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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음악을 한꺼번에 검색

하고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효과적으

로 검색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내 음원들을 자동적으로 분

류, 분절, 혹은 요약하는 것에 대한 기술의 발전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떠오른 연구 주제는 음악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 주

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악적 요소는 바로 음악의 조(key)이다. 조는 음

악 일부 혹은 전체의 화성적 맥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악의 분위기 및 구

조를 인지하거나 분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음악으로 자동적으

로 조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음악정보검색 분야

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많은 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안되었던 시스

템들은 안정적이고 높은 정확도로 조를 검출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조 검출 시스템의 개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

아있다. 관련 연구들은 규칙 기반 방식과 통계 기반 방식의 연구들로 나뉠 

수 있으며, 이 중 통계 기반 방식은 최근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발달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과

적합(overfitting)의 위험성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통계 기반 방식에

만 의존하여 조 검출을 시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규칙 기반 방

식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화성의 위계를 활용한 조 검출 연구들이 규칙 기반 방식의 잠재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나 텍스트 등의 기호적(symbolized) 형태의 데

이터를 사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음악정보검색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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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위해서는 음원 혹은 오디오 신호를 통해서도 성능을 검증하는 일이 필

요하다. 결론적으로, 실제 음원을 대상으로 조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규칙 기반 방식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음악의 화음 정보를 활용한 규

칙 기반 방식의 새로운 조 검출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제 음원을 사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단계로, 수집한 음원으로부터 시간적인 화음 정

보를 정량적으로 추출한 뒤, 그 화음 정보를 이용하여 음원의 지엽적 조를 

검출한다. 두 번째로, 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새로 제안한 방법들을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고 각각의 효능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음악 구조 분석 

및 음악정보검색(Music Information Retrieval) 분야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개인의 목적에 따라 음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위한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조 검출, 지엽적 조, 화음, 화성적 위계, 규칙 기반 방식, 

Template-matching 기법 

학  번 : 2013-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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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오늘날 인터넷 기술과 더불어 디지털 형태의 음악을 생산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대량의 음악이 새롭게 축적되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게 됨과 동시에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면으로 선보이고 있는 

스포티파이(Spotify), 판도라(Pandora), 멜론(MelOn), 네이버 뮤직(Naver 

Music) 등의 음악포털 사이트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1].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다양한 음원들 사이에서 원하는 음악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문적으로는 

음악정보검색(Music Information Retrieval) 분야가 새롭게 떠오르며, 

데이터베이스에 속해있는 음원들을 자동적으로 분류 또는 

인덱싱(indexing)하거나 의미 있게 분절하여 요약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선행 단계로서 음악정보검색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로는 바로 음악의 구조를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음악의 구조 분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악적 요소는 

음악의 조(key)이다[2]. 일반적으로 “다 장조(C Major key)” 라고 일컫는 

말을 조라고 하는데, 이는 음악의 부분 또는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음(pitch)이나 화음(chord)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음악적 맥락을 

의미한다[3]. 조가 포함하고 있는 화음 등의 화성적 정보가 바로 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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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람의 청각적 시스템과 뇌는 음악의 화성적 

요소를 통해 그 음악의 구조를 해석하고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4], 

음악의 화성적 구조 및 화성의 발전 과정이 그 음악에 대한 감정을 

인지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5,6]. 따라서, 음악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할 때 화성적 정보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7]. 

작곡자들이 음악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장치로서 한 악곡 내에서 

조를 변환시키는 전조(modulation)를 사용하기도 하는데[8],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대중 가요들이 절정 부분에서 효과적인 분위기 전환을 위해 

기존의 조로부터 반음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8세기와 19세기 초반의 전통적인 서양음악에서는 음악의 구조에 

따라서 조가 명확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9]. 예를 들어, 당시에 

전형적이었던 세 도막 형식(ternary form)이 각 부분의 조가 5도 안에서 

서로 다르게 변환하는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10].  

음악의 조가 지니는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음악정보검색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오래 전부터 음악이 지니는 전역적(global) 혹은 

지엽적(local) 조를 자동적으로 예상(estimation) 및 감지(detection)하는 

것을 시도해 왔다. 1990년 이전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짐에 따라 음악 이론과 사람의 인지적 특성에 기반하여 음이나 

화성의 위계적 구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대부분이었다[11-

15]. 컴퓨터 기술이 발전된 이후에는 오디오 신호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Brown은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를 통해 중심 주파수 성분의 일정한 

비율을 계산하여 Constant-Q 스펙트럼 변환 방식을 선보였고[16], 

나아가서 1999년 Fujishima의 연구에서는 중심 주파수를 통해 음높이(pitch) 

정보를 추출한 값인 “Chroma”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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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로부터 오디오 신호 자체를 통해서도 음악에서 등장하는 음들의 

음높이, 화음(chord), 더 나아가서 조를 예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연구들이 음악의 조를 안정적이고 높은 

정확도로 검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조 검출과 관련된 연구들은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규칙 기반 

방식(rule-based) 과 통계 기반 방식(statistical-based)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20]. 먼저, 규칙 기반 방식의 연구들은 행동 실험 또는 음악 이론을 

활용하여 구축한 일관된 규칙에 기반하여, 예상되는 조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반면, 통계 기반 방식의 연구들은 대부분 Hidden Markov 

Model (HMM) 등을 활용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통해 각 

조의 특징을 학습시키고 이에 따라 조를 예상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통계 

기반 방식은 특히 오늘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활발히 연구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 검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조 검출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다[18]. 이는 화성의 종류 및 분포는 음악의 

다양한 장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19], 시대적으로 현대로 경과함에 

따라 작곡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음악 안에서 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조의 규정이 이전보다 주관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9]. 

그렇기 때문에 조 검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음악정보검색 

분야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조 검출 연구의 접근 장식 중 통계 기반 방식은 규칙 기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18-22], 한계점이 

존재한다. 통계 기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학습에 앞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하거나, 학습시키는 과정 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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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계산량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18,20]. 또한, 시스템에서 학습된 

데이터의 특성에 과적합(overfit)되어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18]. 반면에 규칙 기반 방식은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인풋 

데이터에 따른 과적합의 위험도 없다는 점에서 통계 기반 방식과 

대조적이다[18]. 이는 조 검출 연구에 있어서 통계 기반 방식뿐만 아니라 

규칙 기반 방식도 함께 발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음악 이론을 활용하여 음악의 지엽적 조를 검출하고자 한 몇몇의 

연구들이, 규칙 기반 방식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23, 24].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화성적 위계와 

관련된 규칙에 따른 모델을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점은 입력 방식이 실제 오디오 형식이 아닌 

텍스트 혹은 미디(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MIDI) 등의 

기호적인(symbolized) 형식이거나, 오디오 파일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길이의 

파일 대신 몇 마디 단위로 분절된 파일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 조 검출 

방식을 음악정보검색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실제 오디오 형태의 파일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음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 검출 시스템의 구축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입각하여, 음악의 화음 정보를 활용한 규칙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고 실제 음원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조 검출 연구들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 “template-ma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조 

검출 시스템의 구조적 간편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한다.  

 

 



 

 5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화음 정보를 반영한 규칙 기반 방식을 통해 오디오 

파일로부터 조를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제안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조 검출의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할 시스템은 오디오 파일로부터 사전적으로 음 및 화음 

정보를 순차적으로 검출한 뒤, 그 화음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조를 

최종적으로 검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음악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화성의 위계와 음악의 화성 진행 속도를 인풋마다 

독립적으로 반영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악의 화성적 위계는 화음 

정보로부터 조를 유추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데 적용될 것이고, 화성 

진행의 속도는 화음 정보를 일정 단위로 묶어 분석하기 위한 

윈도우(window) 크기를 설정하는 데 반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크게 시스템 제안과 시스템 평가로 이루어져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시스템의 제안으로, 시스템은 총 세 단계를 

통해 음악의 조를 최종적으로 검출한다. 첫 단계에서는 HPCP(Harmonic 

Pitch Class Profile) 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오디오 파일로부터 음높이(pitch) 

정보를 검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음높이 정보를 이용하여 template-

matching 기법을 통해 화음 정보를 검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화음 

기반의 규칙을 적용한 template-matching 기법을 통해 화음 정보로부터 조 

검출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시스템의 평가로, template-

matching 기법을 위해 새로 제안한 템플릿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윈도우 

크기를 설정할 때 음악 안에서 화음이 전환되는 속도를 반영한 경우에 대해 

성능을 검증하는 하나의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조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 및 검증하고 음악의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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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속도가 조 검출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과정을 통하여, 공학적인 기술 개선 자체에 앞서 

음악 이론 및 음악적 특성을 고찰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조 검출 시스템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는 음악 

구조 분석 및 음악정보검색 분야의 학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로 음악을 검색하고 소비하기 위한 

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더불어, 음악 소비자들을 위한 음악 데이터베이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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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규칙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연구는 행동 실험이나 음악 이론 등을 활용

하여 구축한 일관된 규칙 및 모델을 바탕으로 조를 검출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연구들이 사용한 기법들은 연구마다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template-matching 기법, Spiral Array 기법, 그리고 화성적 모델 기법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통계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연구는 기계 학습을 통해 음악

의 장르 혹은 종류에 따른 화성적 요소의 특징들을 사전에 시스템에 학습시

키거나(supervised) 사전 학습 없이 경험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여

(unsupervised) 음악의 조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hidden 

Markov model (HMM) 기법이 쓰인다. 본 장에서는 규칙 기반 방식과 통

계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연구에서 각각 사용된 기법들의 개념과 그들을 차

용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기술적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제 1 절 규칙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연구 

 

2.1.1. Template-matching 기법  

 

Template-matching 기법은 이론적 접근 방식의 조 검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법이다. 이 기법은 12개의 음(C, C#, D, D#, E, F, 

F#, G, G#, A, A#, B) 혹은 화성에 대해 하나의 조 안에서 갖는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가중치를 묶어 하나의 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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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profile)로 만든 뒤, 한 음악의 음 및 화성 정보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조를 찾아내는 방식을 나타낸다. 즉, 특정 조에서 12개의 음 및 

화성이 가지는 가중치가 그 조에 대한 하나의 패턴(pattern)으로 정해지게 

되고, 이것이 실제 음악 데이터와 비교(pattern-matching)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15]. 이 기법은 1986년에 진행된 Krumhansl과 

Schumuckler의 연구에서 컴퓨터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구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25].  

 

2.1.1.1. 조 프로파일 (Key-Profile) 

 

조 프로파일은 template-matching 기법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프로파일이 지니는 가중치의 양상이 기법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조 프로파일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연구는 Krumhansl과 

Shepard의 연구이다[26]. 그들은 사람이 한 음악의 조성감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Probe tone method”라는 실험 기법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12개의 음이 한 조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Probe tone method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다 장조(C Major)에 속한 7개의 음을 일반적으로 온음계적 음(diatonic 

tones)이라 일컫는다. 이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미완성된 음계(scale)을 

피실험자들에게 상향(C, D, E, F, G, A, B) 및 하향(C, B, A, G, F, E, D)으로 

들려준 직후 특정 음을 바로 들려주어서, 그 음으로 인해 이전에 들려준 한 

음계가 완료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얼만큼 들었는지 7단계 척도로 점수를 

매기게 한다. Krumhansl과 Shepard는 미완성이었던 음계를 완료시켰다는 

느낌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은 것이며, 그 안정성이 곧 한 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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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실험은 추후 

Kessler와의 연구에서 장조뿐만 아니라 단조(minor key)에 대해서도 

확장되어 진행되었으며[27]. 최종적으로 정리된 24개의 장조 및 단조에 

대한 12개 음의 가중치는 프로파일의 형태로 묶여 Schumuckler와의 

연구에서 조 검출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1. Krumhansl과 Shepard 및 Krumhansl과 Kessler의 실험들로부터 

수집된 장조 및 단조에 대한 12개 음의 가중치 그래프[28] 

 

Krumhansl과 Schumuckler의 알고리즘은 인풋(input)과 앞선 

실험으로부터 생성된 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방법은 식 1과 같다[15]. 알고리즘의 인풋은 

음악의 전체 혹은 일부 안에서 각 음이 등장하는 총 시간(duration)이 되며, 

아웃풋(output)은 각 음의 등장 시간 벡터와 가중치 벡터 사이의 상관관계 

값이다. Krumhansl에 의하면, 결과로 도출된 상관관계 값은 알고리즘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풋으로 넣은 음악에 대한 

전역적인(global) 조를 알기 위해 12개의 상관관계 값 중 가장 큰 값을 취할 

수 있다. 이후에 template-matching 기법을 사용한 많은 수의 연구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조를 정량적으로 검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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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 =  
∑(𝑥 − �̅�)(𝑦 − �̅�)

√∑(𝑥 − �̅�)2 × ∑(𝑦 − �̅�)2
 

(식 1) 

 

Krumhansl은 음뿐만 아니라 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 프로파일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rumhansl은 음 기반의 프로파일을 위한 

probe tone method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전 

실험과 다른 점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특정 조를 연상하도록 하기 위해 

연속적인 음으로 이루어진 음계 대신 5도 관계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화음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직후에 들려주는 특정 화성이 앞서 들었던 

화성적 맥락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점수는 그 

화성이 해당 조에서 지니는 가중치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렇게 구축된 

화성에 대한 프로파일 역시 24개의 조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화성 기반의 프로파일은 음 기반의 프로파일에 비해 추후 

연구에서의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음악의 화성 정보를 조 검출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연구들이 음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조 검출 

연구들에 비해 늦게 발전되었기 때문이다[21]. 

