성의 변주 정도에 따른 정렬 성능을 비교하기 위

해서 Jazz combo에 해당하는 일반 재즈 음원 외에도 따로 재즈 피아니스트를 섭외하여 

화성 변주 정도에 따라 Easy piano, Medium piano 두단계로 나누어 MIDI로 입력받은 

후, 이를 WAV로 변환하여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밑의 D, N, W는 각각 곡의 이니셜로 

D:Dindi, N:Nica’s dream, W:Without a song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에

서 보다시피 Easy/Medium piano의 성능이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고, 일반 재즈 음원에

서 특히 N,  W, 두 곡에서 두 피아노 연주 데이터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2.4 화성 검출 연구 

재즈는 중간-단계의 음악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 정보 및 악보의 구조를 연주의 

기반으로 삼고, 이 역시도 해체의 대상으로서 시대에 따라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위의 Duan은 그런 재즈의 화성적 변주까지 고려하여 악보에 주어진 화성을 

오디오 신호로부터 찾아내는 시도를 하였는데[4], 이는 기존의 음악 정보 검색 연구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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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출 연구와도 유사한 지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화성과 오디오 신호를 연결하려는 노

력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 위해서 화성 검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화성 검출 연구는 어떤 화성이 연주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오디오 신

호로부터 화성을 검출하는 연구이다. 이런 자동 화성 검출 시스템은 1999년 Fujishima 

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20], 음악 정보 검색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

는데, 화성 검출 시스템들의 개괄도를 하나로 정리 요약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화성 검출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괄도 [21] 

화성 검출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그림 13에서 a 경로에 해당

하는 경로와 같이 화성 시퀀스를 추론하기 위해서 화성 진행에 대한 지식 또는 코드에 대

한 템플릿(Template) 등을 오디오 신호로부터 추출한 크로마 특징과 비교 분석하는 방

법[20]과 b 경로와 같이 학습용 음원으로부터 크로마를 추출하여 은닉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41]과 같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모델 파라미터(Parameter)

를 학습하여 오디오 신호로부터 추출한 크로마 특징의 화성 시퀀스를 추론하는  방법이

다. 또한 특성 벡터로는 거의 예외 없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 크로마 특징을 사용하였는

데, 이는 옥타브의 정보에 관계없이 12음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화성에 가장 적절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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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크로마 특징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왔는데 여기서는 

본연구에서 활용된 방법들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 및 소개할 것이다.  

먼저 1999년 Fujishima는 짧은 시간에 걸쳐서 추출된 크로마 특징이 일시적인 노이

즈로 인하여 화성을 추론할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0]. 이에 

따라 후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평활화 방법들이 제안되어왔는데, 2008년 Bello는 화성이 

음악의 비트(beat)를 단위로 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트와 동기화된 크로마 특징

(Beat-synchronous chromagram)을 추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42]. 이는 위에서 

재즈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에서도 소개했던 Duan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던 방식으

로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밖에도 일부 화성 검출 연구에서는 크로마 특징을 저음역대(55 ~ 220Hz) 주파수 

영역에서 따로 추출하여 일반 크로마 특징과 병행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43]. 이러

한 방식은 주로 다성음악에서 저음역대에 해당하는 베이스 악기가 주로 화성의 근음을 

일정하고 균일하게 연주하는 데서 얻은 아이디어로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7.9%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44]. 재즈 내에서도 베이스가 

변주에 자유로운 다른 악기와는 달리 화성의 근음을 비교적 균일하게 연주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재즈에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Mauch가 제안했던 크로마 특징 추출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저음역대 크로

마 특징 추출 뿐 아니라 배음의 영향을 배제하는 방법, 드럼과 같이 비화성음들의 영향을 

배제시키는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좋은 결과를 낸 바있다[43].  

그림 14는 같은 시간대에서 추출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비트와 동기화되기 전 일반 

크로마 특징,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이고, 다음으로 비트와 동기화된 일반 크로마 특징,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이다. 그림에서 수직축은 12차원으로서 각각의 12음에서의 에너지

를 나타내고 수평축으로는 시간으로서 시간에 따라 12음의 에너지 분포도이다. 그림에

서 같은 시간대이지만 일반 크로마 특징과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은 확실하게 다르게 나

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또 위의 비트와 동기화 되기 전 크로마 특징들에서 굉장히 짧

은 시간에 여러 음들을 찍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예시 곡에서 색소폰이 기법처럼 빠

르게 음을 끌어서 이동하는 구간이어서 화성적으로 봤을때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인데 이것들이 비트와 동기화된 크로마 특징에서는 평활화되면서 그 영향이 약해진 걸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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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음역대별 크로마 특징 예시 및 비트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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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약 

2장에서는 음악 구조 분석 연구부터 재즈 음악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 마지막으로 화성 검출 연구까지 본 연구와 연관된 많은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

