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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특집 : 오디오 기술

요 약

다성 음악 신호의 주요 멜로디 검출 기술은 프레임 단위로

다중 피치를 검색하고 멜로디 피치를 선택하여 최종 멜로디

를 검출한다. 그러나 다중 피치 검색의 한계와 피치 검색에

서의 더블링(doubling)과 하빙(halving) 등으로 인하여 멜로디

피치 검출의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다

성 음악의 주요 멜로디 검출 과정은 프레임 사이의 멜로디

피치를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멜로디 피치를 보정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다성 음악 신호에서 프레임 단위

로 검출된 멜로디 피치를 보정하여 주요 멜로디 검출의 정확

도를 추가로 향상시키는 기술들을 소개한다. 다양한 기술들

을 접근 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고, 대표적인 기술의

검출 정확도 향상 성능을 간단히 정리한다

Ⅰ. 서 론

오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신호에 포함

되어 있는 음악의 구성 성분을 검출하는 기술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대표적

인 응용분야의 예로, 음악 신호의 자동 악보 변환

(music transcription), 내용 기반 음악 검색, 음악

장르(genre) 분류, 음악 감성 인식, 음악 내용 표현,

음악 표절 검색, 허밍 질의(query by humming) 등

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 오디오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특성(feature) 파라미터를 정

확히 검출하는 것이 핵심이고, 대표적인 특성 파라

미터로 주요 멜로디(predominant melody), 리듬

(rhythm), 템포(tempo), 시간(temporal) 강약, 음

색(timbre)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대표적

인 오디오 특성 파라미터인 주요 멜로디의 검출 기

술에서 멜로디 피치 검출 후에 추가로 정확도를 향

상시키는 기술들을 소개 한다.

일반적인 오디오 신호는 사람의 목소리를 포함하

여 다양한 악기에 해당하는 음원(sound source)이

합성된 다성 음악(polyphonic music) 신호이다.

오디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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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로 다른 멜로디를 표현하는 여러 신호가 혼합

된 결과이며, 이는 하나의 음원에 의한 단음(single

note) 멜로디만을 가지는 단성 음악(monophonic

music) 신호와 구별된다. 다성 음악 신호에서는 각

시간 영역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음이 동시에 나타

나므로 각 음에 해당하는 피치를 모두 검색하는 것

이 핵심이다. 이와 같이 다성 음악 신호에서 여러

개의 피치를 검출하는 기술을 다중 피치(multi-

pitch) 검출 기술이라 하며, 대표적인 다중 피치 검

출 기술은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1>은 일반적인 주요 멜로디 검출 방법의

구조이다. 먼저, 다중 피치 검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입력 신호에 포함된 멜로디 피치의 후보자들을 추

출한다. 다음, 추출된 멜로디 피치 후보자 중에서

멜로디 피치를 검출하여 1단계 주요 멜로디를 결정

하고, 마지막으로 프레임 사이의 피치 분석을 통하

여 멜로디 피치 검출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최종 멜

로디를 검출한다. 주요 멜로디 검출 방법의 일반적

인 구조에서 주요 멜로디 검출의 정확도 향상 과정

은 다중 피치 검색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치 검색 과

정에서 발생하는 피치값의 더블링(doubling)과 하

빙(halv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본 고에서는 다성 음악 신호에서

검출된 주요 멜로디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들

을 소개한다. 다양한 기술들을 접근 방식에 따라 분

류하여 설명하며, 대표적인 기술의 검출 정확도 향

상 성능을 간단히 정리한다.

Ⅱ.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 향상
기술

주요 멜로디 검출의 정확도 향상 기술을 멜로디

규칙에 의한 방법과 신호 확률 모델 방법으로 분류

하여 설명한다.

1. 멜로디 규칙 기반 방법

멜로디 규칙 기반 방법은 2가지 가정을 전제로

진행된다. 

•검색된 다중 기본 피치 중에서 주요 멜로디 피

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나타낸다.

•다성 음악에서 주요 멜로디 피치는 이웃한 프레

임의 기본 피치와 연속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2>는 Goto가 제안한 다중 트랙 구조이며,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의 PDF

다성 음악 신호의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 향상 기술

<그림 1> 주요 멜로디 검출 방법의 일반적인 구조

<그림 2> Goto가 제안한 다중 에이전트 구조 (from [2], Fig. 6)

□ 윤제열, 송재종*, 이석필*, 박호종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전자부품연구원

02본본:02본본  11. 12. 5.  본본 10:54  Page 85



86 방송공학회지 16권 4호

510 특집 : 오디오 기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우세한 피크

성분을 기본 주파수 후보자로 선정하고 다중 트랙

구조를 사용한다. 최종 멜로디 주파수는 주요 특징

과 신뢰성 측정을 기반으로 가장 우세한 에이전트

(agent)를 선정한다[2]. 가장 우세하고 안정적인 기

본 주파수를 검출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시간적

변화에 따른 기본 주파수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고, 기본 주파수의 집단을 “에이전트

(agent)”라고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작은 다음

과 같다.

