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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멀티미디어 자료의 검색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음반 시장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음악 검색 및 추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음악 기반 응용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음악의 형태인 

다음(Polyphonic) 1  음악에서 멜로디2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복잡도가 

높고 넓은 음역을 가지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피아노 솔로 음악에서 멜로디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음악으로부터 멜로디를 추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MP3나 Wave 포맷의 

파일로부터 오디오 정보를 받아들여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멜로디를 추출하거나 미디(MIDI) 파일과 

같이 음악을 상징적인 기호로 표현한 파일을 받아들여서 멜로디를 추출할 수 있다. 오디오 시그널에서 

멜로디를 추출하는 방법은 실제로 녹음된 음악에서 멜로디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악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멜로디의 효율적인 추출을 

위해서 음악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음표로 표현되어 있는 음악으로부터 

멜로디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특성에 따라 음악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맞는 원칙을 사용하여 멜로디를 추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피아노 솔로 음악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해서 음악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한다. 

1. 동시에 발생하는 음들의 지속 시간이 모두 동일하고 그 외에 음들 간의 겹침이 없는 경우 (Equal 

Occurrence: E 유형) 

2. 멜로디가 상단부에 위치하는 경우 (High Melody: H 유형) 

3. 멜로디가 하단부에 위치하는 경우 (Low Melody: L 유형) 

E 유형의 음악은 반주와 멜로디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전체가 화음으로만 구성된 구조다. 동시에 

시작된 음들은 대개 동시에 끝나고 다음에 발생하는 음들과는 겹침이 없기 때문에 음들 간의 수직적인 

겹침은 존재해도 수평적인 겹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입력된 음악이 E 

유형인지 판단하고, E 유형의 음악임이 확인될 경우 E 유형의 멜로디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E 

유형의 멜로디 추출 알고리즘으로는 기존의 멜로디 추출 알고리즘인 Skyline Algorithm을 사용하기로 

한다. 

H 유형의 음악은 멜로디가 상단에 존재하는 음악으로 대부분의 피아노 음악은 H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악의 대부분이 H 유형에 속하는 만큼 H 유형의 음악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E 유형의 경우와 같이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H 

유형의 판별 모듈은 따로 제작하지 않고 E 유형과 L 유형으로 판단되지 않은 나머지 음악을 H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H 유형의 음악으로부터 멜로디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Skyline Algorithm을 활용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의 지속 시간을 지켜야 한다. 

                                            
1 다음(Polyphonic) 음악은 두 가지 이상의 음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음악을 뜻한다. 이와 달리 단음(Monophonic) 

음악은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음들이 발생하지 않는 음악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노래는 단음 음악에 해당한다. 
2 여기서 멜로디라 함은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는 연속된 음들을 뜻한다. 화성이 복수음의 수직적 결합이라면 멜로

디는 음들의 수평적, 단음적 배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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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유형의 음악은 멜로디가 하단에 존재하는 경우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악의 구조는 아니다. 상단의 

음들이 일정하고 하단의 음들이 더 흥미로운 패턴을 이루고 있을 때 하단의 음들이 멜로디로 인식된다. 

상단의 음들이 일정하다는 것은 곧 상단의 반주음들의 지속 시간이 일정하다는 뜻이다. 상단부의 

음들이 반주를 구성하고 하단부의 음들이 멜로디를 구성할 때에는 상단부의 반주음들의 지속 시간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매우 일정하다. 또 많은 경우 반주음들의 진행 속도가 멜로디음들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입력된 음악이 L 유형의 음악인지 판단할 수 있다. 입력된 음악이 L 

유형임이 확인된다면 멜로디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멜로디 추출 시에는 반주에 해당하는 음들을 

인식한 후에 반주음들을 제거하고 남은 음들 중에서 음높이가 가장 높은 음을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은 리눅스를 

운영체제로 하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했다. 전처리 과정은 미디 파일을 

입력 받아서 처리하고 유형 판별 모듈은 입력 받은 음악이 E, H, L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한다. 멜로디 추출 모듈은 판단된 음악의 

유형에 따라 멜로디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멜로디를 추출한다. 미디 

파일 생성 모듈은 추출된 멜로디를 다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미디 파일 

형태로 제작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는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미디 파일 

형태로 입력 받아 멜로디 추출 과정을 거친 후의 결과 화면이다.   

시스템의 평가는 유형 자동 판별 모듈과 멜로디 추출 모듈의 성능을 각각 

측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테스트 대상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한 음악 22개로 

구성된 Training Set과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음악 20개로 구성된 

Test Set으로 구성된다. 

그림 3은 유형 자동 판별 모듈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은 음악의 마디를 단위로 N-Gram 형식과 같이 보는 

대상을 한 마디씩 증가시키면서 진행되었다. 두 그룹 모두 

마디를 많이 볼수록 유형 판별의 정확도가 증가하며 로그 

형태의 곡선을 보이고 있다. 

멜로디 추출 모듈 실험에서 Training Set은 재현율(Recall) 

99.05%, 정확도(Precision) 88.62%를, Test Set은 재현율 

94.76%, 정확도 89.93%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는데 쇼팽의 혁명 연습곡과 

같이 매우 빠른 반주음들과 휴식 기간이 잦은 멜로디를 갖는 

음악들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50% 전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애초에 유형 분류가 잘못된 음악의 경우에는 재현율과 정확도 

모두 20% 미만을 기록하기도 했다. 잘못된 유형 분류는 왼손 

반주의 진행이 느리고 오른손 멜로디음들의 지속 기간이 

일정하고 진행이 빠른 H 유형의 음악을 L 유형의 음악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의 오류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아노 솔로 음악을 음악의 특성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유형별 특징을 조사하고 각 유형으로부터 멜로디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후에는 하나의 음악 내에 둘 이상의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를 다룰 수 있도록 음악을 

의미 있게 분할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유형 판별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많은 피아노 음악을 분석해 유형 판별 모듈의 성능을 향상시키면 시스템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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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도 

그림 3. 리스트의 사랑의 꿈의 멜로디 추출 결과

그림 2. 유형 판별 모듈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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