였다. 본 연구는 큰 맥락에서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 속하지만 아직 재즈 음악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된 바 없고, 또 기존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던 서양 대중 음악은 변주의 정

도가 심한 재즈 음악과는 그 특징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 분야에서 재즈와 악보 간의 정렬을 시도한 연구 

사례를 보면서 악보 내에 주어진 화성을 오디오 신호 내에서 찾아서 정렬하기 위해 시도

한 방법들을 살펴보았고, 위에서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화성 검출 연구와 유사하다는 판

단하에 화성 검출 연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화성 검출 연구에서 제안

되었던 음역대 별 크로마 특징 추출 방법이나 크로마 특징 벡터를 비트와 동기화시키 평

활화하는 방법 등은 재즈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 단원의 내

용을 바탕으로 재즈의 구조를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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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제안 

3.1 문제 정의  

2장에서의 설명한 바와 같이 재즈는 악보가 기반이 되는 코러스를 단위로 반복이 이

루어진다. 이 코러스는 다른 장르에서의 코러스가 멜로디, 리듬, 음색 등 여러 특징이 반

복되는데 반해 오로지 화성 진행만을 반복하고, 그 외 멜로디, 리듬, 음색 등의 특징은 자

유롭게 변주되는 특성이 있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악보의 정보를 활용하여 코러스 단위로 화성

이 반복되는 주기성을 찾아 내고, 이를 통해 코러스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성이 반복되는 경향성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위에서 소개했던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와 화성 검출 연구와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맥락

적으로는 음악 구조 분석 연구의 반복성 기반의 연구들과 유사하다. 다만 여기서는 화성

이 반복되는 경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화성 검출 연구에서 특성 벡터 추

출시 사용되었던 방법들이 몇가지 적용할 것이다.  

3.2 시스템 제안 

  

[그림 15]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15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블록다이어그램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번째 파트는 악보와 오디오로부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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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를 추출해 상 유사도 행렬(State Similarity matrix)를 만드는 부분이다. 이 파트에

서는 주로 어떤 특성 벡터를 추출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두번째 파

트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첫번째 파트에서 만들어진 유사도 

행렬에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와 상관함수(Correlation function)를 적용하여 

코러스의 주기성과 코러스의 시작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3.2.1 특성 벡터 추출 

재즈에서 코러스는 화성의 구조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첫번째 파트의 과정은 실질적으

로 화성 검출 연구와 그 과정이 동일하다. 여기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이

다. 먼저 악보에서 상을 정의하고 추출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번째로 오디오 신

호로부터 비트를 추적한 방법, 세번째로는 크로마 특징을 추출한 방법과 이를 통해서 유

사도 행렬을 만드는 부분까지 이야기할 것이다.  

a. 악보 : 상 추출(State Extraction) 

먼저 본 시스템에서는 악보에 있는 각각의 화성을 하나의 상(State)으로 정의하였다. 

즉 만약 악보 상에 여러번 반복되는 화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상으로 정의가 된다. 

이러한 상은 템플릿 기반 화성 검출 시스템에서의 템플릿과 동일하게 이진값으로 구성된 

12차원 벡터로 표현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상마다 12x1차원의 템플릿을 2

개 만들어주었는데, 하나는 각 화성의 모든 구성음마다 이진값으로 1을 주어 일반 크로

마 특징과 비교할 수 있게 하였고, 나머지 하나에는 각 화성의 근음에만 이진값으로 1을 

주어 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과 비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림 16은 상에 대한 두 화성의 예시이다. 

  

[그림 16] 악보로부터 추출한 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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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트 추적(Beat tracking) 

위의 화성 검출 연구 장에서도 이야기하였다시피 크로마 특징을 그냥 활용할 경우, 짧

은 순간 발생하는 노이즈들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하

여 오디오 신호로부터 비트를 추출하여 후에 추출된 크로마 특징과 동기화해주었다. 비

트 추적 알고리즘은 Duan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던 동적 프로그래밍 기반의 비트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45]. 이 알고리즘은 비트 추적 이전에 템포 추정시 기존 템포의 

1/2, 2, 3배의 해당하는 값을 종종 추정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다만 최근에 나오는 다양

한 알고리즘들이 변박의 가능성을 가정하여 중간 중간 템포를 유연하게 추출하여 비트를 

추적하는데 반해, 이 알고리즘은 처음 추정된 템포 인근에서 비트가 추적되는데, 변박이

나 폴리리듬이 발생하더라도 화성이 변하는 리듬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재즈에서는 위와 

같이 배수로 템포 추정에 오류가 생기더라도 오히려 일정하게 비트를 일정하게 추적하는 

위의 알고리즘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위의 이유 외에도 두번째 파트에서 제안하

는 시스템은 위 알고리즘과 맞춰 템포 추정 오류를 감안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17은 크