Krumhansl의 Template-matching 기법을 발전시키고자 한 연구자로 

Temperley가 있다. Temperley는 기존 Krumhansl의 음 기반 조 프로파일의 

가중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3]. 

Temperley에 따르면, Krumhansl의 조 프로파일에서의 가중치 분포는 음악 

이론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전해져 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결과에서도 오류들이 많다. 예를 들면, 한 조의 음계에 

포함되는 7개의 음 혹은 온음계적 음과 포함되지 않은 음 혹은 반음계적 

음(chromatic tone)의 가중치 차이가 작다는 점을 지적한다. Temperley는 

이러한 오류들을 수정하고자, 음악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프로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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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이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 따르면 Temperley는 장조와 

단조 모두에 대한 12개 반음들의 프로파일에서 음계에 포함되지 않는 

음들은 포함된 음들보다 가중치를 낮게 주었다. 다만, Bb음만이 다른 11개의 

음들보다 가장 낮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다 단조에서 Bb음은 

음계에 포함이 되는 음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가 제일 낮고, 오히려 반음이 

높은 B음이 가중치가 높다. 단조 음계에는 3개의 임시표에 첨가되기 때문에, 

장조의 7번째 음인 B음이 반음 내려가는 것이 본래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b음은 실제 다 단조 음악에서 자주 쓰이지 않고, 오히려 B음이 

딸림 화음(dominant chord, i.e., 다 장조에서의 “솔(G), 시(B), 레(D)” 

화음)의 구성음으로서 으뜸 화음(tonic chord) 안의 C음을 향한 방향성을 

지니고 훨씬 자주 쓰인다. Temperley는 이와 같이 음악 이론과 실제 

음악에서의 쓰임을 접목하여 융통성 있는 조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음 이름 C C# D D# E F 

Krumhansl 

(1982) 
6.35 2.23 3.48 2.33 4.38 4.09 

Temperley 

(2004) 
5.0 2.0 3.5 2.0 4.5 4.0 

음 이름 F# G G# A A# B 

Krumhansl 

(1982) 
2.52 5.19 2.39 3.66 2.29 2.88 

Temperley 

(2004) 
2.0 4.5 2.0 3.5 1.5 4.0 

 

표 2-1. 장조에 대해 Krumhansl이 공동 연구자들과 구축했던 조 

프로파일[15] 및 Temperley가 수정한 조 프로파일[3]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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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Template-matching 기법 응용 연구 

 

추후 규칙 기반 방식을 사용한 많은 수의 조 검출 연구들이 

Krumhansl의 template-matching 방식을 차용하여, 기존의 조 프로파일을 

활용하거나 이를 새로운 방법으로 응용하였다. 우선, 기존의 조 프로파일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연구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Pauws의 연구와 Rocher et 

al.의 연구가 있다. 우선 Pauw는 K-S 조 프로파일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200개의 클래식 음악으로부터 전역적인 조를 검출하고자 

하였다[8]. Pauws는 먼저 CD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주파수역으로 

분석하여 12개의 음들의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래프인 

“Chromagram”을 얻은 뒤, 그 그래프로부터 얻은 12개 단위의 벡터값들과 

K-S 조 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Temperley의 조 프로파일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대표적 연구로는 Rocher et al.의 연구가 있다[28]. 

Pauws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적으로 오디오 파일로부터 음 정보의 

정량적 값인 “chroma”를 구한 뒤 그 값과 Temperley의 조 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Beatles의 174개 곡들에 대한 전역적인 조를 검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오디오의 화성 검출과 조 검출을 동시에 진행한 뒤, 

검출된 화성과 조가 서로 가장 잘 일치하도록 두 종류의 값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며 결과를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조 프로파일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template-matching 

기법의 조 검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Shenoy et al.의 연구와 Gómez의 

연구가 있다. 먼저, Shenoy et al.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조 프로파일을 통하여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팝송 20곡에 대한 전역적인 조를 검출하고자 

하였다[29]. 먼저 chroma를 추출하여 오디오의 음 정보를 구한 뒤, 모든 

chroma를 사용하지 않고 분석 단위 혹은 윈도우마다 가장 높은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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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 값만을 취하여 윈도우에 해당되는 화성 정보를 구하였다. 그렇게 

검출한 화성 정보에 화성 기반의 조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조를 

검출하였는데, 사용되었던 조 프로파일은 저자에 의해 음악 이론에 

기반하여 새로 제작되었다. Gómez 또한 음 기반 조 프로파일을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제작하여, 35개의 다양한 장르의 곡들에 대한 전역적 조를 

검출하고자 하였다[30]. Gómez는 먼저 오디오로부터 음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harmonic pitch class profile (HPCP)”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값을 계산하였다. HPCP는 이전에 Fujishima에 의해 정립된 “pitch class 

profile (PCP)”을 발전시킨 값으로, PCP 또한 오디오의 주파수역 분석을 

통해 음 정보를 정량적으로 추출한 값 종류 중 하나이다[17]. 음 정보를 

통합하여 조를 검출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된 프로파일은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연주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즉, 음 기반 프로파일에 화성적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한 조에 속해 있는 7개의 화음 중 음악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화음을 선정한 뒤, 12개의 반음이 그 화음에 속할 경우에만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1.2. 화성 모델 (Harmony Model) 기법 

 

화성 모델은 화성의 위계 자체나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화성 진행 

방식을 일관된 기하학적 형태로 구축한 모델을 의미한다. 조 검출 연구들 

중 일부는 이러한 모델을 독립적으로 구축하거나 기존의 모델을 차용하며, 

오디오 파일 등의 인풋 데이터로부터 구한 화성 정보가 모델과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파악한 뒤,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조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음악의 조를 예상한다. 이러한 연구들 중 대표적으로는 

Chew의 연구와 Kong et al.의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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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The Spiral Array 모델 

 

Chew는 “The Spiral Array”이라 불리는 음계 및 화성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독립적으로 구축하였다[31]. 이 모델은 음악 이론이 지니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고려하여 음악적 요소가 지니는 위계적 질서를 수학적으로 

엄격히 정의하려 했다는 시도라는 데에서 규칙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 모델을 통해, 3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화음 내에서 각 음이 지니는 중요도와 더불어 한 조 안에서 각 화음이 

지니는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정량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Chew는 “The Spiral Array”를 통해 음정 간의 관계를 기하학적인 

모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1739년 Euler이 조성적 공간(Tonal 

space)을 나타내기 위해 최초로 소개한 다이어그램인 “Tonnetz(i.e., tone- 

network)”를 참고하였다. 이 기하학적 모델은 이름과도 같이 원통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12개의 음들은 용수철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꼬여있는 

형태로 원통 위에 위치하게 된다. 즉, Chew는 각각의 음들이 원통좌표계 

내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Chew에 따르면, 각 지점은 

원통좌표계에서 표현될 수 있는 P(k)라는 좌표값을 지니게 된다. 연속하는 

다음 지점은 P(k+1)로 둘 수 있고, 그 이후의 지점들은 P(k)로부터 얼만큼 

멀어지는가에 따라 P(k+n)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직선 상에 놓인 두 지점 

간의 거리를 h로 두고, 원통의 반지름을 r로 두었을 때 P(k)와 P(k+1)의 

값은 식 2와 3으로 표현될 수 있다. Chew는 이 지점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장화음(Major chord, i.e., 도(C), 미(E), 솔(G) 화음)과 단화음(Minor chord, 

i.e., 도(C), 미b(Eb), 솔(G) 화음)을 식 4와 같이 표현하였으며, 이것을 

비슷한 원리로 발전 시켜 장조 및 단조를 식 5와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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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  [ 

𝑥k
𝑦k 
𝑧k
]  =

[
 
 
 
 

 

𝑟 sin
𝑘𝜋

2

𝑟 cos
𝑘𝜋

2
kh

 

]
 
 
 
 

  

                 (식 2) 

P(k + 1) ≝ R ∙ P(k) + h, 

where    R =  [ 
0 1 0
−1 0 0 
0 0 1

]  and h =  [
0
 0 
h
]. 

          (식 3) 

CM(k) ≝ 𝑤1 ∙ P(k) + 𝑤2 ∙ P(k+1) + 𝑤3 ∙ P(k+4), 

where    𝑤1 ≥ 𝑤2 ≥ 𝑤3 > 0 and ∑𝑤𝑖

3

𝑖=1

= 1. 

        (식 4) 

TM(k) ≝  𝜔1 ∙ CM(k) + 𝜔2 ∙ CM(k + 1) + 𝜔3 ∙ CM(k − 1), 

where    𝜔1 ≥ 𝜔2 ≥ 𝜔3 > 0 and ∑𝜔𝑖 = 1.

3

𝑖=1

 

(식 5) 

 

Chew는 여기서 특히 음악 이론을 참고하여, 화음 안에서의 음과 조 

안에서의 화음이 지니는 중요도가 각각 다르다고 판단하고 서로 다른 값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한 화음의 경우, 근음과 3음, 그리고 5음 순으로 

중요도가 크다는 점과, 한 조의 경우에도 으뜸화음과 딸림화음, 그리고 

버금딸림화음(subdominant chord, i.e., 다 장조에서의 “파(F), 라(A), 도(C)” 

화음) 순으로 중요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가중치는 w로 

나타내었으며,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을 부등호로 표시하여 w에 상대적인 

값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화음을 나타내는 CM(k)/Cm(k)는 원통에 위치한 

지점들이 이어져 형성되는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고, 조를 나타내는 

TM(k)/Tm(k)는 조 내에 대표적인 세 개의 화음인 으뜸화음, 딸림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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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버금딸림화음을 나타내는 삼각형 세 개로부터 가장 거리가 가까운 

또 하나의 지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Chew는 이 지점을 “The Center of 

Effect”라고 정의하고 있다. 

Chew는 위와 같은 The Spiral Array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화음이나 

조를 예측하기 위해 “CEG Algorithm”이라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악곡의 멜로디로부터 음들을 추출하여 The Spiral Array 내에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그들의 좌표값을 더하여, 앞서 소개된 “Center of 

Effect(이하, CE)”라는 하나의 중심점을 찾는다. Chew가 최초로 제안했던 

당시의 연구에서는 악곡 전체를 아우르는 조를 찾는 것을 중심으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지만, 2003년 Chen과 함께한 연구에서는 MIDI 파일의 

오디오를 인풋으로 두고, 보다 국소적인 조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이 

알고리즘과 더불어 “Sliding window algorithm”을 함께 제안하였다[32]. 

“Sliding window algorithm”은 악곡 내에서 1~2마디 내외의 크기를 

가지는 윈도우가 일정한 한발크기(Hop size)를 가지고 슬라이딩하며 그 

윈도우 단위로 악곡을 분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CEG 알고리즘과 함께할 

경우, CE를 찾는 단위가 인풋 전체가 아닌 윈도우 단위가 된다. Chew는 이 

연구에서, 거리가 먼 조, 즉 관계조(Relative keys)가 아닌 조로 갑작스럽게 

변환하는 경우까지 효과적으로 감지하기 위해 기존의 윈도우에서 한번 더 

부차적인 윈도우로 분석하는 방식인 “Two-phase assignment method”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Chew는 그의 모델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의 조를 안정적으로 

검출하는 시도를 여러 연구들에 걸쳐 진행하였다[21,32-34]. 먼저, Chew가 

Chen과 진행한 연구에서는 MIDI 형태의 L. V. Beethoven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을 분석하였다[22]. Chew와 Chen은 별도의 시각화 

프로그램(MuSA)을 사용하여 두 곡에 해당되는 MIDI 파일을 마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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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고, 그들이 구축한 The Spiral Array 모델과 CEG Algorithm으로 

하여금 음 정보 및 조를 각각 검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The Spiral Array 

모델을 기반으로 클래식 악곡들의 조를 검출하기 위해 CEG Algorithm을 

발전시킨 다른 접근 방식들을 제안하고 검증하는 연구들도 진행하였다[32-

34]. 이 연구들에서는 MIDI 파일과 더불어 악곡 일부에 해당하는 짧은 

길이의 오디오 파일을 대상으로 조 검출을 시도하였다. 

