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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많은 음악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음원 사이트에서는 미리 듣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음악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곡의 처음부터 일정 시간만을 들려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입부에는 

곡을 대표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노래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의 가장 

대표되는 구간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들은 음악 

안에서 화성 진행이나 음색 등의 속성이 유지되고 반복된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음악 신호의 분석을 통해 후렴구 등 음악의 각 악구(key 

phrase)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유독 대중 음악에 대해서 명확한 경계를 검출하는 데 방법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 음악이 보컬과 반주로 구성된 혼합 

음악이라는 점과 보컬의 중요성, 장르에 따라 구성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컬과 반주가 혼합되어 있는 

대중 음악에서 발생하는 특성 벡터의 왜곡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부분이 

지닌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보컬과 반주를 따로 분리하여 

음악 속성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방법은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는 보컬, 반주 등의 곡 구성의 특징과 메인 멜로디에 

집중하는 사람의 인지적인 특징을 음악 구조 분석에 더욱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음악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음원의 분리를 전처리 과정에 도입하여 특성 벡터를 추출하고, 

적응적 부스팅 방법(adaptive, boosting, Adaboost)을 통해 경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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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특성 벡터를 학습하여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최신 알고리즘과의 비교 결과 제안하는 방식에서 구조 분석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음원의 분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르별 학습과 결과의 분석을 통해 장르별 구조 

분석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어 : 음악 구조 분석, 자기 유사 행렬, 적응적 부스팅 방법, 음원 분리 

학   번 : 2014-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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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의 발달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카세트테이프, CD 

같은 물리적 매체로 만들어진 음반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던 방식을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음악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게 되면서 물리적인 음반이 아닌 음원 

사이트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 소비 비율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a) On-Demand Music streams (in billions) 

 

(b) Total Album sales (in millions) 

 

<표 1> 2014년과 2015년의 음악 산업의 수익 변화(in billions)① 

 

닐슨(Nielsen)의 2015년 상반기 미국 음악 산업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의 음반 판매 수익 중 CD 의 판매 수익은 2014년 

                                            
① 2015 NIELSEN MUSIC U.S. MID-YEA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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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비하여 10% 감소하였고, LP 의 판매 수익은 약 38%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음반 판매 수익은 약 4% 정도 감소하였다. 그에 반해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은 2014년 대비 9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스포티파이(Spotify), 비츠(beats) 등의 오디오 스트리밍 뿐 아니라 

유투브(youtube), AOL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에서도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CD 나 음원 다운로드를 통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만을 들을 수 있었던 기존의 음악 소비 방식이 굳이 음원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앨범을 구매하거나 음원을 다운로드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을 언제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음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수많은 음악 중에서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는 

일이다. 

 

대표적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spotify) ②  에서는 현재 

3000만곡 이상의 음원을 제공하고 있고, 매일 추가되는 음악도 2만곡 

이상이다. 이 수많은 음악들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곡을 선별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신과 음악 청취의 패턴이 유사한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한 음악 추천 

서비스들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추천 받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추천 없이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미리 듣기 서비스이다. 이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원에 

대해 짧은 구간을 미리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해당 음악의 장르, 분위기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의 음악을 더 잘 선택할 수 있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짧은 구간이 해당 

                                            
② https://press.spotify.com/us/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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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특징이 잘 나타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미리 듣기 서비스는 

음악을 대표할 만한 부분이 없는 도입부부터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음악의 도입부에는 보통 보컬 없이 반주만 나오거나, 

다른 악기 없이 드럼 같은 타악기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음악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하우스 음악 같은 경우에는 1분이 

넘도록 같은 리듬만이 반복되기도 한다. 

 

음악의 도입부가 아닌 후렴구 혹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구간을 미리 

들을 수 있다면,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Goto 은 새로운 음악 재생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르는 노래를 들을 때 후렴구를 찾으려고 하는 

사용자들의 행동을 관찰하였다[1]. 화면에 음악의 구조와 ‘Next Chorus’, 

‘Next Section’ 등의 구간을 건너뛸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들은 

해당 버튼을 활용하여 후렴구를 찾는 행동을 하였고, 건너뛰기 버튼이 없을 

때에는 빨리 감기 버튼을 이용하여 후렴구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는 음악을 

선택할 때에 곡의 도입부부터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 혹은 곡의 

메인 테마인 후렴구를 들려 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곡에 대해 사람이 직접 각 섹션의 위치를 분석하여 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후렴구 등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것이 음악 구조 분석 연구이다. 

 

음악 구조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2]. 음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악 브라우징(Music Browsing) 외에도 구간 

반복이나, 간주 점프 등의 기능을 통한 구간 단위의 음악 재생 시스템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여러 곡을 끊김 없이 연속으로 

재생하여야 하는 DJ 의 믹싱 작업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DJ 는 각 

섹션의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두 곡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재생하면서도 다음 곡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한다. 자동 음악 구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수고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믹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음악을 

대표하는 구간을 찾아주는 썸네일링(Music Thumbnailing) 이나,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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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툴 (Audio Editing), 후렴 구간의 비교를 통한 유사한 음악 추천 

서비스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높은 활용성으로 인해 음악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음악 정보 검색(MIR, 

Music Information Retrieval) 분야의 성능 평가 대회인 MIREX(Music 

Information Retrieval Evaluation eXchange) ③  에서 매년 주요 분야로 

다루어질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 2 절 연구 목표 
 

대중 음악은 피아노, 기타 등의 화성 악기와, 드럼 같은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반주에 보컬이 메인 멜로디를 주어진 가사에 맞춰서 부르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컬은 메인 멜로디와 가사 전달을 담당하고, 

반주는 화성 진행 및 음색, 리듬을 담당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피아노 

기타 등의 화성 악기는 화성 진행 및 음색을 담당하고, 드럼 등의 타악기는 

리듬을 담당하고 있다.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음악적 속성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비교하여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위하여 오디오 신호 분석을 

통해 그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 벡터를 추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특성 벡터의 유사성을 비교한 뒤 구조를 파악하여 왔지만, 여러 악기가 

혼합된 대중 음악은 특성 벡터의 정확한 추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대중 음악은 장르에 따라 독특한 특색을 지닌다. 사용하는 악기의 종류도 

달라지고, 자주 등장하는 리듬의 패턴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힙합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짧은 구간의 반주가 곡 전체적으로 반복되고, 랩 혹은 보컬 

멜로디의 변화를 통해 구조를 이룬다[3]. 또한 락 음악의 경우에는 다른 

장르와는 달리 소리를 왜곡시키는 디스토션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재즈 

음악은 관악기가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이 사용된다.  반주 뿐 아니라 

                                            
③ http://www.music-ir.org/mirex/wiki/MIREX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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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에서도 그 차이는 나타난다. 일렉트로닉 장르는 반주의 반복을 큰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보컬의 중요성이 덜 한 반면, 리듬 앤 블루스 나 

소울 같은 장르는 보컬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구조 분석 연구에서도 장르에 따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중 음악의 보컬, 반주의 

특성과 장르별 차이를 고려하여 음악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 음원의 

분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 

음악을 보컬, 화성 악기 그리고 타악기 성분으로 분리하게 되면, 각 

구성요소로 인해 한계가 존재했었던 특성 벡터의 정확한 추출과정에서 

서로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성 벡터의 오류를 해결하여 좀 더 

정확한 추출이 가능해진다.  

 

음원 분리의 또 다른 장점은 장르별로 차이가 있는 대중 음악의 음악적 

특색을 이용하여 구조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르별로 보컬 부분과 반주 부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 각 

부분에서 해당 장르를 대표하는 속성을 이용하여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부스팅(adaboost, Adaptive boosting) 

방법을 활용하여 보컬과 반주에서 각각 추출한 특성 벡터를 모두 학습에 

이용하고, 해당 장르를 가장 잘 설명하는 특성 벡터를 선택함으로써 장르별 

음악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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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들에 대해 서술한다. 

우선 음악의 구조와 사람들의 구조 인지와 관련된 이론 및 연구를 

소개하고, 음악 구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음원의 분리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 1 절 음악의 구조와 인지 
 

음악은 여러 구성 요소들의 반복을 기반으로 구조화된다. 작게는 음표, 

비트의 반복에서부터 이들의 결합을 통한 리듬, 멜로디, 화성 진행의 반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반복되는 요소들이 서로 계층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절(verse), 후렴(chorus), 악장 등 섹션을 이루고, 이러한 섹션들의 반복으로 

하나의 음악을 구성하게 된다.  

클래식 음악의 대표적인 형식인 교향곡이나 협주곡은 여러 개의 악장이 

모여서 하나의 곡을 이루는 형태이다. 각 악장은 다른 템포, 다른 멜로디로 

주제를 표현한다. 또한 하나의 악장 내에서도 여러 개의 섹션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되면서 특정한 형식을 보이게 된다.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두 개의 섹션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두 도막 형식(binary form), 여러 

개의 섹션이 대칭적으로 등장하는 아치 형식(arch form), 소나타 

형식(sonata form) 등이 있다. 

 

특히 대중 음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편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4]. 