로마 특징 위에 비트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린 결과이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비트 동기화 과정에서 중간값(Median)값과 평균값(Mean)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실험하여 후에 성능 평가 시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중간값은 평

균값에 비해서 이상치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방법에 대한 성능 비교는 재즈 내에서 

경과음과 같은 것이 영향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지 비교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7] 크로마 특징과 비트 

Beat over Chromagram

Time(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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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크로마 특징(Chromagram) 

이후 오디오 신호로부터 크로마 특징을 추출했는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즈

에서 역시도 베이스 악기는 화성의 근음을 많이 연주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저음역대

(55Hz ~ 220Hz) 주파수 영역에서 크로마 특징을 따로 추출했던 Mauch 연구의 크로마 

특징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43]. 윈도우 사이즈(Window Size)는 0.09초, 홉 크기

(Hopsize)는 0.023초로 추출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정을 증명하고 또한 

두 크로마 특징의 조합에 따른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경우로 조

합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1) Bass + Normal (12차원)  

 2) Bass; Normal (24차원)  

 3) Normal (12차원)  

 4) Bass (12차원) 

마지막으로 위에서 각각 추출된 오디오 특성 벡터와 악보로부터 추출한 화성 템플릿 

행렬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구하여 각각의 오디오 특성 벡터와 각

각의 화성 템플릿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여기서 나온 유사도 행렬(Similarity matrix)의 

크기는 (화성 갯수x오디오 특성 벡터 길이)가 된다. 그림 18a의 왼쪽에 있는 것이 유사

도 행렬의 예시인데, 그림에서는 검은색 박스로 된 행 방향의 축들은 상(State) 즉, 악보

로부터 추출한 각 화성 템플릿와 열 방향으로의 각 오디오 특성 벡터와의 유사도이다. 

3.2.2 상관함수를 통한 코러스 분할 

그림 18a의 첫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상 유사도 행렬은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각 상

과 오디오 특성 벡터들 간의 유사도 값을 저장하고 있다. 이때 코러스가 반복되면서 생기

는 상 과 오디오 특성 벡터 유사도 값의 주기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림 18a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각각의 상과 오디오 특성 벡터 사이의 유사도값들의 자기상관함수를 

구하고, 간단히 이것들을 전부 더해준다. 그림 18b는 자기상관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코러스의 길이가 검출되는 것을 설명한 그림이다. 각각의 상은 악보 전체가 반복되는 코

러스를 주기로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일부 상은 악보 내에서

도 반복이 생겨 노이즈를 발생시키겠지만, 동시에 악보 내에서의 반복 역시도 다시 코러

스를 주기로 반복되면서 코러스의 주기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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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사도 행렬(Similarity matrix)로부터 자기상관함수를 구하는 과정 

  

b. 자기상관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코러스 길이가 검출되는 원리 개괄도 

[그림 18] 유사도 행렬로부터 자기상관함수를 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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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자기상관함수의 합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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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는 실험 곡 중 하나인 Miles Davis가 연주한 “It could happen to you”와 

Cannonball Adderley가 연주한 “Autumn leaves”에서 자기상관함수의 합의 결과이다. 

위 그래프에서의 수평축은 보통의 자기상관함수와는 다르게 오디오 특성 벡터가 비트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 지연(Beat Lag)축이 되고, 수직축은 자기상관함수 값이 된

다. 

그림에서 빨간색 역삼각형으로 그려진 부분은 코러스 길이값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위

와 같이 피크(Peak)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중간 지점에서도 피크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곡이 ABAB 형식을 따르면서 유사 화성 진행이 악

보 상에서 두번 반복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주어진 그래프에서 피크를 찾을때는 간단하

게 전체 피크 중에서 최대가 되는 값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코러스의 주기성을 찾

는다는 관점에서는 논리적으로는 피크 사이의 거리값을 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었지만 곡의 인트로 부분에서 오스티나토(Ostinato)와 같이 2~4마디 정도의 짧은 마

디를 단위로 반복적인 패턴을 길게 연주하는 경우,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면서 코러스 길

이를 검출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예시는 Cannonball Adderley의 

연주에서 보이고 있다. 

위에서 구한 코러스 길이를 악보 상의 박자, 마디 정보에 맞춰 각 상마다 비트를 할당

하여 이진값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만들어준다. 실제 비트 추적의 오류로 인해서 간혹 코

러스의 길이가 전체 마디 수와 배수관계에서 조금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

수관계에 맞춰서 템플릿을 제작해준다. 이 템플릿과 오디오 특성 벡터 사이의 상관함수

를 구하여 코러스의 시작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부족한 비트 수를 영 채우기(Zero-

padding)을 통해서 채워주었다.  