•해당 프레임에서 확률 밀도 값이 가장 큰 피크를

찾고, 그 외의 피크를 찾는다. 만약 같은 피크를

서로 다른 에이전트에서 선택하면 신뢰도가 높

은 에이전트에 피크를 할당한다. 그리고 가장 큰

피크의 값이 아무 에이전트에도 할당되지 않으

면 새로운 에이전트의 생성으로 판단한다.

•에이전트에 확률 밀도 값이 가장 큰 피크 성분

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 프레임에서 피크

가 발견되지 않으면 에이전트는 페널티(penalty)

를 받게 되고 확률 밀도 값이 가장 큰 피크를 포

함한 에이전트는 페널티를 초기화한다. 

•각 에이전트는 이전 프레임의 안정성과 피크의

우세한 정도를 사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에이전

트 신뢰도를 측정하고 최종 주요 멜로디는 에

이전트의 신뢰도와 에이전트의 평균 에너지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그림 3>은 Goto가 제안한 기술에 의한 주요 멜

로디 검출의 정확도 향상 정도를 보여준다. Max

density는 기본 주파수의 PDF에서 가장 확률 밀도

값이 큰 기본 주파수만을 주요 멜로디 주파수로 결

정한 경우이고, Multiple-agent는 다중 에이전트

구조를 적용하여 주요 멜로디 주파수를 검출한 경

우이다. 주요 멜로디의 피치 검출 정확도는 4,2%

포인트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옥타브 오류를 무

시하여 chroma로 성능을 평가하면 검출 정확도는

3.3% 포인트 향상 되었다. 

Gómez 등은 이전 2개 프레임, 현재 프레임, 다음

프레임으로 구성된 4개의 프레임의 기본 주파수의

확률적인 값을 Goto의 트래킹 에이전트에 적용하

여 사용하였으며, 4개 프레임에서 가장 우세한 집

단을 주요 멜로디로 결정하였다[3]. Marolt은 검출

된 멜로디의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크기가 작은 집

단은 주요 멜로디 음정에서 파생된 음정 집단으로

추정하여 다음과 같이 성능 향상을 진행하였다[4].

먼저, 검출된 기본 주파수를 집단화하고 주요 멜로

디 집단 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멜로디의 파편 음정

집단을 병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파편 음정

집단의 소리의 세기, 멜로디의 범위를 이용하여 최

종적인 주요 멜로디를 검출하였다. Brossier는 미

디언 필터를 이용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한 주요 멜

로디 오류를 보정하여 최종적인 주요 멜로디를 검

출하였다[5]. 

Dressler는 일반 사람이 처음 듣는 노래 또는 외

국 노래에서도 주요 멜로디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 있기 때문에, 사전 학습 없이도 주요 멜로디를

구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6]. 기본 주파수의

<그림 3> 다중 에이전트 구조를 사용하는 주요 멜로디 추출 성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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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과 기본 주파수의 에너지를 이용하였고, 이

는 Bregman이 제안한 청각 특성을 이용하여 동일

한 음원으로 분리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7]. 연속적인 기본 주파수 집단의 크기, 주요 멜로

디의 주파수 영역을 주요 결정 파라미터로 사용하

고, Snyder가 연구한 인간의 단기 기억 시간이 최

대 4초임을 적용하여 최대 크기가 4초인 윈도우를

사용하였다[8]. 모든 기본 주파수에 대하여 100ms

이상의 집단을 이용하여 주요 멜로디의 주파수 영

역을 결정하고, 해당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는 기본

주파수의 집단을 멜로디 집단으로 추정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옥타브 오류를 최소화 할 것이라 판

단하였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기본 주파수가 해당

영역에 존재하면 사람은 크기가 큰 소리를 인식한

다는 것을 적용하여 소리의 크기가 큰 기본 주파수

를 주요 멜로디 주파수로 선택하게 된다.

Cao 등은 다성 음악에서 동시에 연주되는 악기 또

는 사람의 목소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모닉 구성원

이 중복되는 부분을 처리하여 성능을 향상하려고 하

였다[9]. 시간적인 중복 부분의 하모닉 구조를 비교

하여 최종적인 주요 멜로디를 검출하였으며, 중복되

는 부분의 주요 멜로디 검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

다. 먼저, 모든 프레임에서 두 개의 하모닉 구조를

비교하며 중복되는 프레임에 존재하는 기본 주파수

의 하모닉 구성원을 합하여 최대값을 가지는 기본

주파수를 제외만 나머지 기본 주파수 후보자는 삭제

하여 최종적인 주요 멜로디 주파수를 검출하였다.