 

<그림 1>대중 음악의 보편적 구조 

 

절-후렴 형식으로 불리는 이 구조는 가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절(verse) 

부분과 곡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고 가장 기억이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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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구(chorus) 의 반복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두 부분 외에도 보통 보컬이 

등장하지 않고, 적은 수의 악기만으로 곡의 테마를 연주하거나, 드럼 

리듬만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곡이 시작되는 도입부(intro)와 곡이 

마무리되는 종결부(outro), 다른 섹션들과는 대비되는 특징을 갖는 

애드립(adlib)이나 악기의 솔로 연주 등으로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브릿지(bridge) 부분이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악곡의 섹션을 구분 짓는 주요한 특징은 음악적 속성의 

변화이다. 조성 음악의 생성 이론(A Generative Theory of Tonal Music) 에 

의하면 연속되는 음의 간격이 길어지거나, 음역, 강약 등의 변화가 생기면, 

연속되는 음을 분리하게 되어, 구조를 인지하게 된다고 하였다[5]. 이러한 

점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음악 구조의 인지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Deliege 는 조성 음악의 생성이론에서 언급된 음악의 구조와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음악 내의 그룹을 인지하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진행하여, 구조의 인지에 음색이 가장 선호되는 요인임을 

밝혀내었고, 그 외에도 쉼표(rest), 어택(attack), 음역(register) 등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6]. Jordan Smith 등은 음악적 속성이 크게 

변하는 지점이 각 악구의 경계일 것이라는 가설이 인지적으로 타당한지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고, 음색과 리듬, 화성 정보가 곡의 빠르기나 조성에 

비하여 구조의 인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7].  

 

연속적인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에서 음의 변화는 구조 인지의 

중요한 척도이다. 하지만 다성 음악(polyphony music)에서는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여러 선율로 연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악기가 동시에 쉼표를 갖고, 

동시에 다른 음 간격보다 긴 간격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이럴 경우, 구조를 

인지하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메인 멜로디의 상태이다[5]. 사람은 

음악을 들을 때 메인 멜로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8]. 대중 음악을 들을 

때, 메인 보컬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멜로디를 담당하는 보컬의 멜로디를 분석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보컬이 쉬는지, 어떤 부분의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지 쉽게 찾아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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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음악 구조에 대한 인지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의 인지에 큰 

영향을 주는 음색, 리듬, 화성 정보의 유사성이 변하는 지점이 음악의 각 

악구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또 메인 멜로디를 담당하는 보컬의 

정보가 음악 구조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 2 절 음악 구조 분석 연구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반복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적 속성을 이용하여, 

악곡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사한 부분의 위치를 찾아내고, 해당 

유사성이 변화하는 지점을 찾아냄으로써 주어진 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 구조 분석의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디오 신호에서 

음악적 속성을 나타내는 특성 벡터를 추출한 뒤에 유사성을 비교한 뒤 

경계로 추정되는 지점을 검출한다. 

 

<그림 2> 음악의 구조 분석 방법에 관한 블록 다이어그램 

 

2.2.1 특성 벡터의 추출 

 

 오디오 데이터는 여러 가지 악기가 혼합되어 섞여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입력으로 들어온 오디오 데이터 자체로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신호 처리를 통해 음악적 속성을 

표현하는 특성 벡터를 추출하여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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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디오 신호의 웨이브폼(waveform) 

 

특성 벡터란, 어떠한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n 차원의 벡터를 의미한다. 

특성 벡터의 추출을 위해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를 짧은 시간 단위의 

프레임으로 나눈 뒤에, 신호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 시점의 

음악적 속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n 차원의 특성 벡터를 추출한다.  

음악 구조 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속성은 음색 정보와 화성 정보이고, 

이를 위한 특성 벡터는 MFCC 와 크로마(Chroma) 이다. 음악 구조의 

인지에 관한 많은 연구에 의해 사람은 음색과 화성의 변화에 따라 구조를 

구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 특성 벡터의 유용함을 입증한다[5][6][7]. 

 

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는 저주파 대역에 민감한 

사람의 청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 성분의 전반적인 

형태를 대략화한 스펙트럼 엔벨로프(spectrum envelope)를 k 차원의 계수로 

표현한 값이다[9]. MFCC 가 표현하는 주파수 성분의 세기를 대략화하여 

나타낸 스펙트럼의 엔벨로프는 악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음색을 나타내는 특성 벡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MFCC 의 계산 과정은 먼저 오디오 신호를 짧은 단위의 프레임으로 

분할한 뒤에 각 프레임에 대하여 주파수 성분의 세기를 나타내는 파워 

스펙트럼을 구한다. 이를 사람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 멜 스케일(Mel 

Scale)의 필터뱅크에 적용하고 이진 코사인 변환을 취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는 13차원의 MFCC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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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오디오 신호의 파워스펙트럼(파란색 그래프)과 MFCC로 재구성된 

스펙트럼 엔벨로프(빨간색 그래프) 

 

  
𝑀𝐹𝐶𝐶(𝑘) = √

2

𝑁
∑ 𝑋(𝑏) cos [

𝜋

𝑁
(𝑛 +

1

2
) 𝑘]

𝑁−1

𝑏=1

 

 

 
(1) 

식 (1) 은 MFCC 를 구하는 식이다. 여기서 𝑘  는 13차원 각각의 

정보를 나타내고,  𝑁 은 스펙트럼에서 전체 주파수 대역의 개수, 𝑋(𝑏)는 각 

대역 별 스펙트럼의 로그 에너지를 나타낸다. 

 

크로마(Chroma) 는 음악의 대표적인 요소인 음높이를 서양 조성음악의 

12개의 반음을 나타내는 피치 클래스(pitch class)로만 표현하는 특성 

벡터이다[10]. 대표적인 화성 정보인 코드(chord)는 한 마디 내의 계이름을 

통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옥타브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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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크로마그램(chromagram) 

 

크로마는 오디오 신호를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고, Constant Q 변환(constant Q transform, CQT)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 를 통해 변환된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파수를 분할하여 분석을 하는 

것과는 달리 Constant Q 변환에서는 일정 비율 간격으로 주파수를 

분할하여 분석하게 된다. Constant Q 변환의 주파수 해상도는 다음과 

같다[11].  

  
𝑓𝑘 = (2

1
12)

𝑘

𝑓𝑚𝑖𝑛 

 

 
(2) 

식 (2)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준 주파수의 일정 비율로 중심 

주파수가 설정이 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저주파 대역에서는 좁은 간격으로, 

고주파 대역에서는 넓은 간격을 갖도록 주파수가 분할되게 된다.  

 

서양 음악의 경우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옥타브가 증가할수록 주파수는 두 배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반음이 하나 증가하는 것은 주파수가 2
1

12  배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양 조성 음악의 음높이를 표현하는 것에는 Constant Q 변환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를 Constant Q 변환을 통해 

서양 음계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의 세기를 구하게 되면 각 음높이 성분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고, 옥타브 정보를 없애기 위하여 옥타브에 상관없이 

같은 계이름을 갖는 성분들의 크기를 결합하게 되면 옥타브 정보가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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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크로마 성분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2.2.2 유사성 비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음악은 반복을 기반으로 유사한 음악적 속성이 

유지되다가 변화를 하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절-후렴 

구조에서는 절에서 악기 구성이 유지되다가 후렴구에서 더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면서 악기의 구성이 변화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음색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섹션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속성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음악의 구조를 시각화한 2차원 자기 유사 

행렬을 이용한다. 

 

<그림 6> 특성벡터로 자기 유사 행렬을 구성하는 과정(왼쪽)과 

자기 유사 행렬(오른쪽)[12] 

 

2차원 행렬 형태인 자기 유사 행렬은 입력 오디오의 프레임 정보를 

나타내는 x 축과 y 축을 이용하여, x 축의 i 번째 프레임과 y 축의 j 번째 

프레임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값은 2차원 행렬의 i 행 j 열 성분이 

된다. 프레임간의 유사도는 특성 벡터 간의 거리를 의미하고,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거리함수(Euclidean distance)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가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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𝑑𝐸(𝑖, 𝑗) = ‖𝑥𝑖 − 𝑥𝑗‖ 

 
 

(2) 

  
 𝑑𝑐(𝑖, 𝑗) =

𝑥𝑖 ∙ 𝑥𝑗

‖𝑥𝑖‖‖𝑥𝑗‖
 

 

 
(3) 

식 (3) 은 유클리드 거리함수이고, 식 (4) 는 코사인 거리함수이다. 

‖x‖ 는 벡터 x 의 크기를 나타내고, ∙ 는 두 벡터의 내적을 의미한다. 

 

이 유사성 계산 과정을 전 프레임에 대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2차원 

행렬 형태로 시각화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자기 유사 행렬(Self 

Similarity Matrix) 이라 한다. 이는 일련의 데이터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Foote 에 의하여 처음 음악 분야에 

적용되었다[13]. 

자기 유사 행렬을 구성하는 유사도의 값은 0에서 1의 범위의 값을 갖게 

되며, 시각화를 위해 색의 밝기를 이용한다. 같은 프레임을 비교하는 경우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의 값을 갖게 되고, 가장 밝게 표시가 

된다. 결국 자기 유사 행렬의 주 대각선 부분은 가장 밝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 유사하지 않을수록 점점 어둡게 표시된다. 

자기 유사 행렬은 블록 모양으로 표시되는 부분과, 대각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 부분은 음악적 속성이 일련의 시간 

동안 유사하게 유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자신과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주 대각선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대각선 부분은 다른 프레임과의 유사도 

역시 가장 큰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대각선 부분은 악곡 

내에서 큰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2.2.3 경계 검출 

 

음악 구조 분석에서의 경계(boundary) 는 새로운 음악적 속성을 갖는 

섹션의 시작 위치를 의미한다. 이 지점의 분석을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자기 유사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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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us는 노블티(Novelty) 기반의 방법, 동종성(Homogeneity) 기반의 방법 

그리고 반복(repetition) 기반의 방법의 세 가지로 음악 구조 분석 방법을 

분류하였다[14]. 이 외에도 위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의 조합이나 기계 학습 

등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a. 노블티(Novelty) 기반의 방법 

 

노블티 기반의 방법은 유지되던 음악적 속성이 변화하는 지점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연구는 바둑판 모양의 체커보드 커널 

행렬(checkerboard kernel matrix)과의 상관 관계를 이용한 foote 의 

연구이다[15]. 