아래의 그림 20은 같은 곡에 대해서 상관함수 결과 예시이다. 상관함수 결과에서도 

위 곡의 ABAB 형식때문에 빨간색 역삼각형으로 표시된 실제 코러스 시작점들의 중간지

점에 강한 피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코러스 시작점에 해당하는 피크는 

먼저 인트로가 끝나고 첫 코러스 시작되는 지점을 찾은 후, 다음 피크는 코러스 길이 근

방에서 찾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림 20에서 빨간색 역삼각형 부분이 찾아낸 코러스의 시

작점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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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화성 템플릿과 오디오 특성 벡터 사이의 상관함수 결과 예시 

3.3 요약 

이 장에서는 먼저 재즈의 구조의 기반이 되는 코러스의 반복에 대한 특징을 기반으로 

코러스가 반복되는 경향성을 찾아내 코러스 시작되는 지점을 찾는 것을 연구 문제로 정

의하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화성 검출 연구에서 활용된 특성 벡터 추출 방법 및 악

보에 주어진 화성으로부터 상을 추출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였고, 악보에서 추출된 상들

과 오디오 특성 벡터 사이에서 만들어진 유사도 행렬로부터 자기상관함수를 통해서 코러

스의 길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러스의 길이 정보를 통해 만

든 코러스 길이의 화성 템플릿과 오디오 특성 벡터와의 상관함수를 구하여 코러스가 시

작되는 지점들을 찾아내었다. 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기상관함수를 통해서 

오디오 신호의 코러스 단위의 주기성을 찾아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의 가

장 큰 장점은 악보의 화성과 오디오 신호를 정렬하거나 검출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간단

히 주기성을 찾음으로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화성 변주나 경과음과 같이 미시적으로 노

이즈를 발생시키는 재즈의 연주적 특징들에 강건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

서 실험 방법 및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 토의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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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성능 평가 

4.1 실험 데이터셋(Dataset) 

본 연구에서는 2.2 재즈의 구조 절에서 표1을 통해 언급하였다시피 재즈의 여러 하위

장르 중에서도 전통 재즈, 비밥에 속하는 연주자들의 음원을 실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실험 데이터셋은 연주자들의 정규 음반 녹음(12곡)과 라이브 음원(3곡)을 일부 포함하여 

총 15곡이다. 총 코러스 갯수는 94개이고, 다양한 음질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녹음 시기

를 1946년도에서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수집하였다. 코러스 분할 구간에 대

한 정답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역 재즈 연주자 및 교육자 세명과의 토의를 통해서 기

준을 세우고 분할 구간을 구하였고, 이외에도 악기 편성은 비트 추적의 성능 문제로 드럼 

베이스 기반의 풀밴드 편성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편성의 음원을 수집하였고, 마지막으

로 데이터셋의 모든 데이터들은 모두 샘플링 주파수(Sampling Frequency) 44100Hz, 

채널 타입 모노(Mono), 양자화 비트(Quantization bit) 16bit인 WAV포맷으로 표준화

하였다. 실험 곡들의 자세한 사항들은 부록 1을 통해서 첨부하는 바이다.  

4.2 시스템 성능 평가 

4.2.1 시스템 성능 평가 방법 

본 연구는 큰 맥락에서 음악 구조 분석 연구와 동일하다. 따라서 시스템 성능 평가 방

법은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방식 중 하나인 경계점 검색 평가(Boundary 

retrieval) 방식을 활용하였다. 기존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는 프레임 군집화(Frame 

Clustering)와 정규화된 조건부 엔트로피(Normalised conditional entropies) 등 다양

한 방법들이 평가 방식으로서 사용되는데, 위의 두가지 방법들은 서양 대중 음악과 같이 

코러스 외에도 버스(Verse), 브릿지(Bridge) 등 여러 군집들로 구조가 분할될때, 군집화 

성능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식들이다. 실제 프레임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군집화의 대상이 하나밖에 없을 시 경계점 검색 평가와 완전 동일하다.  

경계점 검색 평가는 Turnbull[46]가 2007년 처음으로 제시한 방법으로서 검색된 경

계점 시간와 실제 경계점 시간과의 차이가 0.5초 이내에 들어올때를 기준으로 수식 (7)

(8)(9)와 같이 F-measure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후 Levy & Sandler[47]가 3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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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평가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최근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두 기준 모두에 맞춰서 평가하였다. 

  

  

  

여기서 TP(True positive)는 올바로 찾은 경계점의 갯수, FP(False positive)는 잘못 

찾은 경계점의 갯수 그리고 FN(False negative)는 찾지 못한 경계점 갯수이다. 따라서 

정확률은 전체 찾은 경계점중에서 올바로 찾은 경계점 비율이 되고, 재현율은 찾아야될 

전체 경계점 중에서 올바로 찾은 경계점의 비율이고, 마지막으로 F-measure는 위 두가

지 수치를 모두 반영해서 성능을 표현한 것이다.  