 

2.1.2.2. Tonal Grammar Tree 모델 

 

“Tonal Grammar Tree” 모델은 Kong et al.의 연구에서 지엽적 조를 

검출하기 위해 차용된 모델이다[23]. Kong et al.의 연구에서 대상 음악을 

분석한 방식은 “Schenkerian analysis”라고 불리는 것으로, 악곡이 지니는 

조성(Tonality), 즉, 조를 가지고 일정한 음악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정의하기 위해 Schenker라는 음악이론가가 개발한 방식이다[35]. 이 방식은 

악곡에 포함된 음과 화음 간의 위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면서 악곡을 

구조화시킨다. 악곡 전체의 가장 간단한 구조는 “으뜸화음-딸림화음-

으뜸화음”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딸림화음 내에서도 

“보조적 딸림화음-딸림화음” 관계로 또 다른 으뜸화음-딸림화음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조화하다 보면 한 악곡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트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tonal 

grammar tree”라고 한다. 이 모델의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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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onal grammar tree의 예시 그림[23] 

 

Kong et al.은 이 tonal grammar tree 모델을 이용하여, 악곡 내에서의 

화성 진행 방식(sequence)을 추적하고 가능성 있는 조를 추려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한 조 안에 으뜸화음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각 조에 속한 화성들을 위계적으로 묶었을 때 가장 상위 

단계에는 으뜸화음 영역 혹은 “Tonic region (TR)”이 있기 때문에 각 

조마다 완전한 형태의 tonal grammar tree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 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화음 개수를 3개로 정하되 

융통적으로 2개까지는 허용하였다. 또한, 화음 시퀀스를 찾을 때 

속화음(secondary dominant chord, i.e., 다 장조에서의 “레(D), 파#(F#), 

라(A)”화음)과 같이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화음은 하나의 화음으로서 

계산하지 않았다. Kong et al.은 이 기법과 Krumhansl의 template-matching 

기법을 비교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의 방식이 훨씬 높은 정답률을 

보임을 입증하였지만, 그들이 사용한 인풋은 “Kostka-Payne corpus”라고 

불리는 텍스트 형식의 화음 정보로, 일정 시간 단위에 해당되는 화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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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인덱스와 함께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지닌다①.    

 

 

제 2 절 통계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연구 

 

2.2.1. Hidden Markov Model 기법  

 

Hidden Markov model (HMM)은 통계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학습 모델이다. 기존의 규칙 기반 방식의 

연구에는,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음악의 규칙이 다양한 장르로 진보하는 

음악의 특성을 모두 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그 규칙들이 사람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실제 음악에서 추출되는 요소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했다[36]. 이러한 단점들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실제 음악에서의 정량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검출 방식을 설계해 나가는 

기계 학습으로 관심을 전환토록 하였다. 기계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 

중 HMM은 Ellis와 Sheh의 연구에서 음악 내의 화성 진행 양상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면서부터 음악의 조를 검출하는 데에도 핵심 기술로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36,37]. Ellis와 Sheh은 화성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우선 오디오로부터 18개의 Beatles 곡들로부터 음 정보에 해당되는 PCP 

요소를 추출한 뒤 그 요소를 사용하여 7가지 종류의 총 147개의 다른 

화음들을 HMM에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HMM의 큰 틀은 그림 3과 같이 시각화될 수 있다[36]. 그림 3에 따르

면, HMM은 숨겨진(hidden) 상태의 노드(node)와 관찰되는 상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노드들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음악 

                                            
① http://www.theory.esm.rochester.edu/temperley/kp-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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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화음을 검출할 경우, 숨겨진 노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특정 시

간 범위에 해당되는 화음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관찰되는 노드는 오

디오 신호로부터 추출된,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화음의 종류를 의

미한다. 숨겨진 노드는 시스템이 포용할 수 있는 화음 종류의 갯수만큼의 

상태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36]. HMM이 완전히 정의되기 위해서

는 세 개의 파라미터(parameter)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각각의 숨겨진 상

태에 대한 사전적인 확률을 나타내는 N차원의 벡터가 필요하며(initial state 

probabilities), 두 번째로는 하나의 숨겨진 상태로부터 다른 숨겨진 상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N x N의 행렬(matrix)이 필요하다

(state-transition probabilities).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관찰되는 chroma 요

소가 숨겨진 화음 종류들로부터 비롯될 경우의 분포(distribution)가 필요하

다(observation probabilities). 이러한 분포로는 Gaussian 분포가 빈번히 사

용되며, 평균과 분산 등의 Gaussian 파라미터들이 HMM의 파라미터에 포

함된다.  

HMM을 사용하여 조를 검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2000년대 들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HMM을 통해 음 정보 및 화성 정보를 직접적으로 학

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Chai와 Vercoe의 연구, Lee와 

Slaney의 연구, 그리고 Noland와 Sandler의 연구가 있다. 전자의 연구에서

는 사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HMM에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후

자의 연구에서는 사전에 HMM을 학습시키는 과정 없이 인풋에 의해 바로 

경험적으로 조에 대한 화성적 특징을 학습시키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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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𝑥1, … 𝑥24} = 24 possible chords (hidden) 

{𝑦1, … 𝑦𝑁} = 12 − dimchroma features (observed) 

aij = transition probabilities = 𝑃𝑟𝑜𝑏 (𝑐ℎ𝑜𝑟𝑑𝑥𝑗|𝑐ℎ𝑜𝑟𝑑𝑥𝑖) 

bij = output probabilities = 𝑃𝑟𝑜𝑏(𝑐ℎ𝑟𝑜𝑚𝑎𝑦𝑖|𝑐ℎ𝑟𝑜𝑚𝑎𝑥𝑖) 

 

그림 3. 조 검출 연구를 위해 HMM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36] 

 

2.2.2. Hidden Markov Model 기법을 응용한 연구  

 

먼저, Lee와 Slaney의 연구에서는 HMM을 통해 오디오 파일 내의 화성 

검출과 조 검출을 동시에 진행하였다[38]. 그들은 MIDI 형태의 음악 파일에

서 화성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보를 파일 내에 명시하기 위해 

우선 별도의 프로그램(the Melisma Music Analyzer)을 사용하였다②. 그리고 

그렇게 화성에 대한 라벨(label)이 붙은 MIDI 파일을 오디오 파일(WAVE)

로 그대로 전환을 시킨 뒤, 그 파일로부터 추출한 chroma 벡터를 이용하여 

화성의 변환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tonal centroid”라는 6차원의 

벡터를 계산하였다. Lee와 Slaney는 각 조에 해당되는 HMM의 파라미터를 

어림잡기 위해, MIDI 파일을 통해 얻었던 장화음 12개와 단화음 12개의 총 

                                            
②  http://www.link.cs.cmu.edu/music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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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화음 종류에 대한 화성 정보를 학습시켰다. 그리고 실제 오디오 파

일로부터 추출한 tonal centroid 벡터와 각 조에 대한 모델이 얼만큼 일치하

는지를 계산하여 최적의 궤도 혹은 화성 진행 양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조 

검출 및 화성 검출 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 이 연구에서의 특징은 HMM을 

학습시키기 위해 의미없는 데이터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HMM에서 

관찰되는 각각의 상태(i.e., chroma 벡터)가 비롯되는 숨겨진 상태가 그 벡터

의 숨겨진 화성 라벨에 해당된다[36]. 

반면, Chai와 Vercoe의 연구에서는 HMM을 사전적으로 학습시키지 않

는 방식을 사용하였다[39]. 이는 일정량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학습시킨 뒤 

조 검출을 시도한 위의 두 연구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클래

식 피아노 곡에서의 지엽적인 조를 검출하기 위해 HMM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우선 사전적으로 오디오로부터 추

출한 PCP 값을 통해 조성이 반영되지 않은 음계 자체를 예상하고, 그 다음 

HMM을 거쳐 정교하게 조성을 결정하여 최종적인 조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장조와 단조가 나란한 조(relative key) 관계일 경우 임시표 구성을 공유하여 

각 조의 음계 구성하는 음의 종류가 같을 수 있지만, 각 음계에서 시작하는 

음과 음계 내에서 각 음이 지니는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조가 구분

될 수 있는 것이다. Chai와 Vercoe는 observation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설정하기 위해 두 단계를 위한 두 종류의 이진법의(binary) 조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HMM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aussian 분

포 대신, 주파수 성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데 더 용이한 cosine 유

사도(distance)를 사용하였다.   

 

 

 



 

 23 

제 3 절 요약 

 

본 장을 통해, 음악으로부터 조를 검출하기 위해 구축되고 사용되었던 

기법들과 그와 관련된 과거의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들은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규칙 기반 방식과 통계 기반 방식의 연구들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규칙 기반 방식의 연구들은 1980년대부터 사람이 인지적으로 

느끼는 음악 안에서의 위계 질서를 행동 실험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음악 안에서 음 및 화성이 

지니는 기능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최근에 이르러서도 몇몇 연구들에 의해 기하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이르러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며 많은 

공학적 연구들이 음악의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조를 계산하기 위하여 

음악의 위계에 따라 정량적으로 구축된 가중치 혹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식들은 대표적으로 template-matching 기법과 화성 모델 기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통계 기반 방식의 연구들은 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축된 규칙을 벗어나 현대에 이르러 심화되고 있는 음악적 경계의 

모호함과 장르의 다양화를 포용하기 위하여, 경험적으로 정량적인 규칙을 

구축하는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는 시도를 해왔다.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기계학습 기법 중 조 검출 연구들에 의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은 HMM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HMM에 음악의 화성적 요소를 

사전적으로 학습하여 파라미터를 미리 설정하거나 사전 학습 없이 바로 

경험적으로 음악의 특징들을 습득시키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조 검출 시스템은 규칙 기반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규칙 기반 방식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template-

matching 기법을 본 시스템의 주된 기술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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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 기법을 위해 본 시스템에서 사용할 조 프로파일은 화음 기반의 조 

프로파일이며, 이는 기존 연구들에 기반하여 재구성될 것이다. 참고할 

연구들은 Krumhansl이 행동 실험을 통한 연구와 Budge의 경험적 연구이다. 

이는 각 화음에 대해 하나의 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정도와 실제 

음악에서 한 조에 대해 등장하는 빈도를 융합하여 융통성 있는 조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성되는 프로파일은 본 시스템의 

중요한 주축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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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규칙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시스템은 총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화성을 검출하는 단계로, 오디오 

파일로부터 음 정보를 먼저 추출한 뒤, 그 값을 이용하여 template-

matching 기법을 통해 화성 정보를 검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최종적으로 

조를 검출하는 단계로, 전 단계에서 검출한 화성 정보를 취합하여 

template-matching 기법을 사용하여 조를 검출한다. 이 단계에서 본 연구가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새로운 조 프로파일로, 

기존의 화음 기반 프로파일을 확장하여 화음의 인지적인 위계와 실질적인 

기능에 따라 재구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화음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윈도우의 크기 설정 방식이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는 윈도우의 크기가 

고정이거나 일부 연구에서 물리적 템포에 따라 가변적이도록 설정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윈도우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화성 

진행의 빠르기 혹은 화성적 템포(tempo)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모든 시스템은 MATLAB 

R2014a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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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본 시스템의 구성도 

 

 

제 1 절 화음 검출 

  

3.1.1. 음 추출 

 

3.1.1.1. Harmonic Pitch Class Profile (HPCP) 

 

본 시스템에서는 화성 검출에 앞선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화음을 

구성하는 음에 대한 정보를 오디오 파일로부터 추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ujishima 와 Gómez 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harmonic pitch class profile (HPCP)을 음 정보로서 추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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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Gómez 가 새롭게 정립한 개념인 HPCP 는 기존에 Fujishima 가 

처음으로 정립했던 pitch class profile (PCP)를 발전시킨 것이다[17]. 먼저 

PCP 란, 오디오를 시간역으로 쪼개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각각의 프레임 

내에서 12 개의 음고 계열(pitch class)이 차지하는 강도(intensity)를 나타내는 

벡터의 일종으로, 12 개의 음고 계열을 대표하여 12 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chroma”라고도 불린다[17,30]. 음고 계열이란, 모든 옥타브를 

아우르는 12 종류의 반음 계열을 의미한다. 즉, PCP 는 절대적인 음높이가 

중요하지 않고, 다만 12 개의 반음 종류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오디오 

신호를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 시켜 얻은 스펙트럼 

X(k)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식 6 과 같다. 식 6 에서, 

PCP(p)는 PCP 를 의미하고 M(l)은 DFT 를 통해 얻은 스펙트럼의 각 단위 

혹은 빈(bin)을 PCP 값으로 연결짓기 위한 표(table)를 지칭한다. M(l)는 식 

7 과 같이 설정될 수 있는데, 𝑓𝑟𝑒𝑓 는 PCP(0)에 해당되는 참조(reference) 

주파수를 의미하고 (𝑓𝑠 ∙
1

𝑁
)은 스펙트럼 빈 X(l)의 주파수를 나타낸다.         

