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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악보인식기술에는 형상 매칭 방법, 통계 인 방법,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 구조  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핸드폰의 디지털 카메라로 얻은 해상도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에 해 근한다. 이러한 

해상도 이미지에는 많은 왜곡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기술을 활용할 때 많은 문제 들을 나타난다. 문제

은 입력 상이 해상도이며 조명 등의 촬  상태가 좋지 않는 이며, 인식 이  단계 과정에서 음표 

부분에 손실과 약간의 변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들 인식 방법들의 일반 인 흐름은 먼 , 디지털이미지

를 확보하기 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획득한다. 그런 후에 이진화, 오선 제거, 객체 역 분리가 이루

어진 후 인식과정을 통해 악보 인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핸드폰이라는 제한 인 상황에서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이미지를 상으로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한 인식 기술을 연구하

다. 먼 , 음표를 머리, , 꼬리 부분으로 분리하 다. 그리고 음표의 머리 부분에 템 릿을 용하 고, 

나머지 부분에는 패턴을 용하여 단일 음표로 이루어진 악보에 해서 100% 가까운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 중심어 :∣템플릿∣형상매칭|패턴∣필터∣마스크∣

Abstract

For music score recognition, several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shape 

matching, statistical methods, neural network based methods and  structural methods. In this 

paper, we deal with recognition for low resolution images which are captured by the digital 

camera of a mobile phone. Considerable distortions are included in these low resolution images, 

so when  existing technology is used, many problems appear. First, captured images are not 

stable in the sense that they contain lots of distortions or non-uniform illumination changes. 

Therefore, notes or symbols in the music score are damaged and recognition process gets 

difficult. This paper presents recognition technology to overcome these problems. First, musical 

note to head, stick, tail part are separated . Then template matching on head part of musical 

note, and remainder part is applied. Experimental results show nearly 100% recognition rate for 

music scores with single musical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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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기술 환은 인간 생

활의 패러다임을 격하게 변화시켰다. 특별히 모바일

폰의 변화는 장소나 시간에 한 개념을 바꾸게 되었

고, 산업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변화시키는 요한 매체

가 되었다. 모바일폰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이 

장비에 많은 요한 기술을 탑재하여 활용하기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동향 에 모바일

폰에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악보를 인식하

는 기술이 있다.  본 연구는 핸드폰의 디지털카 라를 

이용하여 악보 이미지를 획득하고 인식한 후에 연주를 

듣는 기술을 다루고 있다. 

악보인식 기술은  세계 으로 개발 상태가 미약하

다. 미국의 경우는 MIT의 미디어랩에서 연구 이고, 

국내에는 련 기술이 어뮤즈텍 등 몇몇 업체에서 악보

인식 기 기술을 기반으로 자 악보 인식으로 근하

고 있다.

악보를 인식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

하다. 

1단계 : 이미지 획득

2단계 : 이진화 단계

3단계 : 오선 분리  제거(음표 역 확보)

4단계 : 인식

5단계 : 악보 연주 

의 과정에서 처음 핸드폰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과

정에서 왜곡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 1. 휴대폰(SPH-B3200)의 촬영을 통해 획득한 악보 

이미지

이러한 악보를 인식하기 해 템 릿 매칭을 이용하

는 일반 인 근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악보에 

한 템 릿을 얻기 해 PC기반 악보 생성 로그램을 

이용하여 음표  악상 기호의 평균 상을 각 기호의 

템 릿으로 지정한다.

다음 단계는 휴 폰 카메라를 통해 인식할 악보를 획

득하고 템 릿을 용하여 해당 음표  기호들을 인식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휴 폰 카메라를 통해 

얻은 상에는 많은 잡 과 왜곡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인 템 릿 용으로는 좋은 성능을 얻기 힘들다. 

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이러한 이미지를 이진화하고 오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음표  기호 부분에 변형이 가해지고 에러가 

삽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미지에 포함된 에러

와 변형으로부터 강인한 인식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목

표를 두었다. 그리고 인식기술을 개발하기 해 먼 , 

음표의 특성을 연구하 고 음표는 크게 머리, ,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요한 특징을 발견하 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머리 부분은 템 릿 매

칭을, 꼬리부분에는 패턴 매칭을 용하 고, 실험한 결

과 만족할만한 좋은 성능을 확보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재까지 

빈번하게 사용되는 악보 인식 기술을 살펴보고  Ⅲ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을 기술한다. 그리고 Ⅳ

장에서는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

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기존 연구 

1. 선 추적과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악보 인식 기술

일반 인 근 방법은 크게 처리단계, 오선 추출 

 제거 단계, 기호 인식 단계, 재생 단계로 근하며 일

반 인 시스템 구성도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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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구성도

이 논문에서는 음표를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로 나

고 템 릿 매칭을 용하 다.