4.2.2 시스템 성능 평가 결과 및 분석 

[표 3] 시스템 성능 평가 결과표 

표 3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곡 전체의 F-measure들의 평균값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

다. 먼 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저음역대와 일반 크로마 특징을 24차원을 병렬

적으로 사용하고 중간값 평활화를 통해서 비트와 동기화 시켰을때, 0.5초 이내의 기준으

Precision =
TP

TP + TF

(5)

Recall =
TP

TP + FN
(6)

Fmeasure =
2PR

P +R
(7)

F measure : mean(std) Bass+Normal Bass; Nornal Nornal Bass

0.5sec
mean 0.621  

(0.302)
0.613 

(0.311)
0.586 

(0.332)
0.605 

(0.296)

median 0.674 
(0.309)

0.713 
(0.337)

0.609 
(0.372)

0.606  
(0.358)

3sec
mean 0.794 

(0.223)
0.791 

(0.181)
0.761 

(0.207)
0.78 

(0.184)

median 0.832 
(0.169)

0.883 
(0.131)

0.765 
(0.253)

0.77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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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713, 3초 이내일 경우에는 0.883의 최대 성능치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표준 편차

는 0.5초 이내일 경우 0.3에 달해 성능의 거의 반에 달해 안정적이지 못했지만 3초 이내

일 경우에는 0.13 ~ 0.25 가량으로 0.5초 이내일 때보다는 안정적으로 결과를 얻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림 21] 비트 동기화 크로마 특징의 오류 

다만 0.5초 이내로 평가 기준을 잡았을때보다 3초 이내로 잡았을 때 성능이 약 0.15 

~ 0.18 가량 크게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아직 위에서 제안된 시스템이 정

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은 이런 오류가 가장 크게 발생한  

Cannonball Adderley의 “Autumn leaves”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위 크로마 특징 상에서는 분명 C-7 코드가 시작되는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94번째 비

트가 코러스의 시작점이 맞다. 문제는 이 94번째 비트를 초로 변환하였을때 실제 비트 

전환 시간보다 2초가 빨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답지 상의 코러스의 시작점은 그림 상

에서 빨간색 점선을 표시된 96번째 비트가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비트 추적의 

오류로 인해 시간 축이 조금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일정하게 모든 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곡에서만 발생하여 성능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과 일반 크로마 특징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른 성능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Bass+Normal, 즉 오디오로부터 출력한 저음역대와 

Algorithm Start point 54sec

Ground Truth 56sec

Chromagram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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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크로마 특징을 단순히 더해서 사용하는 것과 Bass; Normal, 저음역대와 일반 크로

마 특징을 각각 따로 24차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Normal, 일반 크로마 특징과 

Bass,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만 따로 사용하는 총 4가지 조합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

고, 이외에도 오디오 특성 벡터를 비트와 동기화 시키는 과정에서 평균값(Mean), 중간

값(Median) 사용에 따른 성능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림 22] 각각의 특성 벡터의 조합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22는 특성 벡터 4가지 조합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해서 평가 기준과 평활화 방

법에 따라 4가지 특성 벡터 조합의 성능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 각각의 평가기준/평

활화방법 별로 4개씩 박스가 나열되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위에서의 Bass

+Normal, Bass; Normal, Normal, Bass 특성벡터의 성능을 나타낸다. 가운데의 빨간

색 점은 15곡의 F-measure에 대한 평균값이다. 이 그림에서 15곡의 성능에 대한 분포

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표준 오차 평균(Standard Error Mean)과 표준 편차(Standar  

d Deviation)을 그래프에 포함시켜주었다. 표준 오차 평균은 그림에서 박스로 표기된 영

0.5sec
(mean)

F-
m

ea
su

re

Results in mean/SEM/SD

0.5sec
(median)

3sec
(mean)

3sec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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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서 표준 편차와 실험 데이터의 사이즈를 동시에 고려해줌으로서 향 후 데이터가 

확장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F-measure 평균값의 예상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표준 

편차는 박스 상하로 점선으로 이어진 영역으로 표시되었고, 이상치들에 대해서는 회색점

들로 따로 표시해주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평가 기준 0.5초 이내일 경우 성능의 안정

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표준 오차 평균값을 통해서 볼때도 그 값이 0.1이상 나타나는 것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 그림을 통해서 특성 벡터의 조합 별 성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첫번째

와 두번째 경우와 같이 일반 크로마 특징만 사용하는 것보다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과 일

반 크로마 특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성능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위 사실은 일반 크로마 특징이 저음역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또 

저음역대의 크로마가 화성을 표현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전반적으로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만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 크로

마 특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조금이지만 더 좋다는 점이다. 이는 재즈가 비밥시

대로 넘어오면서 솔로 연주자들이 관계조에서 대리 화성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기법인 모