 

𝑃𝐶𝑃(𝑝) = ∑ ‖𝑋(𝑙)‖2

𝑙 𝑠.𝑡.𝑀(𝑙)=𝑝

 

(식 6) 

𝑀(𝑙) =

{
 
 

 
 −1                                                                                𝑓𝑜𝑟 𝑙 = 0

𝑟𝑜𝑢𝑛𝑑(12 log2(
𝑓𝑠 ∙

1
𝑁

𝑓𝑟𝑒𝑓
)𝑚𝑜𝑑 12   𝑓𝑜𝑟 𝑙 = 1,2, … ,

𝑁

2
− 1

}
 
 

 
 

 

(식 7) 

 

Gómez 는 이 PCP 를 참고하여 보다 확장된 개념인 HPCP 를 

소개하였다[30]. 먼저, 인풋 신호가 빠른 푸리에 분석 (fast Fourier 

transform, FFT) 방식으로 분석되어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면, 스펙트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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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agnitude)의 지엽적인 최대값(maxima)인 정점(peak)들이 추출되고 

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낮은 단계의 서술자(low-level descriptors, 

LLDs)로서의 HPCP 벡터가 계산된다. HPCP 가 기존의 PCP 와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빈의 해상도가 PCP 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속하는 정점들만 

취하여 계산된다는 것이다. Gómez 가 고려한 주파수 대역은 100Hz 에서 

5000Hz 사이이다.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주파수 대역을 배제한 이유는 

대부분의 오디오가 이러한 대역들에서 타악기나 현악기에서의 마찰음 등 

불필요한 소리 혹은 노이즈(noise)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대역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알고리즘의 속도를 최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식 8 은 HPCP 벡터를 구하는 기본적인 식을 나타낸다. n 은 

HPCP 벡터의 크기(i.e., 빈의 갯수)를, 𝑎𝑖 는 i 번째 정점의 선형적(linear) 

크기를 나타내며 𝑓𝑖 는 i 번째 정점이 가지는 주파수 값을 의미한다. i 는 

1 부터 nPeaks 까지의 값으로, nPeak 은 고려 대상이 되는 정점들의 갯수를 

의미한다.  

 

HPCP(𝑛) = ∑ 𝜛(𝑛, 𝑓𝑖)𝑎𝑖
2

𝑛𝑃𝑒𝑎𝑘𝑠

𝑖

 

(식 8) 

  

기존 PCP 와의 두 번째 차이점은 계산에 가중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중심 주파수와 가장 가까운 하나의 빈에 그 주파수 값을 

부여했다면, HPCP 에서는 일정 길이의 윈도우 안에 속해 있는 HPCP 빈들 

모두에게 각각 가중치를 부여한다. 단, 중심 주파수 중심에 덧씌워진 cos2 

함수에 의해, 각 정점의 주파수 𝑓𝑖 는 n 번째 빈의 중심 주파수 𝑓𝑛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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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라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중심 주파수 𝑓𝑛  및 𝑓𝑛과 𝑓𝑖 

사이의 거리(d)를 정의하는 방식은 식 9 와 식 10 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가중치는 식 11 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l 은 가중치 윈도우(ω)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 추출된 HPCP 는 최종적으로, 각 빈 

간의 상대적인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 각 빈의 값이 전체 HPCP 의 

최대값으로 나위는 정상화(normalization) 과정을 거친다.  

 

𝑓𝑛 = 𝑓𝑟𝑒𝑓2
𝑛/𝑠𝑖𝑧𝑒 

(식 9) 

𝑑 = 12 log2 (
𝑓𝑖
𝑓𝑛
) + 12𝑚 

(식 10) 

𝜔(𝑛, 𝑓𝑖) =  {
𝑐𝑜𝑠2 (

𝜋

2

𝑑

0.5 ∙  𝑙
)  𝑖𝑓 |𝑑| ≤ 0.5𝑙

0                              𝑖𝑓 |𝑑| > 0.5𝑙
} 

(식 11) 

 

본 연구에서는 인풋 오디오 파일의 음 정보를 구하기 위해, Gómez 가 

진행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오디오 파일은 FFT 

분석되었으며, 이를 위해 11025Hz 의 샘플링 주파수와 8192 개의 샘플 

길이로 이루어진 윈도우, 그리고 2048 개의 샘플 길이로 이루어진 한발 

크기(hop size)가 사용되었다.  

 

3.1.2. 화음 검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추출된 HPCP 값을 이용하여 화음을 검출한다. 

화음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template-matching 기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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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Fujishima 가 그의 연구에서 오디오 파일로부터 화성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17].  

 

3.1.2.1. 검출된 화음 종류  

 

본 연구에서는 기존 Fujishima 의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그의 연구에서 

검출되었던 화음의 종류를 확장시켰다. Fujishima 는 장화음과 단화음에 

대해서만 조사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감화음(diminished chord)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총 3 가지의 화음 종류를 검출하고자 하였다. 

감화음이란 세 구성음 사이의 음정이 모두 단 3 도(minor 3rd)로 이루어져 

있는 3 화음이다.  

일반적인 장조 음계에 온음계적 화음은 총 7 개로, 3 개의 장화음과 

3 개의 단화음, 그리고 하나의 감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다[40, 41]. 다 장조를 

기준으로, 3 개의 장화음은 근음을 각각 도(C), 파(F), 솔(G) 음으로 지니는 

화음이며, 3 개의 단화음은 근음을 각각 레(D), 미(E), 라(A) 음으로 두고 

있는 화음이고, 마지막으로 감화음은 근음이 시(B) 음인 화음이다. 장조의 

음악에서 온음계적 화음 뿐만 아니라 다른 화음도 등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온음계적 화음이 아닌 나머지 화음을 반음계적 화음(chromatic 

chord)이라고 한다[40]. 장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음계적 화음들은 보통 

단조의 온음계적 화음으로부터 차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 장조를 기준으로, 

레(D) 음이 중심인 감화음과 파(F) 음이 중심인 단화음, 그리고 라 b(Ab) 

음을 근음으로 두는 장화음은 이러한 경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음들이다[41]. 일반적인 장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온음계적 화음 및 

반음계적 화음들은 총 10 개로서 그림 5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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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장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음계적(좌) 및 반음계적(우) 화음 

 

단조의 경우에는 음계가 총 3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각 

자연단음계(natural minor scale), 화성단음계(harmonic minor scale), 그리고 

선율단음계(melodic minor scale)이라고 불린다[42,43]. 먼저 자연단음계는 

같은 시작음 혹은 으뜸음(tonic tone, i.e., 다 장조의 도(C) 음)을 두는 

장조를 기준으로 음계의 3, 6, 7 번째 음이 반음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본래 

형태의 단조 음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단음계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계로, 온음계적 화음의 기능을 반영하여 딸림 화음에서의 

이끔음(i.e., 다 장조에서의 시(B) 음)이 강조됨에 따라 본래 반음이 

내려갔던 음계의 7 번째 음이 다시 반음 올라가게 된다. 즉, 음계의 3,6 번째 

음만이 반음 내려간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선율단음계는 3 번째 

음만 반음이 내려간 형태로, 이는 화성단음계에서 6 번째와 7 번째 음의 

음정이 증 2 도(augmented 2nd)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6 번째 

음도 다시 반음을 올렸기 때문이다. 선율단음계의 또 다른 특징은 상향 

음계일 경우 음계의 3 번째 음만 반음이 내려가고, 하향 음계일 경우에는 

음계의 3,6,7 번째 음이 모두 반음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는 이끔음이 

바로 위에 위치한 으뜸음으로 향하려는 특징을 반영하기 위함이다[42]. 

결과적으로, 한 음악을 이루는 단조 음계의 6 번째 음과 7 번째 음은 반음이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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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에 속해있는 온음계적 화성들은, 화성단음계를 기준으로 2 개의 

단화음(i.e., 다 단조에서 근음이 도(C), 파(F) 음인 화음)과 3 개의 

장화음(i.e., 다 단조에서 근음이 미(E), 솔(G), 라(A) 음인 화음), 그리고 

2 개의 감화음(i.e., 다 단조에서 근음이 레(D), 시(B) 음인 화음)이다. 

단조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음계가 화성단음계 혹은 선율단음계인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온음계적 화음 구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음이 반음 올라갈 경우에는 다 단조를 기준으로 근음이 레(D) 음인 

단화음, 근음이 파(F) 음인 장화음, 그리고 근음이 라(A) 음인 감화음이 

하나씩 추가될 수 있다. 7 음이 반음 내려갈 경우에는 근음이 미(E) 음인 

증화음(augmented chord, i.e., 다 단조에서 “미 b(Eb), 솔(G), 시(B)” 

화음)이 추가될 수 있다. 근음이 시 b 인 장화음도 추가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서양 음악에서는 이끔음을 자연단음계에서와 같이 반음 내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되었다 [15]. 또한, 

본 연구에서 조 검출을 위해 차용될 Krumhansl 의 조 프로파일에서는 

증화음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일한 증화음인 다 

단조에서의 III+ 화음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단조의 음악에서 고려할 모든 화음들은 총 10 개로 그림 6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6. 단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음계적 화음(좌) 및 추가될 수 

있는 화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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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검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Fujishima 가 사용하였던 기법을 바탕으로 화음을 

검출한다. Fujishima 는 그의 연구에서 먼저 오디오로부터 PCP 값을 추출한 

뒤, 이진법의 화음 프로파일을 통해 template-matching 기법을 진행했다. 

화음 프로파일은 음 기반의 조 프로파일과 마찬가지로 12 개의 음에 대한 

가중치 값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Fujishima 가 지정한 화음 프로파일은, 

12 개의 음고 계열 중 화음을 구성하는 음고 계열에 “1”이 부여되고 그렇지 

않은 음에 “0”이 부여된 간단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도(C) 음을 근음으로 

하는 장화음은 구성음은 “도(C), 미(E), 솔(G)”이므로 12 개의 음고 계열을 

나타내는 12 개의 벡터 중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벡터에 1 이 

부여되고 나머지 벡터에는 0 이 부여되어 “1,0,0,0,1,0,0,1,0,0,0,0”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Fujishima 는 이를 12 개의 음고 계열을 각각 

근음으로 하는 모든 경우의 프로파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 프로파일의 

벡터를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도(C) 음이 

근음인 장화음으로부터 다#(C#) 음이 근음인 장화음 프로파일로 

전환시키면, 프로파일은 “0,1,0,0,0,1,0,0,1,0,0,0”와 같은 형태가 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장화음, 단화음, 감화음에 대하여 총 3 가지의 화음 

프로파일을, 도(C) 음을 근음으로 하였을 경우에 대해 먼저 제작하였다. 

그리고 각 화음 프로파일을 근음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음고 계열에 대한 

프로파일들로 전환하였다. 장화음, 단화음, 감화음은 12 개의 음고 계열에 

따라 총 12 가지의 근음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화음, 단화음, 

감화음을 모두 포함하여 총 36 개의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며, 12 × 36 

크기의 행렬벡터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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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벡터의 화음 프로파일은 앞서 오디오로부터 추출되었던 HPCP 

행렬벡터와 함께 template-matching 을 위해 사용된다. 즉, 각 프레임에 

대해 12 × 1 크기의 열벡터로 이루어진 HPCP 와 화음 프로파일 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eicnt)를 구하게 된다. 상관계수 R 를 구하는 식은 

일반적으로 두 집합 간의 표본상관계수를 구해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눈 

식으로 Krumhansl 이 조 검출을 위해 사용하였던 식 1 과 같다. 이 때 x 와 

y 는 각각 한 화음의 하나의 음고 계열에 대한 화음 프로파일 열벡터와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HPCP 열벡터를 의미한다. 

각 HPCP 열벡터에 대한 상관계수 행렬이 구해지고 난 뒤 그 행렬의 

첫번째 열벡터만을 취하여, 열벡터의 맨 처음 벡터를 제외하고 두 번째 

벡터로부터 마지막 벡터까지의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찾는다.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의 위치의 인덱스(index)는 1 부터 36 이 될 수 있으며, 그 

인덱스가 해당 프레임이 지니고 있는 특정 음고계열의 특정 종류의 화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각 프레임에 대해 하나의 화음 인덱스가 부여되어, 

화음 인덱스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그래프가 그림 7 과 같이 최종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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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화음 검출이 완료된 결과 그래프 예시 그림 

 

 

제 2 절 조 검출 

              

3.2.1. 새로운 프로파일 설정  

 

본 연구에서는 규칙 기반 방식을 통하여 조 검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template-matching 기법에서 활용될 조 프로파일을 새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람 대상의 행동 실험으로부터 구축된 

Krumhansl 의 조 프로파일 및 실제 악곡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Budge 의 조 

프로파일과 더불어, Prince 와 Schmuckler 의 연구를 함께 참고한다.  