그림 3. 음표의 계층구조

이 논문은 기호의 크기순으로 분리하 고, 음표, 쉼

표, 조표 등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악보상 

잡 으로 제거하 다. 이 논문에서는 크기에 의한 분류

로 인해 왜곡이 발생할 경우 인식률이 떨어짐을 지 하

다. 인식률은 왜곡이 없는 경우 97.8%와 그 지 않는 

경우 89.7%로 실험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템 릿 매칭은 차량 번호  인식[2], 문자인식

[3], 지문인식, 얼굴인식 등에 활용된다. 

2.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s)을 이

용한 방법으로 인간의 신경망 조직을 모형으로 하여 많

은 수의 단순한 로세스들을 연결하여 패턴을 인식하

는 기술이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시스템은 학습과 기

억을 통하여 문자를 인식하는 동 인 시스템이다. 이러

한 동  특성으로 인해 훈련되지 않은 다른 패턴에도 

쉽게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신경회로망 시스

템은 간단한 학습을 통해 시스템 매개변수 조정이 가능

하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 패턴의 크기가 큰 경우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길

어지고 인식 후보 상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성능이 

하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일반 으로 신경망을 이

용하는 악보인식에서의 용 단계는 이진화 단계를 거

치고, 오선 제거한 후 분리된 음표에 한 형태소 분석

을 수행한다. 여기서 오선 높이를 기 으로 음표와 비

음표를 분류하고 비음표 부분은 19가지 형태의 기호로 

분류한다. 한 음표의 , 머리, 꼬리의 추출에 의해 음

표를 인식하며 신경망에서는 기호 분류 신경망을 이용

하여 음표를 구분해내고 음표 분류 신경망을 사용하여 

음표를 세부 으로 분류하게 된다. 그리고 오인식으로 

인한 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실험결과 4개의 악보에 

해  93.5%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4].  

3. 구조  특징을 이용한 인식

각 기호들을 단계별, 계층 으로 정의하고 구조  특

성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5][6]. 악보상의 기호

는 일정한 표기규칙에 따라 몇가지 심이 되는 원시요

소와 이에 수반되는 요소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심이 되는 요소를 검출하면, 그 밖의 요소는 주변이나 

특정장소를 살펴보는 것에 의해 분류된다. 

III. 제안된 기법

1. 시스템 흐름도

본 논문의 악보 인식을 한 체 인 시스템 흐름도

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악보인식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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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방법 정의

본 논문에서는 음표  기호에 분류방법을 [그림 5]

와 같이 정의하 다. 여기서 음표 부분과 비음표 부분

에 한 분류 기 은 참조논문[4]에서 제시한 방법과 

유사하나 다른 은 단순한 크기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수직성분의 유무를 포함한 크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5. 악보 인식 전체 분류 흐름도

그리고 외 인 것으로 높은음자리는 오선 크기를 

과하나, 오선의 가장 첫 부분에 존재하며 수직성분이 

없고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의해 

분류되고 그 외의 나머지 비음표 부분은 - 마디선, 쉼

표, 박자표, 온음표 등 - 크기와 수직성분 유무에 의해 

분류된다. 

그리고 음표와 비음표의 분류  음표부분에 한 분

류 흐름도는 아래 [그림 6]와 같다. 음표의 기 은 수직 

성분(H)와 머리성분의 비에 의해 분류되는데 그 근

거는 음표는 오선의 높이와 같거나 크며 반드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는 오선의 높이(H)의 H/4 

정도의 역을 차지하므로 음표의 최소 비는 H/4보

다 크며 수직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직성분은 

오선 높이(H)의 85%이상일 경우로 하 다. 그 이유는 

단계의 오선 제거 부분  이진화 단계에서 오류가 

포함되거나 왜곡이 발생함으로 그 비율을 포함하여 통

계 인 방법으로 유도한 비율이다. 