달인터체인지(Modal Interchange)와 화성의 근음 외의 다른 음에서 시작되는 화성음을 

연주하는 상위구조 화성음(Upperstructure chord tone) 등 다양한 기법이 발달하면서 

화성의 근음 및 비화성음의 연주 빈도수가 적어졌던 것 현상에서 기인하고[48], 이에 따

라 저음역대에서 화성의 근음만을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저음역대를 제외하고 화성 전체

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강건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림 23은 Dexter 

gordon의 “The Days of wine and roses”에서 솔로 첫번째 코러스 처음 4마디의 크로

마 특징을 그린 것이다. 첫번째  일반크로마 특징에서는 A, C, E, G에 에너지가 다른 곳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7에 해당하는 화성으로서 

FMaj7에서 A에서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위구조 화성음의 대표적 예시이다. 이렇게 

다른 화성이 연주된 것과는 별개로 저음역대 크로마 특징에서 Fmaj7 화성의 근음과 5도

음을 충실하게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예시는 화성 변주의 가장 기본

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제 연주에서는 연주가 고조될 수록 더 다양한 화성 변

주 기법들이 빈번하게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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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상위구조 화성음 연주 예시 

특성 벡터의 조합에 따른 성능 비교외에도 평활화방법에서의 중간값과 평균값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면 0.5초, 3초를 평가기준 했을 때 모두 중간값에서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저음역대와 일반 크로마 특징을 24차원으로 병렬적으로 활

용하는 방법에서만 성능차가 두 평가기준 모두 거의 0.1가량 향상되었고, 두 크로마 특

징을 더한 경우에는 그보다는 적은 약 0.5가량 차이가 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차

이가 없거나 중간값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이는 재즈 음악

에서 추출된 크로마 특징이 비트와 비트 사이의 미시적인 시간 차 내에서도 일정하지 않

게 이상치를 발생시키는데 저음역대와 일반 크로마 특징을 병렬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이

런 값들의 영향이 없어지고, 좀 더 깨끗하게 평활화(Smoothing)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이것은 저음역대와 일반 크로마 특징을 더해서 활용한 것과 병렬적으로 활용했

Time(sec)

Normal Chromagram / time(sec)

Time(sec)

Bass Chromagram / time(sec)

Time(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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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값에서는 두 특

성 벡터 조합의 성능 편차가 거의 없는데 반해 중간값에서는 두 특성 벡터 조합의 성능편

차가 약 0.04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으로 검출하지 못한 코러스들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즉흥 연주시 리듬 복잡도 및 화

성 및 선율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비트 추적의 오류가 크게 누적되거나 또는 악보에서 

주어진 화성 간의 연관성이 떨어져 피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드럼 트레

이드나 베이스 솔로 파트에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대한 데이터셋은 각각 두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그림 25는 

상관함수 결과들 위에 시스템에서 낸 결과와 실제 코러스 시작점을 신호상에서 같이 표

기해준 것이다. 여기서 빨간색 역삼각형은 시스템이 검출한 코러스 시작점이고, 빨간색 

점선은 실제 코러스의 시작점인데, a 그림은 Dexter gordon의 “The days of wine and 

roses” 연주로 모든 코러스 시작점을 다 찾은 경우이고, b 그림은 Oscar peterson의 

“Just friend” 연주로 뒷부분의 코러스 시작점을 전혀 검출하지 못하였다. 이 곡은 후반

부에서 연주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피크가 앞부분과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 연주는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솔로가 길고 연주 

복잡도가 높았던 곡 중 하나였다. 연주 복잡도가 증가하면 위에서 그림 23을 통해 보여

주었던 가장 기본적인 상위구조 화성음 예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화성을 중첩 또는 변

주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향후 이런 화성을 변주하는 고급기법들에 대한 

분석과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한 모델링 내지는 규칙-기반의 방법등에 대해

서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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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러스 시작점을 모두 찾은 경우 

  

b. 연주 복잡도의 증가로 인해 코러스 시작점을 다 찾지 못한 경우 

[그림 24] 최종 코러스 분할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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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요약 

지금까지 3장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실험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성능 평가 방식으로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경계점 검색 평가 

방식을 제안하였다.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는 경계점 검색 평가 방법 외에도 프레임 군

집화와 정규화된 조건부 엔트로피 등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제안되어왔는데, 경계점 검

색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서양대중음악과 같이 구조 상에서 버스(Verse), 코러스

(Chorus), 브리지(Bridge)와 같이 여러 군집화 대상이 있을 경우, 경계점 검색 평가 방식

에 군집화 성능까지 추가로 고려하는 방법들로서 코러스만 반복되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

되지 않았다.  