음악에서의 한 섹션은 음악적 속성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사 행렬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같은 밝기를 지닌 블럭들이 생성되게 

되고, 밝기가 크게 변화하는 경계점을 찾음으로써 음악적 속성이 변화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N × N) 의 체커보드 커널 

행렬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크게 변화하는 지점을 찾게 된다. 

이는 체커보드 커널과 자기 유사 행렬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𝐶 = [
1 −1
−1 1

] = [
1 0
0 1

] − [
0 1
1 0

]  

 

 

<그림 7> 체커보드 커널(checker board kernel matrix) 과  

2차원 체커보드 커널 행렬 

 

체커보드 커널 행렬은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을 나타내는 행렬과 

상호 유사성(cross-similarity)을 나타내는 행렬로 분해할 수 있다. 자기 

유사성을 나타내는 행렬에서는 중심점의 양 옆의 영역 내의 유사도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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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큰 값을 가질 것이고, 상호 유사성을 나타내는 행렬에서는 두 영역 

간의 유사도가 높을 수록 큰 값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두 영역간의 

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체커보드 커널과 자기 유사 행렬의 상관관계 값인 

노블티(novelty)가 작아지게 되고, 두 영역간의 유사도가 낮다면, 노블티가 

커지기 때문에, 노블티 그래프 상의 피크를 찾게 되면, 영역의 유사도가 

낮아지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그래프를 노블티 점수(novelty score) 

라고 하며, 유사도가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내고, 유사도가 

변화하는 악구의 경계면에서는 큰 값을 나타나게 되어 악곡의 경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8> 체커보드 커널을 이용하여 노블티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위)과 

노블티 그래프(아래)[15] 

 

 

b. 동종성(Homogeneity) 기반의 방법 

 

동종성 기반의 방법은 유사한 세그먼트들을 군집화(clustering)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찾는 것보다는 음악의 대표 구간을 찾거나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 유사 행렬에서 블록 단위로 형성이 

되는 유사한 속성이 유지되는 세그먼트가 다른 위치에 유사한 세그먼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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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이를 위해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 이나 쿨백-라이블러 발산(Kullback 

Leibler divergence) 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16][17].  

HMM 에서는 숨겨져 있는 상태(state)를 찾기 위하여 state 의 전이 

확률 분포, 관찰 확률 분포, 초기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관찰(observation)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적절한 상태 열(state 

sequence) 을 추정한다.  

음악 구조에서는 오디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각 프레임에 대한 

상태(state) 가 무엇인지 확률 분포를 통해 추정하고, 그 상태열(state 

sequence)을 이용하여 음악 구조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학습 

단계에서 절-후렴으로 대표되는 큰 구조가 학습되지 않고, 짧은 

프레임단위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16].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세그먼트들의 k-평균 군집화 

기법(k-means clustering) 을 통해 어느 정도 유사한 프레임들을 같은 state 

로 분류한 뒤에 HMM 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7].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이용하는 방식은 각 프레임을 특성 벡터의 값에 

따라 k 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를 하고 각 클러스터의 발생 빈도를 이용한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적용하였다[18]. 대칭 쿨백 

라이블러 발산은 두 클러스터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졌다고 가정하였을 때 

두 클러스터가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하는 거리함수이므로, 이를 통해 

유사한 클러스터를 군집화 할 수 있게 된다. 

 

c. 반복(repetition) 기반의 방법 

 

반복 기반의 방법은 노블티 기반의 방법과는 달리 구간이 반복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대중 음악을 예로 들면, 한 곡 

내에서 후렴구가 여러 번 반복되고, 1절과 2절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섹션이 한 곡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특징은 

자기 유사 행렬 상에서 자신과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주 대각선과 평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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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으로 표현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기반의 방법은 자기 유사 

행렬 내의 대각선을 잘 검출하여 어떤 구간들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연구는 시간-지연 행렬(time-lag matrix) 를 사용한 방식으로  

자기 유사 행렬 상의 대각선을 수평선으로 변환하여 표현함으로써 시간 

차이를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대각선을 대중 

음악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후렴구로 추정하였다[19]. 하지만 반복 기반 

방법에서는 동일한 섹션이 변조나 템포의 변화가 있을 경우 같은 섹션으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행한 대각선 형태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검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 2차원 푸리에 변환의 크기 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20]. 12차원의 크로마 특성 벡터를 이용하는 이 

방법은 추출한 크로마 정보를 일정한 길이의 윈도우에 적용한 뒤 2차원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 특성을 계산한다. 

 

  𝑋(𝑢, 𝑣) =
1

𝑀𝑁
∑ ∑ 𝑥𝑖(𝑚, 𝑛)𝑒

−𝑗2𝜋(
𝑚𝑢
𝑀
+
𝑛𝑣
𝑁
)

𝑁−1

𝑛=0

𝑀−1

𝑚=0

 

 

 
(5) 

식 (5) 에서 𝑥𝑖  는 주어진 트랙의 𝑖  번째 세그먼트의 크로마 정보를 

나타내고, 𝑀 은 크로마 특성벡터의 차원 수, 𝑁 은 분석하고자 하는 윈도우 

사이즈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12차원의 크로마 벡터를 하나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조나 템포의 변화가 있어도 그 영향 없이 

반복되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로 분류된 방법을 결합하거나, 자기 유사 

행렬을 이용하지 않고 기계 학습을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  

기존의 노블티 점수(novelty score) 방법은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짧은 구간에서의 변화인 국소적인(local) 특징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프가 

음악의 경계에서만 피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짧은 구간에서 많은 피크를 

만들어낸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블티와 

동종성, 반복성 기반의 방식을 모두 결합한 구조적 특성벡터(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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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를 제안하였다[21]. 이 방법은 주어진 신호의 국소적인 특징 외에도 

전체적인 특징도 함께 고려하는 특성 벡터를 구성한 뒤 그것을 구조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구조적 특성 벡터는 노블티 점수 방식에 

비하여 훨씬 악곡 전체적인 유사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국소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주어진 신호의 각 프레임에 대해서 모든 다른 프레임과의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국소적 특징과 전체적인 특징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악곡의 전체적인 구조의 특징을 명확히 잡아 내는 프레임 

단위의 특성 벡터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각 프레임이 m 개의 과거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변형을 한 뒤에 이 정보를 이용하여 리커런스 

플롯(recurrence plot) 을 계산한다. 이 그림은 두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간의 거리가 일정한 기준보다 작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으로 

표현하여 유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이용하여 시간-지연 행렬(time-lag matrix) 로 변경하게 되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유사한 정보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유사성과 반복성을 모두 표현하는 리커런스 플롯을 

이용함으로써 음악의 전체적인 구조의 특징과 국소적인 특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특성 벡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행렬이 시간(time)과 지연 

시간(lag)의 이변량(bi-variate) 분포의 샘플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시간-지연 

행렬과 이변량 가우시안 커널(bivariate rectangular Gaussian kernel) 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구조적 특성 벡터를 추출한다. 이를 이용하여 노블티 

점수를 계산한 뒤 피크를 검출하여 음악의 경계를 검출한다. 

 

Turnbull 은 경계와 경계가 아닌 프레임을 분류하기 위하여 

결정트리(boosted decision stump)를 학습에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22]. 

음색과 화성, 리듬을 나타내는 특성 벡터인 MFCC, 크로마, 변동 

패턴(fluctuation pattern) 을 다양한 윈도우 사이즈와 인접한 프레임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구성한 총 832 차원의 특성 벡터를 학습하여 경계를 

검출하고자 하였다. 음악 구조의 경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특성 벡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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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학습하기 위하여 적응적 부스팅(adaptive boost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한 뒤, 새로운 곡이 주어졌을 때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얻어진 각 

프레임의 경계를 나타내는 점수를 분석하여 경계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음악의 경계는 자기 유사 행렬에서 블록으로 표현되는 지점의 

모서리를 찾음으로써 검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화된 특징을 검출하기 

위하여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는 원래의 (𝑁  × 𝑝) 의 

행렬 𝑋 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수가 아닌 두 개의 행렬을 찾아 내어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23]. 

 

  
𝑋 ≈ 𝐹𝐺 

 
 

(6) 

식 (6)에서 𝐹  는 원래의 행렬을 표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𝑁 × 𝑟) 

행렬이고, 𝐺  는 그 기준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𝑟 × 𝑝)  행렬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행렬 𝑋 의 특정 시간의 데이터는 𝑟 개의 기준에 대해 

그 시간에서 발견된 가중치를 준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𝐹  에는 𝑋  에 있는 데이터의 선형 근사를 위해 최적화된 기준을 

포함한다. 많은 데이터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기준 벡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좋은 근사화는 오직 기준 벡터가 데이터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를 

발견했을 때 얻어질 수 있게 된다. 

 음악의 자기 유사 행렬에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적용하면, 시각화된 

자기 유사 행렬의 가로 세로선에 반복되는 패턴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블록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 유사 행렬의 경우에는 

낮은 기준 랭크 𝑟  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지만, 주 대각선에 평행하게 

나타나는 대각선은 잘 분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12].  

[24] 에서는 기준 행렬 𝐹  에 컨벡스 제약조건을 추가한 컨벡스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convex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를 이용하여 

구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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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𝑗
𝑇 = x1

𝑇𝜔1𝑗 +⋯+ x𝑝
𝑇𝜔𝑝𝑗 = 𝑋𝑤𝑗

𝑇  

 
 

(7) 

  
 𝜔𝑖𝑗 ≥ 0,    ∑𝜔𝑖𝑗 = 1

𝑗

 

 

 
(8) 

기준 행렬의 열 f  를 입력 벡터 𝑋  의 컨벡스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추가하였고, 이 선형 조합이 컨벡스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가중치는 모두 양수여야 하고, 그 합은 1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준 행렬의 열 f  가 𝐹 = 𝑋𝑊  로 표현이 되면서 입력 벡터에 

가중치를 적용한 선형 조합인 클러스터 센트로이드(cluster centroid)로 

해석될 수 있고, 입력 행렬은 X ≈ 𝑋𝑊𝐺 로 표현이 되게 된다.  