그림 6. 음표 분류 흐름도

그리고 이 분류 흐름에서 Top 헤더와 Bottom 헤더를 

분류하 는데 그 기 은 수직성분의 치를 기 으로 

단하 다. 이 분류표는 크게 머리부분, 꼬리부분, 빔

(Beam) 부분, 인식 부분 포함해서 4단계 분류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1) 음표 머리 인식

그림 7. 머리 위치 형태

 

그림 8. 머리 위치 추적 방법

[그림 7][그림 8]은 단일음표에 해서 나타내었는데 

멀티 빔 음표에 해서도 동일하게 머리의 치를 분류

하 다. 의 과정을 통해 음표와 비음표가 분류되고 

음표에 해서는 머리의 치가 결정된다. 이 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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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음표에 해서 템 릿 매칭을 용하게 된다. 템

릿 매칭 용 방법은 아래의 식 (1)에 의해 평가된다.






  




 




 

   

MAE : Mean Absolute Error

여기서, I는 해당 음표의 x, y 치에 있는 픽셀값을 

의미하고, T는 동일한 치의 픽셀값을 의미한다. 그리

고 M,N은 이제 용할 음표의 가로, 세로의 크기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9]은  템 릿으로 원래 7x7 크기를 가지고 있으

며 수직성분의 H/4 크기로 bilinear interpolation 기법

에 의해 확장된다. 이 템 릿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

나는데 앙의 검은색은 헤더의 객체를 의미하고 가운

데는 2분음표 역을 의미하고 외곽부분의 하얀색은 

검사 역에서 제외된다.  

그림 9. 템플릿 생성 및 분류

이 게 생성된 템 릿은 획득된 음표의 헤더부분과 

계산을 통해 2분음표와 4분음표로 분류하는 기 이 된

다. 실제 악보에서 근하는 방법을 [그림 10]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0. 음표 머리에 템플릿 적용과정 

2) 꼬리 부분 인식

머리 부분이 정해지고 타입이 결정된 후에는 꼬리 부

분을 체크하게 된다. [그림 11]은 머리부분이 결정된 후

에 꼬리 부분을 추출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꼬리부분 추출

[그림 12]는 수평, 수직 필터를 용하는 과정을 보여

다. 여기서 용 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 있다. 

Bottom Head의 경우는 수직 필터를 이용하는데 그 이

유는 꼬리가 이진화 과정에서 변형과 오선 제거할 때 

많은 변형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꼬리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수직 필터를 용하기 에 꼬

리의 휨 정도를 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꼬리가 단

순하게 호처럼 휜 경우가 있고 그 지 않고 반타원형으

로 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수직 필터를 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채우기 연산기법을 이용

하여 꼬리의 최고 을 찾아 그 심을 나 게 된다. 이

게 생성된 꼬리에 수직 필터를 용하면 꼬리의 타입

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평필터는 꼬리의 

체 역의 스캔이 가능하므로 채우기 기능을 쓰지 않

아도 꼬리 패턴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없다. 

가) Top Head의 경우 : 수평필터

 

나) Bottom Head의 경우 : 수직 필터

그림 12. 꼬리 패턴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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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am 인식 

단일 빔 음표와 멀티 빔 음표를 분류하는 방법은 수

직성분(H)이 하나 이상일 때 구성된다. 여기서 첫 번째 

수직성분의 치는 이 빔이 Top Head인지 Bottom 

Head인지를 결정하는 요한 정보가 된다. 단일 빔의 

경우는 수직 성분의 치에 의해 머리의 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림 13. 단일 빔 음표의 머리 영역 검출 방법

[그림 13]를 보면 먼  수직 성분을 통해 Bottom 

Head 임을 알게 되고, 다음에 수직 성분의 높이 역 

치 추 을 통해 첫 번째 머리 역을 검출하게 되고 

나머지 머리 역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통해 두 번째 

머리 역을 검출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 

패턴은 수직필터를 통해 검출하게 된다. 멀티빔 음표의 

경우에는 검출시 [그림 14]과 같은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4. 멀티 빔 음표 인식시 오류

이러한 문제는 멀티 빔 음표 안에서 수직성분을 찾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경우는 악보에서 

많이 존재한다. 특히 멀티 빔의 경우는 빔에 다양한 음

을 표 해야 하는 경우에 수직 3성분의 조건을 만족시

키지 못하고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빔의 기울기를 식 (2)와 같이 추 하게 되

고 [그림 15]와 같이 2단계 근을 통해 수직 성분을 재

추 하고 보정하게 된다. 