우선, 일반적인 음악 이론에 소개되어 있는 화성 위계에 따르면, 한 

음계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온음계적 화성은 기능에 따라 주 3 화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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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3 화음으로 나눌 수 있다[40, 41, 44-47]. 먼저, 주 3 화음(primary 

chord)에 해당하는 화음은 음계에서 1 번째와 4 번째, 그리고 5 번째 음을 

근음으로 두는 화음들로, 로마 숫자로 각각 “I”, “IV”, “V” 화음으로 표기될 

수 있다. 이들은 한 조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음악의 큰 뼈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음계의 1 번째 음이 근음인 

화음(I)은 으뜸 화음(tonic chord)으로 불리는데, 1 번째 음이 바로 음계의 

으뜸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조를 대표하는 화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음악의 화성적 맥락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으뜸 화음 

바로 다음으로 중요한 화음은 근음의 음고 계열이 5 번째인 화음(V)으로 

딸림 화음이라 불리며, 으뜸 화음을 가장 중요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음악의 맥락을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화음이다. 마지막으로 

딸림 화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버금딸림 화음(IV)은 음계의 4 번째 

음을 근음으로 두고 있다. 이 세 개의 주 화음들은 장조에서 모두 

장화음으로 로마 숫자일 경우 모두 대문자로 표기될 수 있다(i.e., I, IV, V). 

단조에서는 이끔음을 지닌 딸림 화음이 장화음인 대신 나머지 두 화음이 

모두 단화음으로, 이 두 화음은 로마 숫자로 표기할 때 소문자로, 딸림 

화음은 장조와 같이 대문자로 나타낸다(i.e., i, iv, V).  

두 번째 부류인 부 3 화음에 속하는 화음은 주 3 화음을 제외한 나머지 

온음계적 화음들로, 근음이 음계의 2 번째, 3 번째, 6 번째, 그리고 7 번째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들이다. 이들은 로마 숫자로 각각 “II”, “III”, “VI”, 

그리고 “VII”의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부 3 화음은 주 3 화음을 

대리하거나 모방함으로서 음악의 화성적 맥락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 3 화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를 지니고 있다. 장조의 

경우, 감화음인 VII 화음을 제외한 나머지 두 화음이 모두 단화음으로, 

표기는 “ii”, “iii”, “vi”, 그리고 “viio”가 된다. 단조에서는 II 화음과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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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이 감화음, III 화음과 VI 화음이 장화음으로 표기는 각각 “iio”, “III”, 

“vi”, 그리고 “viio”가 된다[15]. 3.1.3.1. 에서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단조의 

종류에 따라 부 3 화음의 갯수는 확장되어, 단화음인 ii 화음, 장화음인 IV 

화음, 그리고 감화음인 vio 화음이 추가될 수 있다. 장조와 단조에 따라 주 

3 화음과 부 3 화음으로 분류된 화음들은 표 3-1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분류 주 3 화음 부 3 화음 

장조 I, IV, V ii, iii, vi, viio 

단조 i, iv(IV), V iio(ii), VI(vi), viio 

 

표 3-1. 장조 및 단조의 주 3화음과 부 3화음 

 

위와 같이, 화음의 위계 혹은 기능적 중요도는 부류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Krumhansl 은 

사람이 한 음악의 조성감을 인지하기 위해 어떤 음 및 화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검증하고 위와 같은 음악 이론과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시행하였다 [15]. 즉, 사람이 음악의 조를 판단하는 과정을 모방하여 

기계적으로도 음악의 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단계였던 

것이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서 이후의 많은 조 검출 연구들에 의해 

인용 및 차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도 한 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측정한 이 연구를 중요하게 참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던 Krumhansl 의 화음 기반의 프로파일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Krumhansl 이 다 장조를 기준으로 가능한 모든 장화음, 단화음 및 감화음에 

대해 정리한 프로파일은 표 3-2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Temperley 가 지적했듯 음악 이론에서 설명하는 화성적 위계와 각 화음의 

인지적 중요도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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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 프로파일과 더불어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과정으로 밝혀진 

연구 자료를 함께 참고하기로 하였다.  

 

화음 장조 단조 화음 장조 단조 

C Major 6.66 (I) 5.30 f# minor 2.13 2.98 

C# Major 4.71 4.11 g minor 2.68 3.48 

D Major 4.60 3.83 g# minor 2.61 3.53 

Eb Major 4.31 4.14 (III) a minor 3.62 (vi) 3.78 

E Major 4.64 3.99 bb minor 2.56 3.13 

F Major 5.59 (IV) 4.41 b minor 2.76 3.14 

F# Major 4.36 3.92 c diminished 3.27 3.93 

G Major 5.33 (V) 4.38 (V) c# diminished 2.70 2.84 

Ab Major 5.01 4.45 (VI) d diminished 2.59 3.43 (iio) 

A Major 4.64 3.69 d# diminished 2.79 3.42 

Bb Major 4.73 4.22 e diminished 2.64 3.51 

B Major 4.67 3.85 f diminished 2.54 3.41 

c minor 3.75 5.90 (i) f# diminished 3.25 3.91 

c# minor 2.59 3.08 g diminished 2.58 3.16 

d minor 3.12 (ii) 3.25 g# diminished 2.36 3.17 

d# minor 2.18 3.50 a diminished 3.35 4.10 

e minor 2.76 (iii) 3.33 bb diminished 2.38 3.10 

f minor 3.19 4.60 (iv) b diminished 2.64 (viio) 3.18 (viio) 

 

표 3-2. Krumhansl이 다 장조를 기준으로 구축한 화음 기반의 조 프로파일 

[15]   

 

본 연구에서 참고하려는 연구는 바로 Budge 의 것으로, 그의 화음 기반 

조 프로파일은 실제 음악으로부터 경험적으로 획득된 빈도값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15, 48]. Budge 는 1800 년부터 1975 년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클래식 곡들을 선정하였는데, 이 곡들의 악기 구성은 오케스트라(orchestra), 

챔버(chamber) 등의 관현악, 피아노, 합창, 그리고 솔로(solo) 악기의 총 

5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Budge 는 이들을 구성하는 약 66,000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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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들을 모든 온음계적 화음 및 그들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7 화음과 

9 화음(i.e., 7 화음에서 한 음이 추가된 형태)으로 분류하여 각 화음의 실제 

등장 빈도를 구하였고, 이를 정상화시킨 값을 표로 정리하였다. 온음계적 

3 화음만을 정리한 표는 표 3-3 과 같다.  

 

장조 
I ii iii IV V vi viio 

41.79 8.35 1.35 8.45 31.68 5.27 2.76 

단조 
i iio III iv V VI viio 

40.37 6.9 1.25 10.59 31.76 4.88 3.73 

 

표 3-3. Budge 의 화음 기반 프로파일[49]을 바탕으로 구성된 각 화음의 

등장 확률             

 

본 연구에서는 이 Budge 의 조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Krumhansl 의 조 

프로파일을 변형하였다. 우선 표 3-3 에 나타나있는 장조와 단조 각각에 

대한 빈도값들을 정상화시켜, 모두 더했을 때 1 이 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상화 시킨 값들은 확률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udge 가 

조사한 화음의 종류는 온음계적 화음 및 3 화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 3-

3 만으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화음들을 다룰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ince 와 Schmuckler 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3-3 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Prince 와 Schmuckler 또한 Budge 와 마찬가지로, 실제 악곡에 등장하는 

화음의 갯수를 직접 조사하였다[49]. 이들이 조사한 악곡들은 대표적인 

작곡가로 선정된 Bach, Mozart, Beethoven, Chopin 의 악곡들로 총 

365 개이며, 이들을 구성하는 음의 갯수는 총 721,293 개이다. Princ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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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uckler 는 각 화음의 등장 빈도를 그 화음의 시간적 위치 혹은 

박(beat)에 따라서도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적인 빈도를 이용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조사할 화음 종류 중 3 화음만을 고려하였을 때, 

Budge 로부터 비롯된 결과인 표 3-3 에서 추가되어야 할 화음은 장조의 

경우 iio, iv, VI 화음이고 단조의 경우 iio, IV, vio 화음이다. 먼저, 장조에서 

추가되어야 하는 화음들은 다 장조를 기준으로 E 음이 Eb 음으로 대체될 

경우와 A 음이 Ab 음으로 대체될 경우에 등장할 수 있는 화음들이다. 

따라서, 전자의 음이 등장할 확률을 후자의 음이 등장할 확률로 전환하기 

위하여, Prince 와 Schmuckler 의 연구로부터 비롯된 A, E 음의 빈도수를 Ab, 

Eb 음의 빈도수로 나누어 배수를 구한 뒤 이를 Budge 의 연구 결과인 표 

3-3 에서 비롯된 ii, IV, vi 화음의 빈도값에 곱하였다. 단조의 경우에도 

추가될 화음들은 B(i.e., 이끔음), Ab 음이 Bb, A 음으로 대체될 경우에 

등장할 수 있는 화음들이므로, 장조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표 3-3 에서의 iio,  

iv, VI 화음의 빈도값을 변형시켰다.  

이렇게 장조와 단조 모두에 대해 Budge 의 결과를 확장시킨 뒤, 장조 

및 단조 각각에 대한 빈도값의 합이 1 이 되도록 다시 정상화시켰다. 그 

결과는 표 3-4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4 에 정리된 값들은 

결과적으로 장조 및 단조 각각에 대해 각 화음이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다. 

따라서, 표 3-2 와 같은 재구성된 Krumhansl 의 조 프로파일에 표 3-3 의 

확률값들을 곱함으로서, 인지적 중요도와 실제 악곡에서 등장하는 빈도를 

융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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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 

I ii iii IV V vi viio 

0.396 

0.079 

0.013 

0.080 

0.301 

0.050 

0.026 iio iv VI 

0.026 0.026 0.003 

단조 

i iio III iv V VI viio 

0.373 

0.064 

0.016 

0.100 

0.294 

0.045 

0.034 ii IV vio 

0.022 0.034 0.016 

 

표 3-4. Budge 의 화음 기반 프로파일[49]을 확장시켜 구성된 각 화음의 

등장 확률             

 

장조 

I ii iii IV V vi viio 

0.490 

0.046 

0.007 

0.083 

0.297 

0.034 

0.013 iio iv VI 

0.012 0.015 0.003 

단조 

I iio III iv V VI viio 

0.458 

0.046 

0.010 

0.094 

0.268 

0.042 

0.023 ii IV vio 

0.015 0.032 0.014 

 

표 3-5. Krumhansl 의 조 프로파일[15]과 Budge 의 화음 기반 

프로파일[49]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화음 기반 조 프로파일    

 

이로부터 비롯된 모든 결과값들을 장조 및 단조에 대해 정상화시켜, 각 

조성에 대한 가중치들의 합이 100 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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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본 시스템을 위해 조사된 모든 화음에 대한 가중치들을 정리한 

결과는 표 3-5 와 같으며, 이것이 바로 본 시스템을 위해 template-

matching 기법을 위해 사용될 화음 기반의 조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3.2.2. 윈도우 크기 설정  

 

오디오를 얼마나 작은 단위의 시간으로 쪼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과거의 조 검출 연구들 중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오디오 자체를 주파수역으로 분석(i.e., FFT 등)할 때에 대한 윈도우 크기를 

고민하여, 여러 가지 샘플 단위 혹은 시간 단위들을 검증하는 실험들을 

진행했다[28, 30, 34, 50-5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오디오를 분석하는 

최적의 윈도우 길이를 찾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조 검출 

연구에 있어서 풀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43].  

Papadopoulos 와 Peeters 의 연구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43]. 

다만 이들의 접근 방식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오디오 자체의 분석을 

위한 윈도우보다 이미 검출된 화음 정보를 취합하여 조 검출을 하기 위한 

윈도우의 적합한 크기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Papadopoulos 와 Peeters 의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음 정보와 화음 정보를 검출할 때 음악의 템포 및 

박자(beat)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특별히 음악 내에서의 화음의 

변화가 주로 마디의 강박(downbeat)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그들은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팝송(“Quaero 2009 test-set③”) 및 클래식 

악곡(“Piano Mozart test-set”; Mozart Piano Sonata KV 283, 309, 310, 

311)에 대한 두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세트를 사용하였다. 먼저 음 정보를 

                                            
③

http://www.quae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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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할 때, 전자의 세트에 대해서는 Peeters 의 박자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54], 후자의 세트는 연주 상 템포의 잦은 변화로 인해 박자의 

자동적인 검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손으로 박자에 대한 주석을 

달았다. 이렇게 검출한 박자는 곧 오디오를 쪼개는 단위가 되었고, 그 

단위에 기반하여 음 정보가 검출된 것이다. 화음 정보를 검출할 시에는 

마디와 강박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취득하기 위하여 HMM 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4/4 박자와 3/4 박자에 대한 모델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Papadopoulos 와 Peeters 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렇게 얻은 화음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윈도우의 크기를 마디 단위로 검증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즉, 음악마다 주어지는 다른 마디의 길이를 적용하여 윈도우 크기를 

최적화하는 것이 조 검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들은 마디 정보를 윈도우 크기를 적용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그리고 윈도우 크기로 가장 적합한 마디의 갯수에 대해 각각 

실험하였고, 결과적으로 마디 정보를 적용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으며, 그 길이는 2 마디 단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지어졌다.  