입력으로 사용되는 자기 유사 행렬에서의 행은 특정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간의 유사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 행렬의 열에는 전체 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결국 클러스터 센트로이드가 더 효과적으로 악곡 

내의 다른 섹션들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컨벡스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컨벡스 조합이라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 𝐹 

와 𝐺  행렬이 더 성긴(sparse)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 방식보다 같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더 

쉽게 분해 행렬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분해 행렬 각각에 k=2 인 

k-평균 군집화 기법(k-means clustering) 을 적용하여 음악의 경계와 아닌 

부분을 분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음악 정보 검색의 많은 분야에서 회선 신경망 기술(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은 기존의 많은 알고리즘을 능가하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음악 구조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도 

있었다[25]. 입력으로 N 프레임의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과 해당 

프레임 중에 악곡의 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입력으로 사용하고, 

이를 Convolutional layer,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 로 구성된 

신경망을 학습하여 새로운 스펙트로그램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해당 

스펙트로그램에 경계가 있을 확률을 출력으로 보여준다. 그 뒤 확률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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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피크 검출 단계를 거쳐서 경계를 추정하게 된다. 

 

 

2.2.4 기존 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람이 구조를 인지하게끔 하는 속성들과 실질적으로 음악 

구조 연구에 해당 속성들이 표현되는 특성 벡터와 해당 특성들이 적용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악곡 내의 섹션의 경계를 찾는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유지되던 음악적 

속성이 변화하는 지점을 찾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특성 

벡터의 추출이 전제되어야 음악적 속성의 변화 정도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 음악은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9> Coldplay-Fix you 의 자기 유사행렬과 노블티 점수 

 

위의 <그림 9>는 Coldplay - Fix you 의 자기 유사 행렬과 노블티 

점수이다. 왼쪽의 자기 유사 행렬은 원곡의 MFCC 를 이용한 그림이고, 

오른쪽은 보컬 부분에서의 MFCC 정보를 이용한 자기 유사 행렬이다. 이 

노래의 3분 30초 경에 보컬이 등장하면서 코러스 섹션이 시작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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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에서는 해당 부분을 검출해 내지 못하였다. 보컬의 등장 여부가 다양한 

악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 벡터로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른쪽의 자기 유사 행렬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노블티 그래프에서도 피크로 표현이 

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분리된 음원의 웨이브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0> 은 원곡에 대한 웨이브폼(위)과 분리된 보컬의 웨이브폼(아래)를 

나타내었다.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보컬이 나오는 3분 30초 경이다. 

강한 악기가 연주되고 있는 원곡에서는 아무 변화도 확인할 수 없지만, 

분리된 보컬에서는 보컬의 등장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0> Coldplay-Fix you 의 웨이브폼 

 

 대중 음악은 피아노, 기타 등의 화성 악기와, 드럼 같은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반주에 보컬이 메인 멜로디를 주어진 가사에 맞춰서 부르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컬은 메인 멜로디와 가사 전달을 담당하고, 

반주는 화성 진행 및 음색, 리듬을 담당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피아노 

기타 등의 화성 악기는 화성 진행 및 음색을 담당하고, 드럼 등의 타악기는 

리듬을 담당하고 있다.  

음색의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특성 벡터인 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는 음색을 나타내는 주파수 성분의 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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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대략화하여, 몇 개의 계수로 표현한 값으로 음색의 표현 외에도 

음성 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성 벡터이기도 하다. 이는 MFCC 가 

사람의 성도를 모델링 하여 모음 발음을 구분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사가 변하는 보컬 음악의 경우, 악기의 음색과 관련한 

특성 벡터를 추출할 때 보컬의 가사로 인하여 해당 부분의 정확한 음색 

특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게 된다. 

또, 화성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크로마(Chroma) 특성은 특정 시간에 

대해 12개의 피치클래스(Pitch class)의 에너지 분포를 추출하여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급격한 에너지를 변화를 나타내는 드럼 악기의 

경우에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에너지 성분을 갖기 때문에, 크로마 

특성을 추출하는데 방해가 되게 된다. 1999년 Fujishima 역시 크로마를 

추출할 때 일시적인 노이즈로 인하여 화성을 추론할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6]. 

 

보컬과 화성 악기, 타악기의 특성으로 인해 특성 벡터 추출에 서로 

방해가 되고 있다면, 이 들을 분리하여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악기의 

음색 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가사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가사가 없는 부분을 

사용하고, 화성 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타악기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타악기가 없는 부분을 사용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원의 분리를 통해 대중 

음악을 보컬, 화성 악기, 타악기로 분리한 뒤 특성 벡터를 좀 더 명확하게 

추출하여 구조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악기의 음색 

정보를 분석할 때는 분리된 화성 악기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화성 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컬이나 화성 악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의 접근 방법을 

통해 구조 분석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음원 분리 연구 
 

음원 분리(Music Source Separation) 는 여러 악기가 혼합되어 있는 

오디오 신호를 분석하여, 각 악기를 따로따로 분리해내고자 하는 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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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보컬의 분리는 다른 악기의 분리, 가수의 구분, 

다른 MIR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27][28]. 

 

 

2.3.1 음악에서의 주파수 특성 

 

대중 음악은 다양한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정해진 음높이를 

연주한다. 이 정보들은 시간에 따른 일련의 데이터로 결합되어 표현된다. 

청각적으로는 다양한 악기와 음높이를 구분해 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혼합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에서는 사용되는 악기와 음높이, 연주의 세기 

등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악 관련 분석 

문제에서는 시간에 대한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음높이와 연관이 있는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큰 세기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도메인에서는 

알 수 없는 음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악기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악기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 아래 <그림 11> 은 Capital Cities 의 Safe and Sound 

라는 곡에 대한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이다. 곡의 도입부부터 약 40초 

정도까지의 주파수 정보를 나타내었는데 곡의 도입부부터 약 18초까지는 

보컬이 등장하지 않고, 드럼과 신디사이저로 이루어진 전주가 연주된다. 

스펙트로그램상에서도 드럼 성분의 세로선과 신디사이저로 연주되는 가로선 

형태의 배음구조가 명확히 표현된다. 18초 이후 보컬이 등장하면서 

불규칙적인 주파수 성분을 확인할 수 있고, 34초부터는 드럼 성분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스펙트로그램상에서도 세로선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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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중 음악의 주파수 특성 

 

이 그림처럼 악기의 구분 없이 각기 다른 주파수 특성을 가진 성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신호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화성 악기는 기본 주파수의 정수 배에 해당하는 주파수에도 에너지 

성분을 갖는 배음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타악기는 전 대역에 걸쳐 에너지를 

갖는다. 또 보컬은 배음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브레이션(vibration)이나 

글리산도(glissando) 같은 효과로 인하여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규칙적이지 

않다. 

 

 

2.3.2 음원 분리 연구 

 

음원 분리 연구는 아무런 정보도 사용하지 않는 블라인드 소스 분리 

방법(blind source separation)과 몇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분리를 하는 

인폼드 소스 분리 방법(informed source sepa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화성 악기와 타악기 성분을 분리하는 HPSS(harmonic-

percussive source separation) 연구와 보컬을 분리하는 singing voice 

separation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Rafi의 연구에서는 음악의 구조를 활용하여 보컬과 반주를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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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하였다[27]. 음악은 반복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악곡 

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서 분리하면, 해당 부분은 반주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많은 음악에서 반주는 반복이 되지만, 가사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하면 보컬과 반주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 

신호의 스펙트로그램 V 를 만들면, 각 주파수 성분에 대한 자기상관을 

계산할 수 있고, 각 시간마다의 자기 상관 값의 평균을 취하면 비트 

스펙트럼(beat spectrum) 을 구할 수 있다. 이 스펙트럼에서 각 정수 배의 

시간대의 에너지를 누적한 평균이 가장 높은 지점을 비트 스펙트럼의 

반복되는 주기로 정한다. 음악에서의 보컬은 드물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안정적인 배음 구조를 갖는 반주와 비교하면 시간-주파수 표현에서 더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 스펙트럼에서 결정된 주기로 음악을 

분할하여 중간값 모델링(median modeling)을 하게 되면, 덜 변화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구해질 수 있고, 이 부분을 반주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많이 변화하는 부분은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값 모델링에 의하여 제거되어 분리되게 된다. 이 방법은 간단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음악의 구조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음악 

전체를 큰 주기의 몇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반주가 계속 반복된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곡의 특성에 따라 성능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 다른 방법은 대중 음악에서 화성 악기, 타악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28]. 화성 악기는 배음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연주가 되는 음높이의 정수 배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도 에너지를 갖게 

되고, 또한 긴 지속 시간을 갖는 특징이 있다. 반면 드럼 등의 타악기는 

특정한 음높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순간적으로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에서 그 성분이 넓게 분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식화된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화성 악기는 가로 선으로, 타악기는 

세로선으로 구분되어 보여지게 된다. 또한 보컬의 경우에는 규칙적이지 

않고 비브라토나 글리산도처럼 변화하는 배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화성 악기와 타악기의 

시간적, 주파수적인 연속성과 보컬이 드물게 나타나는 특성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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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를 정의하여 분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화성 악기와 타악기의 

분리를 이용한 음원 분리 방법(HPSS, Harmonic Percussive source 

Separation)을 보컬 분리에 적용한 것으로, 보컬은 정확한 배음 구조를 

나타내지만, 화성 악기에 비해 지속시간이 짧고, 타악기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HPSS에서 화성 악기와 타악기가 분리가 되면 남은 

