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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활발해진 여러 유형의 생활 문화 축제에서나 음악 스트리밍 방송과 같은 서비스에서 멈춤 
없이 계속적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여러 음악을 조화롭게 혼합하는 믹싱(Mixing) 기술을 담
당하는 DJ(Disc-Jockey)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J 믹싱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우선, 여러 음악이 가지는 구조를 분석하여 믹싱에 적합한 음악 
부분을 검출한다. 또한 음악 믹싱에 필요한 요소인 템포 분석과 비트 매칭(Beat matching)을 자동화

하고, Easy Mix System 을 적용하여 해당 음악에 적합한 다른 음악을 찾아 조화로운 키를 가지게 함
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믹싱이 가능하도록 한다. 

 

1. 서론 

다양한 음악 방송 및 음악을 주제로 한 파티에서는 
여러 음악을 멈춤 없이 자연스럽게 혼합하여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DJ 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DJ 들은 개별 음악의 일정 부분만을 적
절하게 연결하여 하나의 음악 트랙으로 혼합하는 믹
싱 기술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문적인 믹
싱 기술의 일부를 자동화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이도 
음악들의 DJ 믹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로 각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여, 믹싱에 적합한 부분을 찾아

낸다. 둘째로, Easy mix system 을 통해 한 음악에 대한 
믹싱에 적합한 다른 음악을 찾아낸다. 셋째, 믹싱에 
적합하도록 두 음악의 템포를 동일하게 하고, 비트 
매칭 과정을 거쳐 박자를 맞춘 뒤, 두 음악의 적합한 
부분을 연결하여 하나의 음악으로 혼합한다. 
 
2. 음악 구조 분석 

본 논문에서는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음악

을 마디 단위로 나눈 뒤 각 단위의 웨이브 신호를 특
성 정보인 소리의 강도로 계산한다. 각 마디 단위의 
소리 강도를 정의된 경계 값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음악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음악을 마디 단위로 나누기 위해서 비트 트래킹(beat 
tracking)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Daniel ellise[1]가 제안

한 비트 트래킹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음악에 포함된 
모든 박자의 위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박자 위치

를 4/4 박자의 기준에서 4 개 단위로 다시 계산하면 

소리신호를 마디 단위로 나눌 수 있다. 
마디 단위의 웨이브 형식 음악 신호로부터 소리의 강
도(Intensity)를 계산한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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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강도는 각 프레임 윈도우의 표준편차를 계산

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소리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큰소리에서는 높은 값을, 작은 소리에서는 낮은 값을 
갖게 된다. 
소리의 강도에 따른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경계값을 설정한다. 두 개의 경계값 Thres1 과 
Thres2 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σμ 5.01 −=Thres  (3)

σμ 5.02 +=Thres  (4)

이 두 개의 경계값에 대한 소리 강도의 높낮이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노래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소리

의 강도가 경계값 thres1 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

은 loud part 로 정의하고, thres2 보다 낮은 값을 갖는 
부분은 silent part 로 정의하며, thres1 과 thres2 사이에 
있는 부분은 middle part 로 정의한다. 이러한 세 부분

(loud, middle, silent)은 추후 Mixing 에 적합한 부분을 
선택할 때 활용된다. 
각 음악은 C, C#, ... ,B 등 모두 12 가지의 키(key)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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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의 고유 키를 가진다. 고유 키는 노래 마디에 
따른 코드진행 양상에 따라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믹싱에 사용되는 댄스음악의 코드 진행은 단순한 패
턴을 가지므로 노래의 마디마다 나오는 코드들의 빈
도수에 따라 도출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에서는 보다 
정확한 코드 인식을 위해 PCP(Pitch class profile)[2]에 
기반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였으며 
SVM 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는 Chris Harte[3]의 
Beatles Music Chord transcription data 를 사용하였다.  
음악 구조 분석을 통해 믹싱에 사용될 음악들을 대상

으로 음악 구조와 고유 키를 얻을 수 있다. 
 
3. Camelot system 

하모닉 믹싱(Harmonic mixing)은 한 음악에 대하여 믹
싱에 조화로운 키를 갖는 음악을 찾는 향상된 DJ 믹
싱 기술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Camelot system 은 모
든 고유 키를 Harmonic Wheel 에 배치하고, 해당 키의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키를 인접하게 배치한다 [4]. 
Camelot system 의 Harmonic Wheel 은 그림 2 같다. 예
를 들어 한 음악의 고유 키가 F#(2B)일 때 믹싱으로 
적합한 다음 키는 동일 키 및 인접 키인 B(1B), 
F#(2B), Db(3B)이 된다.  본 시스템은 조화로운 키를 
갖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도

록 구현하였다. 
 

 
(그림 2) 하모닉 믹싱을 위한 Camelot System 

4. 템포 분석 및 비트 매칭(Beat Matching) 

한 음악에 대하여 Easy mix system 을 통해 조화로운 
키를 갖는 음악을 선택한 다음 템포 분석과 비트 매
칭 과정을 거쳐 두 음악을 자연스럽게 믹싱하는 과정

을 수행한다. 
템포 분석은 앞서 수행한 비트 트래킹에 수반되는 과
정으로 음악 고유의 일정한 템포를 b.p.m (beat per 
minute) 단위로 계산한다. 
비트 매칭은 서로 다를 수 있는 두 음악의 템포를 같
은 템포로 맞추어주면서 박자의 시작점을 동일하게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음악 A, 음악 B 순으로 믹
싱을 수행할 때, 음악 A 가 128bpm 이고 음악 B 가 
130bpm 일 경우 음악 B 를 128bpm 으로 맞추어주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템포의 변환에 따른 pitch 의 

왜곡이 발생하여 음악의 고유 키가 바뀔 수 있다. 이
러한 왜곡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Phase vocoder[4]를 
통해 음악의 템포변환에서 pitch 손실을 제거하였다. 
그 과정은 그림 3 의 (a)와 같다. 또한 그림 3 의 (b)와 
같이 두 음악간의 템포가 같더라도 박자의 시작점이 
다르면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발생하므로 두 음악의 
박자 시작점을 동일하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악 A

음악 B

Beat matching (a)

음악 A

음악 B

음악 A

음악 B

Beat matching (b)

음악 A

음악 B

 
(그림 3) 비트 매칭 과정 

(a) 템포 동일화 (b) 박자의 시작점 동일화 

5. 믹싱 

믹싱에 사용될 두 음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음악

에서 적합한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음악 
구조 분석을 통해 세가지 부분 (silent, middle, loud)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실제 믹싱에 적합한 부분은 
middle 과 silent 부분이며 Loud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
끄러워 믹싱에 적합하지 않다. 두 음악의 구조를 분
석하여 짧은 구간(8 마디~16 마디)의 middle, silent 를 
찾아내어 두 구간을 크로스페이딩(cross-fading) 윈도우

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DJ Mixing 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래의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 
음악의 믹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템포분

석 및 비트 매칭 기술 등의 DJ 기술을 적용하고, 구
조적 분석과 하모닉 믹싱을 결합하여 보다 자연스러

운 믹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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