한편, Papadopoulos 와 Peeters 는 마디 정보만을 윈도우 크기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함께 지적하였다[43]. 그 예로, 같은 

시간적 길이를 지닌 두 팝송들이 조가 바뀌는 횟수가 19 번과 0 번으로 심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음악의 

화성적 맥락을 최적의 결과로 추측하기 위한 기준으로 물리적인 템포나 

시간 단위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임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가 바뀌는 현상 혹은 전조(modulation)의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물리적 템포의 차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화음이 

전환되는 속도의 차이 때문임을 추측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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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실험의 대상이 될 음악은 Chopin 의 Etudes Op.10 및 25 에 

수록된 총 24 개의 곡들로, 작곡가에 의해 특정 템포가 정해진 악곡임과 

동시에 음표의 시작 지점 혹은 온셋(onset)을 감지하여 박자를 검출하기에 

용이한 피아노 곡이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이 실험에서 악보에 표기된 

템포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주된 템포 혹은 BPM 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LabROSA 알고리즘④을 사용하였다. 화음이 전환되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앞서 3.1.2.에서 화음 검출 방법을 통해 얻은 화음 벡터 배열을 

이용하였다. 화음 전환 속도를 chord change speed 라고 하였을 때, 1 분동안 

벡터값이 바뀌는 지점의 횟수를 식 12 와 같이 계산하였다.  

 

Chord change speed =
𝑐 ∙ 60

𝑡
 

(식 12) 

 

c 는 한 음악에 대해 추출된 화음 벡터 값이 배열 내에서 바뀌는 횟수를 

의미하며, t 는 초(sec) 단위의 전체 음악 길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4 개의 곡들에 대한 악보 상의 템포와 실제로 별도의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템포, 그리고 화음이 전환되는 속도를 구한 값은 표 3-6 과 

같다. 악보 상의 템포는 BPM 과의 비교를 위해 모두 4 분음표를 기준으로 

재계산되었으며, 화음 전환 속도의 단위는 frame/minute(min.)이다.   

표 3-6 에 따르면, 악보 상 템포와 실제로 검출된 템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음의 전환 속도와 물리적 템포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악보 상의 템포가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실제 템포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제 템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같은 

템포를 가지고 있는 곡들의 화음 전환 속도가 같은 경우와 더불어 매우 

                                            
④ http://labrosa.ee.columbia.edu/projects/cover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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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실제 템포가 178.5714 

BPM 인 두 곡 Op. 10 No. 8 과 Op. 25 No. 4 를 보았을 때 화음 전환 

속도가 각각 61.1996 과 60.6737 BPM 으로 유사한 경우가 있는 반면, 실제 

템포가 131.5789 BPM 으로 같은 두 곡 OP. 10 No. 7 과 Op. 25 No. 3 의 

화음 전환 속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각각 82.4248 과 41.1664 frame/min.로 

약 2 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두 곡의 악보를 직접 비교했을 때에도 

시각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화음이 전환되는 속도가 물리적인 속도와 독립적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곡명 악보 상 템포 실제 템포 화음 전환 속도 

Op.10 No.1 176 170.4546 59.5822 

Op.10 No.2 144 163.0435 96.9776 

Op.10 No.3 100 110.2941 57.7853 

Op.10 No.4 176 174.4186 69.1433 

Op.10 No.5 116 120.9677 56.1473 

Op.10 No.6 103.5 133.9286 60.6213 

Op.10 No.7 126 131.5789 82.4248 

Op.10 No.8 176 178.5714 61.1996 

Op.10 No.9 144 133.9286 43.6356 

Op.10 No.10 228 258.6207 66.8272 

Op.10 No.11 76 85.2273 57.5991 

Op.10 No.12 160 208.3333 65.7430 

Op.25 No.1 104 96.7742 36.6426 

Op.25 No.2 224 252.1008 74.5907 

Op.25 No.3 120 131.5789 41.1664 

Op.25 No.4 160 178.5714 60.6737 

Op.25 No.5 184 200 52.2396 

Op.25 No.6 138 144.2308 66.7760 

Op.25 No.7 66 57.2519 46.1426 

Op.25 No.8 138 113.6364 54.1442 

Op.25 No.9 112 113.6364 76.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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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25 No.10 144-84-144⑤ 126.0504 85.3584 

Op.25 No.11 138 119.0476 55.2012 

Op.25 No.12 160 163.0435 43.0123 

 

표 3-6. Chopin 의 Etude Op. 10 및 Op. 25 총 24 곡에 대한 악보 상 

템포(quarter)와 실제 템포(BPM), 그리고 화음 전환 속도(frame/min)    

 

본 연구에서는 이에 입각하여, 윈도우 크기 설정의 기준으로 화음의 

빠르기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구한 화음 전환 속도를 이용하여 

윈도우 길이 ω를 구하는 방법은 식 13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𝜔 = 𝑐ℎ𝑜𝑟𝑑 𝑐ℎ𝑎𝑛𝑔𝑒 𝑠𝑝𝑒𝑒𝑑 ∙ 𝑖 

(식 13)  

      

i 는 윈도우의 크기를 화음 전환 속도와 비례하여 변환시키기 위해 

곱하게 되는 자연수로, 본 연구에서는 그 값으로서 1, 2, 4, 6, 8, 10, 12, 14, 

16 을 고려하고자 한다. 우선 1 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모두 짝수인 

이유는, 윈도우의 크기를 짝수로 만들어 윈도우의 절반 길이인 한발 크기가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i 값은 

실험을 통해 검증될 것이다. 

 

3.2.3. 검출 방법 

 

본 시스템은 각 음악의 화음 전환 속도에 비례하여 설정되는 윈도우 

크기와 새롭게 구축된 화음 기반 조 프로파일(표 2-3)을 활용하여 조 

                                            
⑤ 악곡의 중간에 템포가 바뀌는 구간이 두 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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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을 실시한다. 조 검출에 사용되는 기법은 화음 검출에서와 같은 

template-matching 기법이며, 그 계산 방식도 같다. 이에 앞서, 사전에 

검출되었던 화음 벡터 배열과 화음 기반의 조 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도록 각각의 형태를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화음 검출 단계에서로부터 비롯된 화음 벡터 배열은 화음 검출 

시 사용되었던 HPCP 행렬과는 다른 1 차원의 형태로, 본 시스템에서는 

화음 벡터 배열이 지닌 각각의 값을 하나의 열로 확장시켜 전체적으로 

행렬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 화음 벡터의 

값이 “4”라면, 36 개의 화음에 대한 36 × 1  크기의 열로 확장시켜 아래에서 

4 번째 행에 “1” 값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8 과 같다. 이와 같이 화음 벡터를 확장시키면, 36 개의 행을 지니고 전체 

시간 인덱스의 갯수만큼의 열을 가지는 행렬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림 8. 화음 벡터 배열을 행렬로 전환하는 과정 

 

화음 기반의 조 프로파일의 경우, 각각의 벡터는 화음의 가중치를 

대표하게 된다. 우선, 화음의 종류에 따라 프로파일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12 개의 음고 계열을 근음으로 두는 12 개의 모든 장화음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프로파일은 장화음에 대한 프로파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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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에 대해 장화음, 단화음, 감화음 각각에 대한 프로파일을 모두 모으면 

36 개의 벡터를 지니는 열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모든 장조 및 

단조에 대해 통합했을 때 최종적으로 36 × 24 크기의 행렬로 확장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차원이 일치된 화음 벡터와 화음 

기반 조 프로파일 간의 상관관계를 구함으로서 조를 검출한다. 상관계수 

R 을 구하는 식은 식 12 와 같으며, 이 단계에서도 역시 최대값이 위치한 

위치값이 조를 나타내게 되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음악 파일에 대한 조 

정보를 담은 배열이 조 검출 시스템의 결과로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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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새로운 규칙 기반 방식의 조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장은 두 가지의 

새로운 방식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조 검출을 위한 윈도우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들과 조 

프로파일의 종류에 따라 조 검출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제시한 화음 전환 속도가 정

확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더불어 새롭게 제시하는 프로파일이 기

존의 조 프로파일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장

을 통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된 조 검출 시스템의 효능성을 측정할 뿐

만 아니라, 조 검출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후 연구되어야 

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실험 방법 

 

4.1.1. 실험 척도  

 

본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척도는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척도는 relative correct overlap (RCO)으로, 이는 기본

적으로 정답(ground truth, GT)과 시스템 결과값이 서로 일치하는 구간의 

전체적인 길이(duration)를 지칭한다. 이 척도는 음악정보검색 분야에서의 

권위적 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Information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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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IR)”의 일부로서 개최되는 대회인 Music Information Retrieval 

Evaluation eXchange (MIREX)”에서 악보 필사(music transcription) 관련 

분야의 평가 척도로서 활용되어 왔다. 몇몇의 조 검출 연구들도 이 척도를 

통해 그들이 제시한 시스템의 검증을 진행했다[29, 54]. 본 연구에서는 de 

Haas가 그의 연구에서 RCO를 계산한 방식을 차용하여, 샘플 단위로 정답

과 결과값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전체 샘플의 갯수로 나눈 값을 RCO

로서 어림잡고자 한다.   

두 번째 실험 척도는 Precision, Recall, 그리고 F-measure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조 검출 연구들에 의해 전조 위치의 정확도 혹은 분류 정확도

(segmentation accuracy)의 척도로서 사용되었다. 먼저 Pricision은 결과값을 

기준으로 정답이 결과값에 상당할 확률로서 계산될 수 있으며, Recall은 정

답을 기준으로 결과값이 정답에 상당할(relevant) 확률로서 계산될 수 있다

[39]. F-measure(F)는 Precision(P)과 Recall(R)을 통해 식 14와 같은 과정

으로 계산될 수 있다.  

 

F = 2 ∙
𝑃 ∙ 𝑅

𝑃 + 𝑅
 

(식 14) 

 

조 검출 시스템의 검증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

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 일정 범위를 역치(threshold)로 설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역치는 “tolerance window(ω)”로 불릴 수 있다[40]. 이 역치 안

에 결과값의 경계가 떨어진다면, 이는 정답에 상당한 경우라고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Chai와 Vercoe는 이 ω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 그것의 크기가 

10 프레임일 때와 80 프레임일 경우에 대해 실험한 바가 있으며 이들도 오

디오를 최초로 분석할 때 본 시스템에서와 유사하게 11KHz을 샘플링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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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음 정보를 다시 일정 크기의 윈도우로 

취합하여 분석하여 전체적인 결과값 프레임의 갯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Chai와 Vercoe가 고려하였던 최대값인 80을 ω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4.1.2. 실험 방법 

 

4.1.2.1. 실험 대상 

 

먼저, 본 실험에서 인풋으로서 사용될 음악 데이터베이스는 총 34곡의 

클래식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르를 클래식 음악으로 선정한 이유는 악곡 

내에서 전조가 일어나는 경우가 음악적 형식이나 의미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40, 44]. 이 곡들은 총 두 세트로 나뉜다. 첫 번째 

세트는 18곡의 피아노 소나타 악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Piano Sonata Set” 

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이들은 Mozart, Beethoven, 그리고 Brahms에 의해 

작곡된 악곡들이다. 우선 피아노 소나타를 선정한 이유는 형식에 따라 전조

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형식이기 때문이며[43], 작곡자들은 각각 고전

(Classical Era)과 낭만(Romantic Era)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

정되었다. 세트에 속한 악곡들은 각 작곡자의 첫 세 개의 소나타에 속해 있

는 첫 번째 악장과 두 번째 악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음악 세트는 

인터넷 상의 음원 구매 사이트 중 하나인 “Amazon.com”으로부터 비롯된 

세트로, 실험 대상의 객관성을 위해 선정되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곡들을 소개하는 차트로부터 20곡이 최

초로 선정되었지만, 중복되거나 악보를 구할 수 없어 배제된 4곡을 제외하

여 총 16곡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실험에 쓰인 모든 곡들의 제목과 작곡가

를 정리한 표는 표 4-1과 같다. 각 음악에 대한 정답은 3명의 작곡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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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손으로 직접 표기한 뒤 별도의 프로그램인 GoldWave를 통해 시간 

인덱스가 부여됨으로서 제작되었다.   