부분을 보컬이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HPSS 의 알고리즘에 

분리되고 남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나고 음수가 아니라는 제약 조건을 주어 

보컬 분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음원을 보컬과 반주, 반주는 또 화성 악기와 타악기로 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게 특성 벡터를 명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컬에서는 화성 정보는 물론이고, 멜로디, 리듬 등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화성 악기에서는 음색 정보와 화성 정보를, 

타악기에서는 리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타악기 

성분을 분리해 낸 뒤, 타악기 정보만을 이용하거나, 타악기가 제거된 성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음악 정보 검색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3.3 음악 정보 검색 분야의 음원 분리 적용 

 

은닉 마르코브 모델(HMM)을 이용한 자동 코드 검출 연구에서 특성 

벡터를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에 화성 악기와 타악기의 분리를 

적용하여 화성 악기 성분만을 이용하여 크로마 특성 벡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29], 이 때의 에러율이 분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약 16% 감소함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Tachibana 는 멜로디 라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멜로디 성분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30]. 멜로디 톤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고, 4분음표, 8분음표 단위의 짧은 시간마다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멜로디 라인과 반대로 기타나 피아노 등의 악기들은 

자주 변화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28 

이용하기 위해 스펙트로그램에 2단계의 음원 분리 과정을 적용하였다. 두 

단계는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 구분되는데, 긴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시간적 해상도(temporal resolution)와 높은 주파수 

해상도(frequency resolution)를 갖게 되므로, 시간 축의 방향인 H 에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성분 위주로 모이도록 하고, 주파수 축의 

방향인 P 에는 타악기 성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소리가 모이도록 

하였다. 짧은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높은 시간적 

해상도와 낮은 주파수 해상도를 갖게 되므로 H 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분과, 변화하지 않는 성분이 모두 모이게 되고, P 에는 타악기 성분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긴 윈도우 사이즈를 

사용하여 원곡의 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시간 축 성분과 주파수 축 

성분을 분리하였고, 이 때 주파수 축 성분 P 에는 실제 타악기 성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분들이 포함되게 된다. 이 주파수 축 성분 P 를 두 

번째 단계의 분리 과정에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H 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분이 포함되고, P 성분에는 타악기 성분이 분리되게 된다. 

멜로디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2단계의 음원 분리를 

이용한 H 가 곧 강화된 멜로디 라인(enhanced melody line)이 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멜로디 추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언급하였다. 

화성 악기 성분을 이용하기 위하여 음원 분리를 이용하는 연구 외에도 

리듬을 표현하는 특성 벡터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Tsunoo 는 

리듬 패턴을 추출하여 오디오 신호의 리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음원 

분리를 제안하였다[31]. 화성악기와 타악기 성분을 분리하여 타악기 

성분만을 이용하여 리듬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르를 

분류하거나[32] 분리된 화성 악기 성분은 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베이스 라인의 패턴을 군집화하여 장르나 음악의 무드 분석에 적용하기도 

하였다[33][34]. 

 

음원의 분리를 통해 음악 정보 검색 분야의 여러 연구에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음악 구조 분석에서는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보컬을 분리하여 연구에 적용한 예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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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음악은 화성 악기와 타악기 외에도 보컬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음악의 분석에서는 보컬의 성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메인 멜로디를 담당하는 보컬 부분은 청자들이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컬의 변화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음악 구조 

연구 분야에서는 보컬의 유무, 보컬 멜로디의 변화, 목소리의 변화 등이 

구조의 인지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원을 보컬, 화성악기, 타악기 성분으로 분리한 뒤 분리된 

각 성분에서 특성 벡터를 추출하여 음악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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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시스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중 음악은 보컬과 여러 악기들이 멜로디, 화성, 

음색, 리듬 등을 담당하며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르에 따라 두드러지는 

음악적 속성에도 차이가 있다. 

음악적 속성의 변화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음악 구조 분석에서 해당하는 

음악적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추출해 낼 수 있는가가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대중 음악의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성 

벡터 추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원의 분리를 이용하여 대중 

음악의 오디오 데이터를 보컬, 화성악기, 타악기 성분으로 분리한 뒤에 각 

성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성 벡터를 추출하여 이들의 조합을 

통하여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장르별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음악적 속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장르별 학습을 통해 

성능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적응적 부스팅 방법(Adaboost, 

adaptive boosting)의 전처리 과정에 음원의 분리를 적용하여 분리된 각 

부분에서 특성 벡터를 추출한 뒤, 장르별로 학습하여 섹션의 경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음악적 속성의 값을 이용해 구조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적인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 뒤, 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제 1 절 제안 시스템 
 

 

3.1.1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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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학습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과 경계를 검출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림 12> 제안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학습 모델 생성 부분에서는 입력 오디오 신호를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컬, 화성 악기, 타악기 성분으로 분리를 한 뒤, 분리된 각 

성부에 대하여 특성 벡터를 추출한다. 추출한 특성 벡터는 인접한 

프레임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유사성을 비교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이터 

셋에 미리 정해져 있는 정답지에 해당하는 경계 시점을 포함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학습 데이터를 적응적 부스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하여 학습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경계 검출 단계에서는 새로운 오디오 음원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음원 분리 단계와 특성 벡터 추출 단계를 거친 뒤에 기 학습되어 있는 학습 

모델을 통해 분석을 하여 경계의 후보군을 추정한다. 그리고 후처리 단계를 

거쳐서 경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프레임을 선택하게 된다. 

 

 

3.1.2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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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원 분리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통하여 보컬과 화성 악기, 

타악기로 분리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 설명했던 [28]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화성악기와 타악기를 각각의 주파수 특징을 이용하여 분리한 뒤에 원래의 

오디오 신호에 남아있는 부분을 보컬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화성 악기, 

타악기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되고, 다른 

방법들과는 달리, 악기들의 속성을 이용한 방식이므로, 분리된 반주 부분과 

보컬 부분의 주파수 특성이 특성벡터를 추출하는 데 잡음성분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b. 학습 데이터 생성 

 

대중 음악에서는 각 섹션마다 악기의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 악기의 음색 정보는 구조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보컬의 화성 정보 역시 보컬이 가지고 있는 피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악기 리듬 패턴의 급격한 

변화 역시 경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여서 리듬 패턴 역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성 벡터는 음색, 화성, 

리듬 정보이다. 이 음악적 속성은 사람의 구조 인지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기에 이 속성들과 관련된 특성 벡터를 활용하여 

구조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오디오 신호에서 특성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보컬, 화성악기, 타악기 

성분으로 분리된 각 부분에서 특성 벡터를 추출하였다.  

 

보컬 과 화성 악기 성분에서는 화성 정보를 나타내는 12차원의 크로마 

특성과 음색을 표현하는 13차원의 MFCC 를 추출하였고, 타악기 

성분에서는 신호의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스펙트럴 

플럭스(spectral flux) 를 추출하였다[38]. 타악기 성분은 반복되는 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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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화 정도는 리듬 패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𝑆𝐹𝑡 = ∑(𝑁𝑡[𝑛] − 𝑁𝑡−1[𝑛])

2
𝑁

𝑛=1

 

 

 
(9) 

위 식 (9) 는 t  번째 프레임의 스펙트럴 플럭스를 계산하는 식으로 𝑁𝑡 

는 t  번째 프레임의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정규화된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고, 이전 프레임인 t − 1  번째 프레임과의 에너지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스펙트럴 플럭스의 정보는 타악기 성분의 주파수 분포에 따라서 

킥드럼(kick)에 해당하는 40Hz에서 160Hz 의 저음역대1, 스네어 

드럼(snare)에 해당하는 영역인 160Hz-300Hz 의 저음역대2, 베이스 

기타의 플럭크(pluck) 등이 포함된 300Hz-3KHz 의 중음역대, 하이햇(hi-

hat)의 시즐링(sizzle)의 3KHz 이상의 고음역대와 전체 대역에서의 값을 

이용하였다. 

 

오디오 신호는 11025Hz 로 리샘플링(resampling)하여 사용하였고, 

프레임 길이는 50ms, 홉 사이즈는 25ms 로 고정한 뒤 특성 벡터를 

추출하였다. 짧은 프레임마다 추출한 특성 벡터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악에서 의미 있는 짧은 단위인 비트 정보를 이용하여 

동기화하였다. 이를 위해 동적 프로`그래밍 기반의 비트 추적 알고리즘[37] 

을 사용하여 비트 정보를 추출하여, 비트 프레임 사이의 특성 벡터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비트와 동기화된 특성 벡터를 계산하였고, 이를 유사성 

비교 및 구조 분석에 이용하였다. 

특성 벡터의 변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foote 의 노블티 

점수(novelty score) 를 함께 적용하였다. 추출한 특성 벡터를 이용하여 자기 

유사 행렬을 구성하였고, 96 ×  96 사이즈의 체커보드 커널을 자기 유사 

행렬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노블티를 계산하였다.  

경계 정보는 사용하는 데이터 셋의 정답지에 지정되어 있는 경계의 

시점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찾아내어 1 로 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프레임은 0으로 분류하여 이를 학습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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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출된 특성 벡터는 보컬 부분과 화성 악기 부분에서 크로마 

벡터 12차원, mfcc 13차원, 각각의 노블티 점수 1차원씩 총 54차원이고, 

타악기 성분의 스펙트럴 플럭스 5차원을 추가하여 총 59 차원을 학습에 

이용하였다. 