이후 데이터셋 전체에서의 평균 F-measure값을 특성 벡터의 조합 축과 비트 단위의 

평활화 방법에 따른 축, 두 축으로 분리해서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특성 벡터 조합 

별 성능 비교에서는 저음역대와 일반 크로마 특징을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크로마 특징

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저음역

대 크로마 특징의 사용이 재즈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트 단위의 평활화 방법을 평균값 대신에 중간값을 할 경우, 다른 조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저음역대와 일반 크로마 특징을 병렬로 할 경우 크게 성능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런점은 두 크로마 특징을 더해서 사용할 경우 성능에 큰 편차

가 없다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 후에 생각해볼 여지가 더 많은 문제로 판단하였다. 또한 

검출하지 못한 코러스들은 크게 부류 나눌 수 었었다. 첫번째는 리듬과 화성의 연주 복잡

도의 증가에 따라 비트 추적 오류가 증가하거나 악보에서 주어진 화성 간의 연관성이 떨

어진 경우이다. 두번째는 베이스 솔로와 드럼 트레이드 파트인데 이 부분은 실제 데이터

셋에 두곡에 밖에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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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재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재즈

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조사하여 재즈 음악 구조의 기반이 되는 코러스를 정의하고, 이

를 자동으로 분할 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재즈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작곡 중

심의 서양 대중 음악과는 다르게 즉흥적으로 작곡과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이

다. 이를 위해 재즈는 반복 구조의 기반이 되는 코러스가 서양 대중 음악에서의 코러스와

는 다르게 중간 단계의 정보에 해당하는 화성 진행만을 반복하며 그외의 기존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음색, 리듬, 박자와 같은 특징은 자유롭게 변주되고 심지

어 화성 진행 역시 그 변주의 대상으로서 여겨진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재즈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화성 진행의 변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Post bop 이전 시기에 속하는 연주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악보에서 주어진 화성과 오디오 신호 상에 있는 화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재즈 오

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와 화성 검출 연구에서의 방법론을 일부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즈에서 저음역대 파트에 속하는 베이스가 비교적 화성의 근음을 균일하게 연주하는 점

에 착안하여 일부 화성 검출 연구에서 만들어지고 활용되었던 저음역대(55 ~ 220Hz) 

크로마 특징을 따로 추출하였고, 이것을 일반 크로마 특징과 다양하게 조합한 비교 실험

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크로마 특징을 병렬적으로 사용한 방식이 일반 크로마 특

징만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F-measure 값이 최대 0.12(12%)가량 증가하였고, 심지어 저

음역대 크로마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 크로마 특징만을 사용한 것과 성능 차이가 거

의 나질 않았다. 이것은 기존 화성 검출 연구에서의 연구 방법론들이 재즈에서도 유용하

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케 하고, 추후 음악 구조 분석 연구 외에의 다른 음

악 정보 검색 연구 분야에서 재즈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위와 같이 특성 벡터를 추출한 후, 본 연구는 오류가 누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

존의 화성 검출 연구, 재즈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에서와 같이 화성을 정렬 또는 검출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화성의 코러스가 반복되면서 나타는 주기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악보에 있는 화성을 토대로 추출한 상과 오디오 특성 벡터로부

터 유사도 행렬을 구하고, 각 상과 오디오 특성 벡터들 사이의 유사도 값들의 자기상관함

수를 구하여 각각의 상의 반복되서 나타나는 주기성이 나타나게 하였고, 이 자기상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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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을 모두 더하여 코러스 주기의 반복성을 강화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서 화성 정렬 및 

검출의 오류율이 누적되는 것 없이 쉽게 코러스의 길이를 얻어냈었고, 이 코러스의 길이

와 악보의 정보를 활용하여 만든 이진값의 화성 템플릿과 곡 전체의 오디오 특성 벡터와

의 상관함수를 구하여 코러스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악보의 화성과 오디오 신호를 정렬하거나 검출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간단히 주기

성을 찾음으로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화성 변주나 경과음과 같이 미시적으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재즈의 연주적 특징들에 강건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방식을 통

해서 최대 0.883의 F-measure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평균 0.58%의 정확도(Accuracy)를 낸 Duan[4]의 연구와 비교하면, 화성 검출의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고, 코러스를 찾아내는 적절한 방식을 제안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디오 특성 벡터를 비트와 동기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중간값과 평균값의 평활

화(Smoothing)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저음역대 크로마와 일반 크로마 특징

을 병렬적으로 사용할 때 중간값을 사용하는게 크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최

종적으로 F-measure 0.883의 성능을 얻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음악 구조 분석 연구 뿐 아니라 음악 정보 검색 연구에서도 많

이 연구된 바 없는 재즈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 유의미한 성능을 얻었다. 여기서의 연

구 결과는 한 코러스 내의 곡들로 실험을 진행했던 Duan[4]의 연구에 적용되어 오디오-

악보 간 정렬 연구에도 확장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능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에서 검증되고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이후의 음악 정보 검색 서비스 및 시스템 등