 

Piano Sonata Set (18곡) Amazon Set (16곡) 

Mozart, Piano Sonata No. 1 Mov. 1  Mozart, Ave verum corpus, K.618 

Mozart, Piano Sonata No. 1 Mov. 2 
Rachmaninoff,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 43  

Mozart, Piano Sonata No. 2 Mov. 1 
Vivaldi, The Four Seasons: L'Inverno (Winter) - 

I. Allegro 

Mozart, Piano Sonata No. 2 Mov. 2 Bach, 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 565 

Mozart, Piano Sonata No. 3 Mov. 1 Rachmaninoff, Songs, Op. 34, Vocalise No. 14 

Mozart, Piano Sonata No. 3 Mov. 2 
Mozart, Concerto No. 21 for Piano and 

Orchestra, K.467 in C - Andante 

Beethoven, Piano Sonata No. 1 Mov. 1 
Beethoven, Piano Sonata No. 8 In C minor, Op. 

13 "Pathetique" - II Adagio cantabile 

Beethoven, Piano Sonata No. 1 Mov. 2 

Mozart, Sinfonia Concertante in E-flat Major for 

Violin, Viola and Orchestra, K. 364 (320d) - III. 

Presto 

Beethoven, Piano Sonata No. 2 Mov. 1 
Beethoven, 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 

Hallelujah 

Beethoven, Piano Sonata No. 2 Mov. 2 
Vivaldi, The Four Seasons: L'Autunno (Autumn) 

- I. Allegro 

Beethoven, Piano Sonata No. 3 Mov. 1  Gottschalk, Grand Tarantelle 

Beethoven, Piano Sonata No. 3 Mov. 2 
Chopin,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 II Romance. Larghetto 

Brahms, Piano Sonata No. 1 Mov. 1 Beethoven, "Fur Elise" Bagatelle, WwO 59 

Brahms, Piano Sonata No. 1 Mov. 2 
Rachmaninoff, Prelude in C-Sharp Minor, Op. 3 

No.2 

Brahms, Piano Sonata No. 2 Mov. 1 
Bach, Oboe Concerto in G minor, BWV 1056 - 

Largo 

Brahms, Piano Sonata No. 2 Mov. 2 
Mozart, Violin Sonata No. 32 in B flat major, K. 

454 - I. Largo: Allegro 

Brahms, Piano Sonata No. 3 Mov. 1 - 

Brahms, Piano Sonata No. 3 Mov. 2 - 

 

표 4-1. 실험의 입력으로서 사용될 총 34개의 클래식 악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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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실험 구성  

 

본 실험의 구성은 총 하나의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험의 결과는 

총 두 가지의 관점으로 분석될 것이다. 첫 번째 관점은 화음 정보를 취합하

여 조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될 윈도우의 크기를 설정하는 기준에 따른것이

다. 이는 각 음악의 화음 전환 속도에 따라 윈도우 크기를 달리 하는 것이 

조 검출 시스템의 정확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각 음악의 화음 전환 속도에 따라 가변적인 윈도우 크기를 지닐 

때와 음악에 관계 없이 고정되는 윈도우 크기를 지닐 때에 대해 조 검출 성

능을 살펴보고 서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윈도우의 크기가 가변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윈도우의 크기를 화음 전환 속도에 비례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속도값에 곱해야 하는 변수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실험하였다. 즉, 

식 13의 i를 위한 값이 1, 2, 4, 6, 8, 10, 12, 14, 16일 경우에 대해 모두 실험

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윈도우의 크기가 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윈도

우의 길이가 각각 10초일 때와 30초일 때에 대해 실험하였다[43]. 결과적으

로, 윈도우가 가변적일 9가지의 경우와 고정된 2가지의 경우 모두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관점은 조 프로파일의 종류에 

따른 것으로,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새로 구성한 화음 기반 조 프로파일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조 프로파일의 종류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새로운 프로파일과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구축되었던 프로파일

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실험의 대조군으로서 채택된 조 프로파일들은 

Krumhansl과 Budge에 의한 화음 기반 프로파일로 표 2-1 및 표 2-2와 같

으며[15], 이 두 프로파일 각각 화음들의 인지적인 특성과 경험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즉, 총 3 개의 프로파일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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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을 시각적으로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Krumhansl, Budge, 그리고 새로 제안된(Proposed) 프로파일의 가중

치 비교 그래프   

 

본 실험에서는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윈도우 길이 및 조 프로파일에 

대해 각각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들을 조 검출 시스템에 모두 적용하거나 전

자 및 후자의 방식만 적용하거나 이들 모두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을 살펴보고 그 값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실험

에서는 총 34개의 곡에 대한 RCO와 Precision, Recall, 그리고 F-measure

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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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및 분석  

 

4.2.1. 윈도우 크기  

 

본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첫 번째 관점은 윈도우 크기가 가변적인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다. 즉, 윈도우 크기가 가변적인 9가지의 

경우와 가변적이지 않은 2가지의 경우를 모두 비교하였으며, 이는 3가지의 

조 프로파일 모두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우선, 두 가지의 실험 척도 중 

RCO를 각 경우에 따라 도출하여 비교해보았다. 첫 번째 경우는 윈도우 크

기에 대해서만 도출하는 것으로, 조 프로파일 및 세트 종류에 상관없이 각 

윈도우 크기에 대해 모두 평균내어 RCO값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경우는 

세트의 종류를 기타 변수로 두어 평균을 낸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결과는 표 4-2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는 각 프

로파일이 기타 변수일 경우로, 표 4-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F-measure에 

대해서도 총 세 가지의 경우로 값을 도출하였다. 모든 음악 및 각 음악 세

트에 따라 F-meaasure를 평균 낸 결과에 대해서는 표 4-4와 같이, 프로파

일의 종류에 따라 평균 낸 결과에 대해서는 표 4-5와 같이 정리하였다.  

 

RCO 각 세트 및 전체 

윈도우 길이 Amazon Set Piano Set 전체 

윈도우 길이가 

고정될 경우 

10초 0.6627 0.5671 0.6149 

30초 0.7454 0.6496 0.6975 

윈도우 길이가 

가변적일 경우 

𝑖 = 1 0.6600 0.5731 0.6166 

𝑖 = 2 0.7032 0.6346 0.6689 

𝑖 = 4 0.7110 0.6714 0.6912 

𝑖 = 6 0.7460 0.6712 0.7086 

𝑖 = 8 0.7274 0.6567 0.6920 

𝑖 = 10 0.7159 0.6401 0.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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𝑖 = 12 0.6826 0.6555 0.6690 

𝑖 = 14 0.6683 0.6287 0.6485 

𝑖 = 16 0.6883 0.6281 0.6582 

 

표 4-2. 각 세트 및 전체에 대한, 윈도우 크기가 고정될 경우(10, 30초)와 

화음 전환 속도에 따라 가변적일 경우(i = 1, 2, 4, 6, 8, 10, 12, 14, 16)의 평

균 RCO 값 비교 표  

 

RCO 프로파일 종류 

윈도우 길이 Proposed Budge Krumhansl 

윈도우 길이가 

고정될 경우 

10초 0.6136 0.6169 0.6142 

30초 0.6898 0.7136 0.6890 

윈도우 길이가 

가변적일 경우 

𝑖 = 1 0.6122 0.6190 0.6185 

𝑖 = 2 0.6646 0.6782 0.6639 

𝑖 = 4 0.6899 0.7116 0.6722 

𝑖 = 6 0.7132 0.7312 0.6814 

𝑖 = 8 0.7009 0.6995 0.6757 

𝑖 = 10 0.6650 0.6924 0.6767 

𝑖 = 12 0.6562 0.6867 0.6642 

𝑖 = 14 0.6653 0.6590 0.6212 

𝑖 = 16 0.6533 0.6690 0.6523 

 

표 4-3. 각 프로파일에 대한, 윈도우 크기가 고정될 경우(10, 30초)와 화음 

전환 속도에 따라 가변적일 경우(i = 1, 2, 4, 6, 8, 10, 12, 14, 16)의 평균 

RCO 값 비교 표  

 

F-measure 각 세트 및 전체 

윈도우 길이  Amazon Set Piano Set 전체 

윈도우 길이가 

고정될 경우 

10초 0.5922 0.5686 0.5804 

30초 0.6469 0.5907 0.6188 

윈도우 길이가 

가변적일 경우 

𝑖 = 1 0.6129 0.5350 0.5739 

𝑖 = 2 0.6043 0.5464 0.5754 

𝑖 = 4 0.5125 0.5312 0.5219 

𝑖 = 6 0.4197 0.4761 0.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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𝑖 = 8 0.2851 0.3847 0.3349 

𝑖 = 10 0.3058 0.2906 0.2982 

𝑖 = 12 0.2302 0.3013 0.2658 

𝑖 = 14 0.1366 0.2946 0.2156 

𝑖 = 16 0.1012 0.2596 0.1804 

 

표 4-4. 각 세트 및 전체에 대한, 윈도우 크기가 고정될 경우(10, 30초)와 

화음 전환 속도에 따라 가변적일 경우(i = 1, 2, 4, 6, 8, 10, 12, 14, 16)의 평

균 F-measure 값 비교 표  

 

F-measure 프로파일 종류 

윈도우 길이  Proposed Budge Krumhansl 

윈도우 길이가 

고정될 경우 

10초 0.5944 0.5677 0.5791 

30초 0.6484 0.6311 0.5770 

윈도우 길이가 

가변적일 경우 

𝑖 = 1 0.5953 0.5660 0.5605 

𝑖 = 2 0.5798 0.5508 0.5956 

𝑖 = 4 0.5379 0.5215 0.5062 

𝑖 = 6 0.4820 0.4299 0.4318 

𝑖 = 8 0.3824 0.3081 0.3142 

𝑖 = 10 0.3466 0.2968 0.2511 

𝑖 = 12 0.2857 0.2741 0.2376 

𝑖 = 14 0.2576 0.2009 0.1883 

𝑖 = 16 0.2132 0.1510 0.1769 

 

표 4-5. 각 프로파일에 대한, 윈도우 크기가 고정될 경우(10, 30초)와 화음 

전환 속도에 따라 가변적일 경우(i = 1, 2, 4, 6, 8, 10, 12, 14, 16)의 평균 F-

measure 값 비교 표  

 

먼저, RCO에 대해 정리된 첫 번째 결과인 표 4-2에 따르면, 세트 종류 

및 전체 음악에 대한 최대값들이 윈도우의 길이가 가변적인 경우에 모두 존

재한다. 특히, Amazon Set의 경우에는 화음 전환 속도에 곱해지는 설정 변

수가 6일 때, Piano Set의 경우에는 설정 변수가 4일 때 RCO가 가장 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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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든 음악의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설정 변수가 6일 때 가장 

높은 RCO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조 프로파일의 종류에 따라 평균을 내어 

정리한 표 4-3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 제안한 프로파일

을 사용한 경우에는 설정 변수가 6일 경우 모든 음악에 대한 RCO의 평균 

값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Budge의 프로파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

다. 반면에, Krumhansl의 프로파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윈도우의 길이가 30

초로 고정되어 있었을 때 RCO 평균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두 프로파일에 대한 최대 RCO 평균 값이 Krumhansl의 프로파일에 대한 

그것보다 높으므로, 결론적으로 윈도우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그 설정 변수

가 6일 때 RCO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으로, F-measure에 대해 정리된 첫 번째 결과인 표 4-4에서는 비

교적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음악 세트의 종류 및 전체 음악에 대해 

F-measure를 평균내었을 때, 모든 경우에서 윈도우의 길이가 30초로 고정

된 경우가 가장 높은 결과값을 보인다. 프로파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표 

4-5에서도, 새로 제안한 프로파일과 Budge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윈도우의 

길이가 30초로 고정되었을 때 가장 높은 F-measure 값을 보이고 있다. 