 

<표 2> 학습 데이터 구성을 위해 사용한 특성 벡터 

 

c. 적응적 부스팅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리된 보컬, 화성 악기, 타악기 부분에서 추출한 특성 

벡터 중 음악의 경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성 벡터를 찾아내어 

그들의 조합을 통해 구조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특성 벡터를 학습하여 어떠한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발견하여야 하고, 어떠한 가중치로 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 중 적응적 부스팅(Adaboost, 

adaptive boosting)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스팅은 여러 개의 약한 분류기(weak classifier) 를 조합하여 강한 

분류기(strong classifier) 를 형성하는 목적을 갖는 앙상블 기법이다. 이 중 

적응적 부스팅(adaboost, adaptive boosting) 방법은 분류 중 샘플들의 

가중치를 변경해 가면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부스팅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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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부스팅에서 사용되는 분류기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할당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형성된다. 각 데이터 샘플은 학습 시작 단계에서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갖도록 설정이 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가중치는 

적응적으로 (adaptive) 갱신된다. 이전에 사용된 약한 분류기에 의해 잘못 

분류된 샘플의 경우 가중치는 커지고, 맞게 분류된 샘플의 가중치는 

줄어들게 되어, 다음 단계의 약한 분류기가 높은 가중치를 갖는 샘플, 즉 

어려운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을 하도록 설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응적 부스팅 방법은 가장 유명한 방식인 viola 와 

jones 의 얼굴 인식 분야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이다[39]. 

 

적응적 부스팅에서 사용되는 약한 분류기 ℎ  는 입력되는 샘플, 

특성벡터, 한계점(threshold), 방향성(polarity)을 이용하여 특성 벡터의 

한계점보다 큰 샘플들은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샘플들은 0으로 

분류하게 된다 

  
ℎ(𝑥, 𝑓, 𝑝, 𝜃) = {

1,   𝑖𝑓 𝑝𝑓(𝑥) >  𝑝𝜃

0,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10) 

각 특성벡터의 차원에 대해서 한계점을 조사한 뒤 가장 낮은 에러율을 

보이는 약한 분류기를 선택하고, 그 때의 에러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갱신하게 된다. 𝑦 값이 0과 1 의 두 값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ℎ 와 𝑦 의 

값이 다를 경우의 가중치의 합이 에러율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경계 지점이 그렇지 않은 지점보다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높은 초기 

가중치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 에러율은 경계 지점을 많이 찾을수록 

낮아지게 된다. 맞게 분류된 샘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추고, 잘못 분류된 

샘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 반복 

시에는 더 높은 샘플 가중치를 갖는 샘플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36 

 

 

<표 3> 적응적 부스팅 방법 

. 

이 과정을 T 번 반복하여 T 개의 약한 분류기를 구하게 되고, 각 

분류기는 각 단계에서 얻어진 에러율을 기반으로 분류기의 가중치를 

데이터 샘플 (𝑥1, 𝑦1),…, (𝑥𝑛, 𝑦𝑛) 에 대하여 𝑥𝑖 ∈ ℝ
𝑑,  𝑦𝑖 ∈ {0,1} 

가중치 초기화 𝑤1𝑖 =
1

2𝑚
,
1

2𝑙
  (𝑚 과  𝑙  은 각각  𝑦i가 0,  1 인 샘플의 수) 

 

1. 학습 단계 

 

T 번 반복하여 학습 

(a) 가중치 정규화 

𝑤𝑡𝑖 =  
𝑤𝑡𝑗

∑ 𝑤𝑡𝑗
𝑛
𝑗=1

 

 

(b) 가장 낮은 에러율을 보이는 약한 분류기를 t 번째 학습의 분류기로 선택 

 

𝜖𝑡 = min
𝑓,𝑝,𝜃

∑𝑤𝑡𝑖|ℎ(𝑥𝑖 , 𝑓, 𝑝, 𝜃) − 𝑦𝑖|

𝑖

 

ℎ𝑡(𝑥) =  ℎ(𝑥, 𝑓𝑡, 𝑝𝑡 , 𝜃𝑡) 

 

(c) 에러율을 이용한 샘플의 가중치 갱신 

 

𝑤𝑡+1,𝑖 = 𝑤𝑡𝑖𝛽𝑡
1−𝑒𝑖, 𝑒𝑖 = 0,  1 

𝛽𝑡 =
𝜖𝑡

1 − 𝜖𝑡
 

 

2. 검출 단계 

𝐶(𝑥) =

{
 

 1,   ∑𝛼𝑡ℎ𝑡(𝑥) ≥
1

2
∑𝛼𝑡

𝑇

𝑡=1

𝑇

𝑡=1

0,   otherwise

 

𝛼𝑡 =  log
1

𝛽𝑡
 



 

 37 

결정하고, 새로운 데이터 샘플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경계 지점으로 

분류한 모든 분류기의 가중치의 합이 전체 가중치 합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경계 지점으로 분류하는 강한 분류기를 형성한다. 

적응적 부스팅 방법을 통한 학습 결과 경계를 잘 설명하는 특성 벡터가 

선정되고, 해당 특성 벡터에 가중치가 할당된다. 이는 여러 특성 벡터를 

조합하여 경계를 잘 설명하는 분류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가지 특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중 음악에 대해서 

여러 특성 벡터를 조합할 수 있는 적응적 부스팅 방법은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르별 학습을 통하여 각기 다른 학습 모델을 

형성함으로써 각기 다른 가중치가 부여된 특성 벡터를 이용하여 장르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 경계 검출 

 

경계 검출 단계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의 특성 벡터와 노블티 점수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학습 모델 생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학습 모델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경계 지점으로 분류된 샘플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경계 지점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음악 데이터는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 연속되는 짧은 

프레임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학습 모델은 특성 벡터의 특정 값을 

기준으로 경계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값과의 비교 결과는 

연속적인 프레임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 모델을 통해서 

경계로 추정되는 프레임은 실제 경계의 수보다 훨씬 많게 되고, 추가적인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경계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보로 선정된 

프레임에 적용된 가중치의 값을 이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적응적 부스팅 방법은 특정 프레임을 경계 

지점으로 분류한 모든 분류기의 가중치의 합이 전체 가중치 합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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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우에는 경계 지점으로 분류하는 강한 분류기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해당 프레임에 대한 가중치의 합은 경계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격이 2초를 넘지 

않는 연속되는 프레임 중 가중치의 합이 가장 큰 프레임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는 후처리 단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적응적 부스팅을 사용한 Turnbull 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적응적 부스팅의 전처리 단계에서 음원의 분리를 

이용하여 특성 벡터를 추출한다는 점과, 학습 모델을 거쳐서 선정된 음악 

경계의 후보들 중 일정한 간격의 연속적인 프레임 단위로 가중치를 

분석하는 후처리 과정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기존의 방식이 

832차원의 특성 벡터를 사용하였던 것에 비해 59차원의 훨씬 작은 특성 

벡터만으로 구조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는 차이도 갖는다.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과 Turnbull 의 연구와의 성능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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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스템 성능 평가 
 

 

제 1 절 실험 데이터 셋 
 

본 연구에서 총 4개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였다.  

 

<표 4>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셋 

 

첫 번째 데이터 셋은 QUASI 데이터이다[43]. 이는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셋으로 총 1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악기가 분리되어 있는 음원과 혼합되어 있는 음원이 동시에 제공이 되고 

있어서, 사전 실험으로 음원 분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여 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음원 분리의 성능이 향상될 경우 구조 분석의 

성능 향상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두 번째 데이터 셋은 SALAMI 데이터 셋이다[40].  SALAMI 데이터는 

음악의 구조 분석을 위해 2011년 약 1400여곡의 음악에 대한 각 섹션의 

시작 시간을 일일이 분석하여 만들어진 데이터 셋으로 현재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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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MIREX 의 구조 분석 알고리즘 평가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중 다양한 스타일의 서양 대중 음악으로 구성된 Internet 

Archive 셋을 이용하였다. 총 257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경계에 대한 

정답 정보(ground truth)가 없는 22곡을 제외한 총 235곡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데이터 셋은 장르별로 새롭게 구성한 락 장르 50곡과 힙합 

장르 50곡으로 구성된 100곡의 데이터 셋이다. 음악 구조 분석 방법이 

장르별로 구분하였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든 

데이터로써, 총 4명의 청자들이 음악을 듣고 경계의 시작 시간을 분석하여 

직접 정답지를 작성하였다. 선정된 곡은 2014년, 2015년 빌보드에서 

제공하는 장르별 차트와 대한민국 네이버 차트에 랭크된 곡으로 중복된 

가수의 곡은 2곡까지만 허용하여 선정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데이터 셋은 RWC POP dataset 이다[42]. 이 셋은 

1980년대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영어 음악 20곡과 1990년대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 일본 음악 80곡으로 구성된 총 100곡의 데이터 셋이다. 적응적 

부스팅 방법을 사용한 Turnbull 의 연구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하였기에, Turnbull 방식과의 비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제 2 절 실험 결과 및 분석 
 

 

4.2.1 시스템 성능 평가 방법 

 

음악 구조 분석에 대한 평가는 MIREX 에서 사용하는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다.   

 음악의 각 섹션의 시작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표시해 둔 정답(ground 

truth)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된 시간과의 정밀도(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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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율(Recall), 𝐹 −𝑚𝑒𝑎𝑠𝑢𝑟𝑒  를 이용하여 시스템 평가를 하고자 한다[4]. 

추정된 경계 시점이 정답의 3초 이내에 존재하면 맞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정답과 일치하는 경계의 수

추정된 경계의 수
 

 

 
(11) 

  
𝑅𝑒𝑐𝑎𝑙𝑙 =  

정답과 일치하는 경계의 수

정답의 경계의 수
 

 

 
(12) 

  
𝐹 −𝑚𝑒𝑎𝑠𝑢𝑟𝑒 =  2 ×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13) 

정밀도(precision)는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한 섹션의 경계 중 올바르게 

검출한 경계의 비율의 의미하고, 재현율(recall) 은 검출해야 할 경계 중에서 

실제로 검출한 경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𝐹 −𝑚𝑒𝑎𝑠𝑢𝑟𝑒  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두 가지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시스템의 정확도를 

표현하고 있다. 