Paiva 등은 멜로디 영역을 나누어 잘못된 음정을

교정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의 구체적인 동작은 <그

림 4>와 같다[10]. 먼저, 미디 음표(반음)로 기본 주

파수를 나타낸 후, 검출된 기본 주파수의 반음이 7

이상 차이가 나면 새로운 멜로디 영역으로 집단화

하였다. <그림 4>의 a1, a2, a3는 멜로디 영역을 결

정하는 기본 주파수이고, 멜로디 영역은 R1, R2, R3,

R4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가장 큰 멜로디 영역을 기

준으로 멜로디 주파수의 범위를 결정하고 범위에서

벗어나는 멜로디 주파수를 교정하여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그림 5>는 Paiva가 제

안한 방법에 의한 멜로디 검출의 정확도 향상 성능

을 나타내며,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는 11.8% 포

인트 향상되었고, 옥타브 오류를 무시하였을 경우

의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는 4.7% 포인트 향상

되었다.

Yoon 등은 검출된 멜로디 주파수의 연속성을 기

반으로 프레임 단위로 검출된 주요 멜로디 주파수

를 주파수 특성을 사용하여 집단화한다[11].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그룹간의 비율을 적용하여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주요 멜로디에서 파생된 집단을

병합함으로써 멜로디의 흐름을 유지한다. 먼저, 각

프레임 별로 검출한 기본 주파수 후보의 피치 트래

킹을 통하여 주요 기본 주파수를 선택한다. 피치 트

래킹은 주변 프레임간의 기본 주파수의 연속성을

다성 음악 신호의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 향상 기술

<그림 4> Paiva 등이 제안한 방법[10]

<그림 5> Paiva 등이 제안한 방법에 의한 주요 멜로디 추출 성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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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동작하며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프레임의 1순위 기본 주파수를 기준으로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과의 기본 주파수

연속성을 측정한다.

•현재 프레임의 1순위 기본 주파수가 연속적이

지 않을 경우,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의 기

본 주파수가 같으면 현재 프레임의 기본 주파

수는 이전 프레임의 기본 주파수로 한다.

•현재 프레임의 1순위 기본 주파수가 연속적이

지 않고,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의 기본 주

파수가 같지 않으면 현재 프레임의 두 번째, 세

번째 순위 기본 주파수와의 연속성을 측정하여

연속적인 기본 주파수를 현재 프레임의 기본

주파수로 한다.

•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1순위 기본 주파수

를 사용하여 새로운 음의 시작점으로 결정한다.

또한 [11] 방법은 보정될 짧은 구간의 길이를 입

력 신호에 따라 적응적으로 가변하며, 검출된 주요

주파수의 미디언 값(median value)을 이용하여 멜

로디 구간을 설정하며, 정확한 정수배를 이루는 짧

은 구간의 음정만을 교정한다[11]. 이때 교정 방법

은 단순 병합이 아닌 음정 사이의 비율을 구하여 적

용함으로써 멜로디의 흐름을 유지한다. 또한, 긴 구

간의 음정의 경우도 미디언 값에서 벗어나는 음정

은 정수배 단위로 스케일링하여 주변의 안정적인

음정에 가깝게 보정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멜로디

집단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변화량보다 큰 경우에

이동 평균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주요 멜로디를

검출한다. <그림 6>은 [11] 방법에 의한 성능을 나타

내며,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는 6.7% 포인트 향

상되었고, 옥타브 오류를 무시하였을 경우의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는 4.5% 포인트 향상 되었다.

2. 신호 확률 모델 방법

Vincent 등은 음정이 천천히 변화하는 특성을 이

용한 HMM(Hidden Markov Model)을 사용하여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12]. 모델 파

라미터로 멜로디의 음정을 사용하여 학습하였고, 모

델 파라미터의 값은 MAP(Maximum A Posteriori)

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그림 7>은 [12] 방법에 의

한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 향상 정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α값은 청각 대역(auditory band)의 가중치

를 결정하는 값으로 α값이 작아질수록 작은 파워의

주파수 밴드에 많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Vincent가

제안한 정확도 향상 방법은 α가 1일 때 2.5% 포인

트, α가 0.25일 때 1.8%포인트 향상되었으며 α의 상

관없이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그림 6> Yoon등이 제안한 방법에 의한 주요 멜로디 추출 성능[11]

<그림 7> Vincent 등이 제안한 방법에 의한 주요 멜로디 추출 성능[12]

02본본:02본본  11. 12. 5.  본본 10:54  Page 88



2011년 11월   89

513

알 수 있다.