에서 코러스 단위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예를 들면 코러스에서의 솔로 악기를 찾아

내거나 하는 등 다른 연구로도 그 발전가능성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합하여 

음악 재생 프로그램에서 구조나 솔로 단위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 재즈의 화성 진행에 대한 변주에 대해서 성능적 한계를 보인 바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미시적으로 재즈의 화성 표현 방법에 대해서 군집화 가능성 등을 살피

는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즈에서 화성은 같은 변주의 대상이지만 다

른 음악적 특징과는 다르게 기반을 이루는 특징이기 때문에 화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는 단순히 코러스 분할 성능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디오-악보 간 정렬 연구에

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외에도 많은 재즈 음악 정보 검색 연구에 핵심이 될것으로 판

단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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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rus segmentation method for Jazz 

Saejun Kwon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Graduated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resents a novel Jazz music structure segmentation system. Since 

most of music structure segmentation system targets Pop music, there are few 

systems that addresses Jazz. Generally on Pop music, there are several repeated 

segments like verse, chorus, bridge. But unlike Pop music, Jazz only repeats one 

segments which is called chorus. The difference between Jazz and Pop music 

chorus is that in Pop music, every chorus has same melody, rhythm and chord 

progression, but in Jazz, only chord progressions are repeated and melody, 

rhythms are improvised by musicians. And these chord progressions are based on 

scores, so in other words, a score is repeated through every choruses. This thesis 

uses chord progression, which is based on score, as known information and find 

the chorus start points from the audio signal. 

In the proposed system, many techniques from chord detection systems were 

used on feature extraction stage. Especially the proposed system uses the method 

of extracting bass and normal Chromagram feature which is from low frequencies 

and all frequencies respectively, and summarizes it through beats. Also every chord 

s in the score are defined as a state which is consist of binary values with same 

dimension to Chromagram. After extracting the features, this research introduces a 

novel method using Autocorrelation algorithm to find the periodicity of chorus in 

the audio signal. Finally, the binary template of chord progressions is buil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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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ame period to the chorus and correlates to the audio signal to find the chorus 

start points. 

To evaluate the proposed system, boundary retrieval evaluation method from 

music structure segmentation research was used. After all the system showed 

promising result which F-measure value was 0.883. Especially in the experiment, 

the parallel  use of the bass and normal Chromatogram feature showed best result 

which means comparing bass part is meaningful in Jazz. Additionally, when 

summarizing Chromagram feature through beats, median method showed better 

result than mean method that shows characteristics of the Jazz which uses a lot of 

outlier notes in chord. 

주요어 : Music Structure Segmentation, Jazz, Chorus  

학번 : 2012-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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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실험에 사용된 재즈 곡 표 

곡 제목 아티스트 출처 연도 악기 편성

Autumn leaves Cannonball Adderely Album  
<Something Else> 1958 Tenor Sax, Trumpet, 

Piano, Bass, Drum

Autumn leaves Wynton Kelly Album 
<Full view> 1967 Piano, Bass, Drum

Autumn leaves Art Pepper Album 
<The way it was> 1972 Alto Sax, Piano, 

Bass, Drum

Days of wine and 
roses Dexter Gordon Album 

<Tangerine> 1972 Tenor Sax, Piano, 
Bass, Drum

Days of wine and 
roses Pat Martino Album 

<Exit> 1976 Guitar, Piano, Bass, 
Drum

Just Friend Sonny Stitt Album 
<Tune up> 1972 Alto Sax, Piano, 

Bass, Drum

Just Friend Oscar Petereson Youtube Link 2004 2 Piano, Bass, Drum

Out of nowhere Sonny Stitt Album 
<Last Stitt Sessions> 1984 Alto Sax, Piano, 

Bass, Drum

Out of nowhere Chet Baker
Album 

<Chet Baker Quartet 
live>

1954 Tenor Sax, Trumpet, 
Piano, Bass, Drum

Out of nowhere Paul Desmond
Album 

<Paul Desmond/Jim 
Hall Quartet>

1959 Alto Sax,Guitar, 
Bass, Drum

Confirmation Charlie Parker Album 
<Charlie Parker> 1947 Tenor Sax, Piano, 

Bass, Drum

Confirmation Sonny Stitt Album 
<Stitt Plays Bird> 1963 Alto Sax, Piano, 

Bass, Drum

Confirmation Dexter Gordon
Album 

<Daddy Plays the 
Horn>

1955 Tenor Sax, Piano, 
Bass, Drum

Confirmation Gene Ammons Album 
<Boss Tenor> 1960 Tenor Sax, Trumpet, 

Piano, Bass, Drum

It could happen to 
you Miles Davis Album 

<Relaxin’> 1958 Tenor Sax, Trumpet, 
Piano, Bass,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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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vS4Mm_b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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