 

본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최근 MIREX 를 통해 좋은 구조 

분석 성능을 나타낸 컨벡스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CNMF)를 이용한 

방식[24]과 구조적 특성 벡터(Structure Features, SF)를 이용하는 방식[21]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msaf tool(Music Structure Analysis Framework) 을 이용하여 각 데이터 

셋에 대한 두 알고리즘의 𝐹 −𝑚𝑒𝑎𝑠𝑢𝑟𝑒 를 계산하였다[41]. 

 

 

4.2.2 성능 평가 및 분석 

 

a. 사전 실험 

 

먼저 사전 실험으로 QUASI 데이텃 셋을 이용하여 음원 분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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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I 는 음원 분리 알고리즘의 성능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셋으로 총 11곡이 있고, 각 곡에 대해 악기별로 분리되어 있는 음원이 

제공된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혼합되어 있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QUASI 에서 제공하는 깨끗하게 분리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통해 분리된 음원도 함께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음원에서 특성 벡터를 추출한 뒤에 적응적 부스팅 방법을 

적용하여 경계를 추정하였고, 5 겹 교차검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5> QUASI 데이터 셋을 이용한 실험 결과 

 

실험 결과, 분리된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혼합된 원곡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높은 F-measure 를 보였다. 또한 QUASI 데이터 셋에서 제공하는 

깨끗하게 분리되어 있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분리 알고리즘을 통해 

분리된 음원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 높은 F-measure 를 나타내었다. 이는 

음원 분리의 성능이 향상되면, 음악 구조 분석의 성능 역시 향상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원 분리의 성능이 향상되었을 때는 보컬의 에너지 정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대중 음악에서 보컬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보컬이 긴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구간은 하나의 

구간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컬이 잠시 쉬는 구간에서 다시 

보컬이 등장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절(verse) 혹은 후렴(chorus) 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보컬의 에너지 정보 분석을 통해 보컬의 등장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모델을 통해 얻어진 후보 프레임들의 보컬 에너지 

변화량을 이용하여 가장 큰 변화를 하는 프레임을 최종 경계로 선정할 수 

있는 후처리 단계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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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분리된 타악기 성분과 보컬 성분의 웨이브폼 

 

 

b. 기존의 적응적 부스팅 방법과의 비교 

 

본 연구는 2007년 적응적 부스팅 방법을 사용한 Turnbull 의 

방식[22]과 유사하지만 음원의 분리를 전처리 단계에 적용한 점과 각 

샘플에 할당된 가중치의 합을 이용하여 최종 경계를 검출하는 후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 방식이 832차원의 많은 특성 벡터를 

이용한 것에 비하여 59차원의 훨씬 적은 특성 벡터만을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 Turnbull 의 연구에서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하였던 RWC POP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두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Turnbull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른 연구들이 정답의 3초 이내를 맞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Turnbull 의 연구에서는 정답지의 0.5초 이내에 추정된 결과가 

있을 경우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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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존 적응적 부스팅 방식과의 비교 

 

RWC POP 데이터 셋 100곡에 대한 분석 결과 기존 연구는 0.34 의 F-

measure 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0.33으로 기존 

연구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훨씬 적은 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비슷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제안하는 방식이 3초 

이내로 경계를 찾도록 튜닝이 되어 있어서 0.5 초 내로 찾기에는 덜 

정밀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 셋 중 48번 곡인 関谷 洋 의 小動物 

곡을 정답과 추정한 경계 시간과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0.5초 이내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3초 이내로 추정되어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RWC 데이터 셋의 정답과 추정치와의 오차(단위:초(sec)) 

 

 

c. 최신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 

 

제안 시스템과 최신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음악 정보 검색 

분야의 알고리즘 평가대회인 MIREX 에서 2012년과 2014년에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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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보인 구조적 특성벡터를 이용한 방식과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식을 비교 알고리즘으로 선정하였다. 두 알고리즘과의 비교는 

SALAMI 데이터 셋과 장르별 데이터 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5 

로 하는 k-겹 교차 검증(k-fold cross validation) 을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다음의 <표 8> 은 제안 시스템과 비교 알고리즘의 각 데이터 셋에 대한 

F-measure 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비음수 행렬 인수분해를 이용한 결과는 

CNMF 열로 표시하였고, 구조적 특성 벡터를 사용한 알고리즘은 SF 열에 

그 결과를 표시하였다.  

비교 알고리즘의 결과는 MSAF 를 이용하여 MFCC 와 크로마 특성 

벡터를 사용하였을 때 두 가지의 결과 중 더 높은 F-measure 값을 나타낸 

경우를 표에 표시하였고, 제안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음원 분리 

후에 분리된 각 부분에서 추출한 특성 벡터를 이용한 학습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표시하였다. 

 

 

<표 8> 제안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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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데이터 셋에 대한 실험 결과 제안 방식이 모두 비교 

알고리즘에 비하여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LAMI 데이터 셋에 대해서 CNMF 방식에서 MFCC 를 사용하였을 

경우가 0.46 의 F-measure 값을 나타낸 반면, 제안한 알고리즘은 0.57 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새롭게 추가한 장르별 데이터 셋인 락과 

힙합 장르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구조적 특성 벡터를 사용한 방식이 각각 

0.61, 0.66 의 F-measure 를 나타내었지만, 제안 방식은 0.67, 0.71 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제안 알고리즘은 음원의 분리를 이용하여 특성 벡터의 왜곡 현상을 

개선하고, 학습을 통하여 경계를 잘 표현하는 특성 벡터를 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음원의 분리를 전처리 단계에 적용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장르별로 구분을 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학습을 했다는 점 

역시 비교 알고리즘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원의 분리나 장르별 분석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d. 음원 분리의 효과 

 

음원의 분리가 구조 분석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ALAMI 데이터 셋에 대하여 음원의 분리 단계를 제외한 원곡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원곡의 오디오 신호에서 크로마 벡터 12차원, 

MFCC 13차원, 각각의 노블티 점수, 스펙트럴 플럭스 5차원의 총 32 

차원을 적응적 부스팅 방법으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분리된 음원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다음 표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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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제안 방식의 음원 분리 전후의 결과 (SALAMI 데이터 셋) 

 

 

<그림 14> 분리 전 후 크로마그램 비교 

 

실험 결과, 분리를 이용한 경우가 원곡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다소 성능이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음원의 분리를 통하여 특성 

벡터를 좀 더 명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 는 Flo Rida 의 Sugar 라는 곡에 대한 음원 분리 전후의 

크로마그램이다. 왼쪽의 분리 전 크로마 그램은 경계 부분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반면, 오른쪽의 분리 후 그림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락 데이터 셋과 힙합 데이터 셋에서도 아래 <그림 15>처럼 음원 분리 

알고리즘을 통한 분리된 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F-measure 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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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안 방식의 음원 분리 전후의 결과 

 

음원의 분리가 특성 벡터의 명확한 추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구조 분석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면, 이는 비교 

알고리즘에 적용하여도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 알고리즘을 분리된 음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아래 표는 그 결과를 나타내었고, 분리된 보컬과 

화성악기에서 MFCC 와 크로마 특성 벡터를 이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F-

measure 를 나타낸 결과를 기록하였다. 

 

 

<표 10> 비교 알고리즘의 음원 분리 적용 결과 

 

분리된 음원을 이용하여 비교 알고리즘에서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구조적 특성벡터(SF) 방식에서는 보컬의 크로마 정보를 

이용하였을 경우, 0.51로 큰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컬의 

크로마 뿐 아니라, 보컬의 MFCC (0.50), 화성 악기 부분의 크로마 (0.49), 

MFCC (0.46) 에서도 모두 원곡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성능보다 높은 F-

measure 값을 나타내었다. CNMF 방식은 보컬 부분의 MFCC 를 사용한 

경우에 0.44 의 값을 나타내었고, 다른 경우는 모두 0.42 의 F-measur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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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원곡의 MFCC 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큰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CNMF 방식은 

자기 유사 행렬을 분해하여 경계를 찾는 방식으로, 음원의 분리가 자기 

유사 행렬에서 경계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곡 전체에 반복되는 구조와 특성벡터의 

명확한 추출로 인한 국소적인 변화를 잘 검출하여 구조적 특성 벡터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놀라운 향상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의 음원 분리 알고리즘의 결과물은 완벽한 분리를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사용하는 알고리즘 [28] 이 2014년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음원을 직접 귀로 들어보면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원 분리의 성능이 점점 

향상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이용한 음악 구조 분석의 성능 

역시 향상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인 QUASI 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 장르의 구분 

 

대중 음악은 장르별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르를 

대표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구조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힙합은 랩과 후렴의 구분으로 큰 구조가 나뉘고, 락은 메인 멜로디의 

변화나 소리의 풍성함 등으로 구조가 구분되므로 장르별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속성의 차이가 있다.  

분리된 보컬, 화성 악기, 타악기 성분에서 특성 벡터를 추출하여 적응적 

부스팅 방법으로 장르별로 학습을 진행하면, 각 장르의 경계를 잘 표현하는 

특성 벡터와 그의 가중치가 결정되게 된다. 이를 비교하여 장르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은 힙합과 락 장르에 대한 학습 모델에서의 선택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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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의 가중치 분포이다. 