Vincent 등은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HMM을 적용하였지만, Ryynänen 등

은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 향상과 멜로디의 시작

과 끝을 결정하기 위하여 HMM을 사용하였다[13].

<그림 8>은 Ryynänen이 제안한 HMM 구조이며,

음계 모델은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음계를 학습하여 모델링하고, 묵음 모델

은 멜로디가 존재하지 않은 영역을 모델링 하여 멜

로디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음계 모델과 묵음 모

델의 변화되는 확률은 음악학 모델(musicological

model)에 의해서 통제된다. 각각의 모델은 Viterb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학습하였으며,

검출된 음계의 집단은 음계 모델의 첫 번째 상태에

서 출발하여 마지막 상태에 도착하면 주요 멜로디

가 검출된다. Ryynänen 등은 더욱 향상된 주요 멜

로디를 검출하기 위하여 검출된 주요 멜로디의 활

주(glissando)를 교정하였다. 만약 검출된 주요 멜

로디의 길이가 180ms보다 작으면 주변의 멜로디의

길이가 긴 음정에 병합한다. 주요 멜로디의 범위를

예측하고, 바이그램(bigrams)을 사용하여 주요 멜

로디 음계를 예측함으로써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

도를 향상시켰다. <그림 9>는 Ryynänen 등이 제안

한 방법의 성능을 나타내며, (a)는 정확도 향상 방

법을 적용하지 않은 방법이고, (b)는 HMM을 적용

한 방법이며, (c)는 추가적으로 주요 멜로디 주파수

의 범위를 적용한 방법이며, (d)는 활주 교정 방법

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방법이다. 제안하는 방법을

추가 할수록 정확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고, 최종

주요 멜로디 정확도는 7% 포인트 향상되었다.

Vincent 등은 ADC 2004 DB의 정답 주파수를

사용하여 HMM을 학습하여 전이 확률을 구하였고

[12], Ryynänen 등은 많은 음악 데이터를 학습하여

전이 확률을 구하였다[13]. 확률 모델링 기반의 방

법은 학습되지 않은 입력 신호의 경우 정확도가 많

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HMM을 학습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Durrieu 등은 전이 확률을 자

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입력 신호

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14]. 이 방법

은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Viterbi 알고리즘에서 전

이되는 확률을 식 (1)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P(f2|f1)는 현재 프레임에서 기본 주파수

f1이 검출되었을 때, 다음 프레임에서 기본 주파수 f2

가 검출될 확률을 나타내고, n1, n2는 f1, f2를 각각

미디 음계로 변환된 값을 의미하고, β는 10으로 설

다성 음악 신호의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 향상 기술

<그림 8> Ryynänen 등이 제안한 HMM 구조 (from [13], Fig. 4)

<그림 9> Ryynänen 등이 제안한 방법에 의한 주요 멜로디 추출 성능[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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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기본 주파

수 값이 같다면 전이 확률 값은 1이 되고, 두 프레임

의 기본 주파수 값의 차이가 클수록 전이 확률의 값

은 0에 가깝게 되므로 주요 멜로디의 연속적인 성

질을 이용하였다.

Fujihara 등은 Goto의 방법을 기반으로 주요 멜

로디를 검출한 후에 주요 멜로디의 하모닉 성분을

합성하고 특징 벡터를 검출한 후에 Viterbi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

켰다[15].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대신에 LPMCC

(LPC-derived Mel Cepstral Coefficients)를 적용

하여 특징 벡터를 검출하였다. <그림 10>은 [15] 방

법에 의한 성능 향상을 나타내며,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는 6.2% 포인트 향상되었고, 옥타브 오류를

무시하였을 경우의 주요 멜로디 검출 정확도는

6.2% 포인트 향상 되었다.

Ⅲ. 결 론

본 고에서는 다성 음악 신호에 대하여 주요 멜로

디의 검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들을 소개하였

다. 멜로디 검출 정확도 향상 기술은 멜로디 규칙에

의한 방법과 신호 확률 모델 방법으로 구분되며, 각

방법의 간단한 동작 구조와 성능 향상 결과를 설명

하였다. 다양한 방법의 추가적인 피치 특성 분석과

멜로디 피치 보정을 통하여 최종 주요 멜로디 검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은 높은 정확

도를 가지는 다중 피치 검출 기술과 더불어 다성 음

악 신호의 주요 멜로디를 검출하기 위한 핵심 기술

이 될 것이다. <그림 10> Fujihara 등이 제안한 방법에 의한 주요 멜로디 추출 성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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