Krumhansl의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윈도우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설정 변수

가 2일 때 최대 F-measure 값을 지니고 있지만, 그 크기는 다른 두 프로파

일의 그것보다 작으므로 결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2.2 프로파일 종류  

 

실험 결과를 살펴보는 두 번째 관점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조 프로파

일의 종류에 따른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새로 제안하는 조 프로파일과 

기존에 구축된 두 종류의 조 프로파일을 조 검출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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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윈도우 길이를 살펴볼 때와 마

찬가지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첫 번째 및 두 

번째 경우는 RCO를 34개의 곡들에 대한 평균내었을 때와 각 세트에 대해 

평균내었을 때에 대한 것이며 그 결과는 표 4-6과 같이 정리되었다. 세 번

째 경우는 윈도우 길이가 기타 변수일 경우로, 그 결과는 표 4-7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F-measure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모든 곡과 각 세트에 대한 평균 F-measure 값은 표 4-8과 같이, 윈도우 길

이에 따른 평균 F-measure 값을 표 4-9와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모든 음악 및 각 세트에 따라 RCO를 조사한 표 3-6을 살펴보았

을 때, 음악 세트에 관계 없이 Budge의 조 프로파일을 사용한 경우에 다른

가장 큰 RCO 평균 값이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새로 제안한 프로파일을 

사용했을 때의 RCO는 Amazon Set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컸으며, Piano Set

에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론적으로는 Budge의 프로파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RCO 평균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윈도우 길이에 따라 분

류한 표 3-7에서 또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윈도우의 길이가 가변

적이고 설정 변수가 8과 14일 때를 제외하고는 Budge의 조 프로파일을 사

용하였을 때 다른 두 프로파일보다 높은 RCO 평균 값을 보이고 있다. 결과

적으로는, 본 시스템을 통해 조 검출을 할 때 Budge의 조 프로파일이 다른 

두 프로파일보다 높은 RCO 값을 도출시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RCO 프로파일 종류 

각 세트 및 전체 Proposed Budge Krumhansl 

Amazon Set 0.7070 0.7177 0.6782 

Piano Set 0.6247 0.6417 0.6362 

전체 0.6658 0.6797 0.6572 

표 4-6. 각 세트 및 전체에 대한, 세 종류의 프로파일을 사용한 경우의 평

균 RCO 값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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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O 프로파일 종류 

윈도우 길이 Proposed Budge Krumhansl 

윈도우 길이가 

고정될 경우 

10초 0.6136 0.6169 0.6142 

30초 0.6898 0.7136 0.6890 

윈도우 길이가 

가변적일 경우 

𝑖 = 1 0.6122 0.6190 0.6185 

𝑖 = 2 0.6646 0.6782 0.6639 

𝑖 = 4 0.6899 0.7116 0.6722 

𝑖 = 6 0.7132 0.7312 0.6814 

𝑖 = 8 0.7009 0.6995 0.6757 

𝑖 = 10 0.6650 0.6924 0.6767 

𝑖 = 12 0.6562 0.6867 0.6642 

𝑖 = 14 0.6653 0.6590 0.6212 

𝑖 = 16 0.6533 0.6690 0.6523 

 

표 4-7. 윈도우 길이에 대한, 세 종류의 프로파일을 사용한 경우의 평균 

RCO 값 비교 표 

 

F-measure 프로파일 종류 

각 세트 및 전체 Proposed Budge Krumhansl 

Amazon Set 0.4370 0.4662 0.3758 

Piano Set 0.4983 0.4594 0.4275 

전체 0.4677 0.4628 0.4017 

 

표 4-8. 각 세트 및 전체에 대한, 세 종류의 프로파일을 사용한 경우의 평

균 F-measure 값 비교 표 

 

F-measure 프로파일 종류 

윈도우 길이 Proposed Budge Krumhansl 

윈도우 길이가 

고정될 경우 

10초 0.5944 0.5677 0.5791 

30초 0.6484 0.6311 0.5770 

윈도우 길이가 

가변적일 경우 

𝑖 = 1 0.5953 0.5660 0.5605 

𝑖 = 2 0.5798 0.5508 0.5956 

𝑖 = 4 0.5379 0.5215 0.5062 

𝑖 = 6 0.4820 0.4299 0.4318 

𝑖 = 8 0.3824 0.3081 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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𝑖 = 10 0.3466 0.2968 0.2511 

𝑖 = 12 0.2857 0.2741 0.2376 

𝑖 = 14 0.2576 0.2009 0.1883 

𝑖 = 16 0.2132 0.1510 0.1769 

 

표 4-9. 윈도우 길이에 대한, 세 종류의 프로파일을 사용한 경우의 평균 F-

measure 값 비교 표 

 

반면, 표 4-8 및 표 4-9에 따르면 F-measure에 대해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표 4-8에서는 Amazon Set에 대해서는 Budge의 조 프로

파일이 가장 높은 F-measure 값을 보이고 있지만 Piano Set에서는 새로 제

안한 프로파일을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결과값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

론적으로는 모든 음악에 대한 평균 F-measure 값은 새로 제안한 프로파일

을 사용했을 때 가장 높게 도출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9를 살펴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그 설정 변수가 2일 경

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윈도우 길이에서 새로 제안한 프로파일이 가장 높

은 F-measure 값을 도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윈도우 길이에 상관

없이 새로 제안한 프로파일이 다른 두 프로파일에 비해 높은 F-measure 값

을 도출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다.       

 

4.2.3. 종합  

 

위와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RCO 혹은 조 검출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윈도우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그 설정 변수가 6일 때, 그리고 Budge의 프로파일을 사용할 때 가장 최상의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윈도우의 길이가 가변적일 경우에는, 실제 

악곡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적인 가중치에 의한 조 프로파일이 조 검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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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반면에, F-measure 혹은 조가 변화하는 지점을 

정확히 감지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윈도우의 길이가 30초로 고정적임과 동

시에 새로 제안한 프로파일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결과를 도출한다. 이는 

화음이 전환하는 속도가 전조의 경계를 명확히 감지하는 것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두 척도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윈도우 길이 및 프로파일에 관하여 새로 

제안하는 각각의 방식들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에는 최상의 결과를 보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대신, 각각의 방식을 기존의 방식과 함께 적용할 경우에 

조 검출의 정확도 및 전조 경계의 감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윈도우 길이와 프로파일 종류에 따라 정리

된 두 척도에 대한 결과는 각각 그림 10 및 그림 11으로 나타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그림 10을 살펴보았을 때 윈도우 길이

가 가변적일 경우 설정 변수가 줄어듦에 따라 F-measure가 비례하여 줄어

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윈도우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조의 경

계를 더 높은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윈도우 길이 및 프로파일의 종류에 따른 RCO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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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윈도우 길이 및 프로파일의 종류에 따른 F-measur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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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mazon Set가 더 높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Amazon Set에 포함된 일

부 곡들이 단일 조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RCO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Amazon Set에서 단일 조로 구성된 

곡들을 제외하고 다시 평균을 내어보았을 때에도, 평균 RCO 값이 0.6462

로 여전히 Piano Set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결국, 전조가 음악의 형식

에 의해 여러 번 발생하는 피아노 소나타 곡으로만 이루어진 Piano Set이, 

단조로운 구성의 곡들이 포함된 Amazon Set에 비해 조 검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F-measure에서 Amazon Set보다 Piano Set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Amazon Set에 포함된 곡들이 더 다양한 악기 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소리의 시작 혹은 온셋

(onset)이 명확한 피아노로 연주된 곡들로만 이루어진 Piano Set이, 온셋이 

명확하지 않은 현악기 혹은 화성 분석에 어려움을 주는 노이즈를 많이 포함

하는 타악기로 연주된 곡들이 포함된 Amazon Set에 비해 화성 분석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음악의 구성 및 편성 

악기의 종류 또한 조 검출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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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오디오 파일 형태의 음악에서 자동적으로 조를 검출하기 위

한 규칙 기반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

었다. 음악정보검색 분야에서 음악 구조의 정확한 분석의 일환으로서 중요

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조 검출 분야는 그 방식의 정확도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활발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

야의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특별히 규칙 기반 방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조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 검출 연구로부터 쓰였던 방식들을 십분 차용

하여, 오디오 파일로부터 음 정보와 화음 정보를 검출한 뒤 그로부터 다시 

조를 검출하는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조를 검출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는 조를 검출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검

출되는 화음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윈도우의 크기를 인풋에 따라 최적화시

키는 기준 및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화음이 전환되는 속도를 제시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음악마다 다른 윈도우 

길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조 검출을 위한 

template-matching 기법에 사용될 조 프로파일을, 기존의 조 프로파일을 이

용하여 새롭게 구축하였다. 행동 실험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던 Krumhansl의 

조 프로파일과 실제 음악에서의 등장 빈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Budge의 

조 프로파일을 접목시켜, 특정 조를 인지하기 위한 각 화음의 중요도와 실

제로 각 화음이 등장한 빈도를 절충한 화음 기반 조 프로파일을 생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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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제안한 두 가지 방식의 효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하

나의 실험을 진행하여, 본 시스템을 통해 클래식 악곡들의 조를 검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먼저 화음 전환 속도를 기준으로 윈도우 길이를 가변적으

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화음 전환 속도를 이용하는 것

은 조 검출의 정확도 자체에 도움을 주는 대신, 전조의 시간적 경계를 정확

히 맞추는 것에는 윈도우 길이를 고정시킬 때보다 상대적으로 난조를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새로 제안한 프로파일의 성능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존의 두 가지 조 프로파일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새로 

제안한 조 프로파일로부터 전조의 시간적 경계를 검출하는 것이 다른 두 프

로파일보다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었으나, 조 검출의 정확도는 실제 음악

에서의 빈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던 조 프로파일이 더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방식을 동시에 적용

할 때에는 정확한 조 검출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각각의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함께 적용될 때에 조 검출의 성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의 형식 및 악기 편성도 조 검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 의의 

 

본 연구는 음악에서의 조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

한 기술적 개선을 시도한 것뿐만 아니라 음악의 화성적 맥락에 대한 이론적, 

인지적, 그리고 실질적 관점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고찰

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시스템을 위해 제안한 방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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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 전환의 속도를 음악 분석의 단위에 적용하려 했던 점은, 일반적으로 

음악을 물리적인 속도에 의해 분류하려고 했던 대부분 연구들의 관점으로부

터 벗어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화음 기반 조 프로파

일이 한 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면, 본 시스템을 위해 새로 제

안된 프로파일은 경험적인 관점과 인지적인 관점을 함께 반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연구들과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음악정보검색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적 연구로서, 

음악 이론과 음악학, 그리고 공학이 함께 어우러져 음악이라는 예술 매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융통적인 기술 구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

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검증을 시도한 시

스템을 통해, 음악에서의 조 검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추후 관련 연구 분야에 학문적으로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음악 검색 및 소비 관련 어플리케이션

에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기술적 통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제 3 절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를 위해 검증 대상이 되었던 악곡의 개수 및 악기 구성

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본 실험을 위해 수집된 곡들의 대부분이 

피아노 곡으로, 다른 악기로 연주된 곡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그 양이 충분치 않아 악기 구성

이 편향되어 있었던 것이다. 악곡의 개수 또한 50개 이하로, 시스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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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 성능을 일반화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조를 직접 검출할 음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

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갈 음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

악적 특징과 조 검출에 잘못된 조를 검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

는지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악곡은 음악적

으로 전개되는 방식이 수직적(vertical) 혹은 호모포니적(homophonic)이거나 

수평적(horizontal)일 수 있다. 이는 음악 안에 반음계적인 음들이 등장할 수 

있는 빈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특히 수평적일 경우 선율이 순

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해당 화성에 포함되지 않은 음들이 자주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결과적으로 화음을 검출할 때 오류를 발생시킬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매우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출 대상으로 쓰일 악곡들의 음악적 구성

(texture)을 분석하여, 구성이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임에 따라 조 검출 시스

템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새로 제안한 조 프로파일 및 윈도우 길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프로파일의 가중치 및 윈도우 길이의 설정 기준에 대한 

고찰 방향을 구체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 검증을 위

한 악곡의 개수를 늘리고 악기의 구성에 따른 곡 종류를 확장시켜야 할 것

이다. 피아노 뿐만 아니라 현악기, 관악기, 오케스트라 등 악기의 편성을 체

계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변수로 통제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조 검출 

시스템 설계에 있어 음악적 특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 검출 시스템에 융통성을 더하

고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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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hor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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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resent day, digital media has developed to a point where people 

can search and access numerous music sounds at once. For analyzing the 

soundtracks in more effective way, the main research topic that has been 

risen is to analyze the music structure, and the element that is most 

interrelated to this topic is the key in music. Key refers to the harmonic 

context of part or the whole music and has a large impact on understanding 

or categorizing the music's atmosphere and structure.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f key detection from music, but 

systems that have been suggested have hit a limit in deducing the key with 

high stability and accuracy. The improvement of key detection system 

remains an important assignment today. Related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rule-based methods and statistics-based methods. The latter method is 

rapidly developing from the recent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However this method has a disadvantage in difficulty of securing 

data and risk of overfitting. There is a limit to detecting key with solely 

depending on statistic-based methods, which suggests that rul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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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needs to develop as well. Moreover, recent studies of key detection 

using hierarchy of harmony have implied the potential of rule-based 

methods. Instead, these studies usually used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or symbolized data such as text to verify the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re has to be research done on building a system to detect 

keys from real soundtrack and on how to develop rule-based methods for 

such system.  

This research bases on such need to suggest a new key detection system 

for rule-based method using music's harmony information and verify its 

performance using real soundtracks.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two stages 

as shown here. First stage suggests the system to quantitatively extract the 

temporal harmony information from the collected soundtrack and detect the 

local key of the soundtrack using that harmony information. The second 

stage compares newly suggested methods related to building the system and 

existing methods, and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each method. This research 

not only provides scientific contributions to the music structure analysis and 

Music Information Retrieval field but also is expected to become a 

technological foundation for design of applications that can help using 

soundtracks more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consumers' purposes.   

 

Keywords : Key Detection, Local Key, Harmony, Harmonic Hierarchy, 

Rule-based Method, Template-mat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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