 

 

(a) 힙합 모델에서의 특성 벡터와 가중치 분포 

 

(b) 락 모델에서의 특성 벡터와 가중치 분포 

<그림 16> 장르별 학습 모델에서의 특성 벡터와 가중치 분포 

 

힙합 모델의 경우에는 화성 악기의 MFCC 의 노블티 정보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고, 보컬의 크로마 노블티, MFCC 노블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에 화성 악기의 크로마 노블티는 큰 가중치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힙합 장르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힙합은 반복되는 일정한 비트 위에 리듬이 반복되면서 명확한 가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악으로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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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에서는 복잡한 악기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랩 파트와 구분되는 

후렴구에서는 다른 가수가 노래를 하는 구조를 이룬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의 후렴구에서는 현악기 등의 다양한 악기가 추가되면서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게 된다. 또한 <그림 17> 처럼 리듬과 라임 중심의 랩 

파트에서는 다른 노래처럼 명확한 음높이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랩 

부분에서는 명확하지 않던 크로마 벡터가 정확한 음높이를 갖는 후렴 

부분에서 명확해진다. 하지만 8마디 단위로 반복이 되는 리듬과 화성은 곡 

전체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화성 악기의 크로마 정보는 경계를 

검출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림 17> 힙합 음악의 스펙트로그램 

 

 

락 모델의 경우에는 보컬의 MFCC 노블티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고, 화성 악기의 MFCC 노블티, 보컬의 크로마 노블티, 화성 악기의 

크로마 노블티 순으로 높은 가중치 분포를 보였다. 

락 음악은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후렴구에서 보컬이 큰 에너지를 한번에 

발산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보컬의 창법도 후렴에서는 그롤링(growling) 

이나 스크림(scream)으로 효과를 주는 경우도 많고[44], 이펙터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보컬의 음색을 변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컬의 MFCC 

정보가 락의 구조 분석에 높은 가중치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밴드 음악인 락 음악은 기타, 드럼, 키보드, 보컬 등의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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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후렴에서는 모든 악기가 나오지만, 곡의 

전반부나 브릿지 부분에서는 한 가지 악기만으로 곡의 긴장감을 더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락 음악의 특징으로 화성 악기의 MFCC 정보도 구조를 

구분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락 음악은 

보컬의 멜로디가 강조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조를 인지할 때에도 

보컬의 정보를 중요시한다는 점 역시 특성 벡터의 분포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락 음악의 MFCC 와 노블티 점수 

 

두 장르 모두 특성 벡터의 노블티 점수가 구조 분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는 성분이 다른 

두 장르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확인하기 위하여 락 

데이터 셋과 힙합 데이터 셋에서 각각 임의로 25곡씩을 선택하여 새롭게 

구성한 50곡을 이용하여 F-measure 를 계산하였다. 50곡으로 한정한 

이유는 락과 힙합의 데이터 셋이 각각 50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세 데이터 셋의 샘플 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25곡 씩을 

랜덤하게 뽑아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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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장르별 데이터 셋을 이용한 실험 결과 

 

장르별로 다른 가중치가 적용되는 분리된 학습 모델과는 달리 두 

장르가 결합된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특성 벡터가 

선택이 되게 되면서 장르별 학습 보다는 다소 성능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장르에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되고 높은 가중치를 갖는 

특성 벡터가 보컬과 화성 악기의 노블티 점수였기 때문에 일정 임계치 

이상이면 선택이 되는 후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장르의 구분 여부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 분석되었고, 이는 

특성 벡터의 차이를 이용한 학습 특성이 노블티 점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윈도우 사이즈나 주파수 

대역, 여러 종류의 특성 벡터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이용했으면 장르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학습되어 좀 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결과 각 장르별 학습 모델에서 사용되는 특성 벡터의 종류와 

가중치가 장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장르의 특징에 

의하여 특성 벡터가 선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장르 중 락과 

힙합의 두 가지로만 한정 지었고, 또한 장르별 데이터 셋의 곡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장르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장르별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 많은 

장르에 대해서 다양한 특성 벡터를 활용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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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음원의 

분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중 음악은 보컬 및 여러 악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사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한 특성 

벡터를 추출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타악기 성분은 전 대역에 큰 

에너지를 가지면서 화성 정보를 왜곡시키고, 보컬의 가사 역시 화성 악기의 

음색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 화성 악기의 큰 에너지 성분 

역시 보컬의 음색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음원의 분리를 이용하여 

대중 음악을 보컬, 화성 악기, 타악기 성분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서로의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특성 벡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중 음악은 장르별로 독특한 특색을 지닌다. 힙합 장르는 

반복되는 일정한 비트에 정확한 음높이가 없는 랩 파트의 가사 전달을 

목적으로 많은 악기가 사용되지 않지만, 후렴구에서는 다양한 악기가 

등장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락 장르의 경우에는 악기 

편성이 복잡하지 않고, 후렴구에서는 모든 악기가 연주되며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다. 보컬은 그로울링 창법이나 이펙터 등을 이용하여 음색을 

다양하게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원의 분리를 이용하여 분리된 

음원에서 특성 벡터를 추출하고, 장르별 학습을 통해 음악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안한 방식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2012년과 

2014년에 음악 정보 검색 분야의 알고리즘 평가대회인 MIREX 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두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음악 구조 분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SALAMI 에서의 

평가 결과 기존의 방식이 0.46, 0.39 의 F-measure 값인 보인 반면 제안 

시스템은 0.57의 값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음원의 

분리와 장르별 구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추가 실험에서 음원의 

분리는 제안 시스템 뿐 아니라 기존 방식에 적용하였을 때에도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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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르의 구분 역시 장르가 혼합되어 있을 때의 결과보다 장르별 학습을 

통한 결과에서의 정확도가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르별 학습 

모델에서 선택된 특성 벡터와 가중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장르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락 장르에서는 보컬의 음색 변화와 화성 

악기의 편성의 변화가 높은 영향을 주고 있고, 힙합 장르의 경우에는 

후렴구의 화성 악기의 구성 변화와 음 높이가 정확하지 않던 랩 파트보다 

훨씬 명확해진 보컬의 음높이 정보가 구조를 분석하는 데 큰 가중치를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사용한 특성 벡터 셋에서 프레임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속성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학습 모델의 분석 결과 음색과 화성 정보의 변화를 

나타내는 노블티 점수가 높은 가중치로 선택이 되었고, 특성 벡터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구조의 인지는 음악적 

속성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성 벡터는 각 특성 벡터에 대해 한 차원의 노블티 점수만을 이용하여서 

너무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윈도우 

사이즈나 거리 함수의 변화, 멜로디, 리듬 등 특성 벡터의 사용을 통하여 

음악적 속성의 변화를 표현하는 특성 벡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향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락과 힙합이라는 한정된 두 장르만으로 실험을 하였고, 두 

장르 각각 50곡이라는 적은 샘플만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장르의 학습 모델 분석과 장르를 혼합한 실험 결과를 통해 두 

장르의 구분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전체 장르에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락과 힙합 외 다양한 장르에서의 학습 

모델 분석을 통해 장르별 구분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음원 분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음원 분리를 통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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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명확한 특성 벡터의 추출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구조 분석의 

정확도도 향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음원 분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QUASI 데이터 셋을 사용한 사전 실험에서 깨끗하게 

분리된 음원을 사용하였을 때의 구조 분석 결과와 분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리된 음원을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깨끗한 

음원의 경우가 더 높은 F-measure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원 

분리의 성능이 향상되면, 음악 구조 분석의 성능 역시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음원 분리의 성능의 향상은 시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 정보를 유의미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메인 

멜로디인 보컬의 유무 정보를 이용하여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정답의 3초 이내에 

추정한 경계위치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지만, 0.5초 

이내로 조건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F-measure 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MIREX 에 제출되는 여러 알고리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중 음악에서의 한 비트는 0.2초에서 1초의 

범위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한 두 비트만 어긋나면 틀린 위치를 

추정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더 짧은 시간 단위로 시간 분해능(time 

resolution) 을 높여서 특성 벡터를 추출한 후 분석을 하게 되면 비트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국소적인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너무 많은 경계의 후보를 검출하게 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구조 

분석을 상용화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컬과 반주로 구성된 대중 음악의 특징과 장르별 특징을 

고려하여 음악 구조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다. 구간 단위의 음악 재생 인터페이스나 여러 곡의 후렴구만을 이어서 

들려주는 등의 사용자 맞춤 재생 서비스 등 사용자 관점의 음악 플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고, 배경 음악의 구조를 활용한 뮤직 비디오 제작 



 

 57 

애플리케이션, 음악 콜라주 서비스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query by humming 이나 cover song identification 등 여러 음악 

정보 검색 분야에 적용되어 여러 분야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전처리 과정에 사용된 음원의 분리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음악 구조 분석 뿐 아니라 음악 정보 검색 분야의 여러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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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pular Music Structure Analysis 

using voice source separation 
 

Hwakyung Hyun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music companies provide pre-listening service that help 

users to know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ngs. But these 

service clips are usually started the beginning of song not to contain 

the representative part. So users are hard to find music similar to 

their preference  

 

Previous researches have tried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music structure segmentation. Their purpose are to find the position 

of the most representative segment such as chorus, analyzing the 

music signal. But these methods have some limitation in popular 

music, which consist of vocal and harmonic part with various 

instruments. Because each part have quit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alyzing them in same way potentially bring about some problems. 

 

In this research, we proposed methods that consider both 

characteristics of vocal and harmonic parts using music source 



 

 65 

separation methods. It has advantages that minimize the distortion of 

feature vectors caused by another musical parts and analyze the 

genre-specific characteristics of music signal.  

Through adaboost we learned feature vectors representing the 

musical properties and construct a strong classifier to classify the 

boundary based on selected feature vectors and their weights. 

We evaluate this method on four datasets and show that it 

outperform other music segmentation methods. 

 

Keywords : Music segmentation, Source separation, Ada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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