그림 15. 멀티 빔의 기울기 추정 과정

1단계는 멀티 빔 음표 역의 머리 크기를 기 으로 

Bottom Head의 경우 왼쪽은 1.5배, 오른쪽은 머리 크기

의 반 치에서 객체를 추 하여 발생 역을 감지한

다. 그리고 1단계에서 얻은 기울기(y2 - y1) 만큼 높은 

쪽에서 이동한 지 을 기 으로 동일한 기울기의 직선

을 는다. 이 생성된 직선을 기 으로 2단계에서는 계

단식으로 수직 성분을 추 하게 되고, 기존에 감지된 

수직성분 역은 통과하고 새롭게 추가된 수직 성분을 

조사하여 머리 부분을 감지한다. 음표 부분의 마지막 

감지 역은  성분이다. 기존의 분류방법들은 비음표 

부분으로  역을 분류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

류체계에서는  성분이 음표 분류 역에 포함되어 있다. 

 검출을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Head, Tail, Beam 인식 후  검출 수행

2단계: 검색된 Head에 의해 Dot의 유효 역 결정

3단계: 재 음표와 다른 객체이면서 3.x4 필터를 만

족시키는 것을  객체로 인식 

인식 한 조건식( Pseudo Code )

VI.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SAMSUNG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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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B3200)에서 획득된 이미지를 사용하 다. 이 논

문은 일반 인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필터 기능, 높은 

해상도, 오토 포커싱이 지원되지 않는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에 국한하 다. 이유는 핸드폰에서 바로 악보 이미

지를 획득하고 약 15  내의 실시간 재생을 목표로 했

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된 핸드폰의 촬 한 이미지이

며 해상도는 1600x1200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증명하기 해 비교 논문[5]에서 

제시한 특정 이미지에 해 비교 실험한 결과를 표 1에

서 보여주고 있다. 참고한[5] 논문도 역시 동일한 악보

를 이용하 고, 이진화 단계, 오선 제거, Blob 형성 단계

가 동일하며 인식단계에서 알고리즘 용 부분을 달리

하여 테스트한 결과이다. 기존연구에는 후처리 부분이 

포함된 인식 결과로 인식기의 인식률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실험은 단일 음표 부분을 심으로 이루어진 동

요 수 의 악보에 해서만 실험하 다. 동요수 은 단

일음표 단일 빔음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기존연구와 제안기법과의 인식결과

         알고리즘
동요  

심볼수 기존방식 제안방식

애국가 82 100 100

개구리 103 100 100

도레미파 75 98.7 100

작은별 92 97.8 100

고기잡이 88 98.9 100

고드름 69 97.1 100

개구리유치원 75 96 100

82가을밤 107 97.2 100

꽃밭에서 170 97.1 100

기존연구에서 발생한 오류 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그림 16. 가을밤 악보에서 발생한 인식 오류

[그림 16]에서 나타난 오류는 오선을 제거할 때 발생

한 오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첫 번째 오류는 2분음표 

역에서 오선제거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음표를 참고

문헌[5]의 구조  근에서 연결성 체크을 통해 인식하

는데 4분음표로 오인식 하 다.  두 번째 오류는 심볼과 

심볼을 연결하는 연결선이 제거될 때 깨끗하게 제거되

지 않고 남은 부분이 4분음표를 2분음표로 오인식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근한다. 먼 , 수직성분( )를 기 으로 

머리가 TOP인지 BOTTOM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에는 유효한 머리 역을 검출한 뒤에 템 릿 매칭을 통

해 에러가 가장 은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꼬

리 부분 체크하여 없으면 4분음표 는 2분음표로 인식

하게 된다.

그림 17.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머리 인식 과정(2분음표)

그림 18.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머리 추적 및 인식 과정

         (4분음표)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악보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그것을 규정하기가 매

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매우 복잡한 악보의 

형태를 찰하여 음표와 비음표 부분으로 개선된 분류 

체계를 세웠다. 한 음표 부분에 해서는 수직성분을 

기 으로 하여 머리 형태가 Top인지 Bottom인지를 결

정하고 이 게 해서 머리, , 꼬리 부분을 분리하고 부

분  템 릿 매칭과 패턴 매칭을 통한 인식기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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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추가 으로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인

식을 기호로 분류한 반면 제안한 논문에서는 음표 인식 

부분에 추가함으로서 후처리의 난 을 보완하 다. 그

리고 제안한 근 방법에 의해 실험한 결과 단일 음표

로 구성된 동요에 해서는 거의 정 한 인식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인식기의 성능에 

을 두었다. 신경망은 매우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며 

한 해상도의 상에서의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음표의 분류 체계를 

개선함으로서 매우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분류 체계

에 의한 부분  템 릿 용과 패턴 매칭을 이용함으로 

계산량을 다. 이러한 분류 기 은 련연구에서 참

고할 개선된 모델이 될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음표 부분에 한 분류체계를 정

의할 것이며, 추가 으로 멀티 헤더에 한 부분도 보

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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