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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음악 검색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앱(App) 형태로 사용자에게 배포

되고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마이크에 자신의 주 에 들리는 음악을 직  검색 소스로 입력함으로

써 검색 작업을 수행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자가 즉흥 으로 음악 검색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로 TV 시청 에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리 보 되고 있는 스마트TV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별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검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이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사용자가 외부 검색 장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스마트TV에서 자체 으로 재 시청

인 상에 삽입된 배경음악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주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1. 서론

   일반 가정에서 사용자가 특정 음악을 듣고 즉흥 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 가장 보편 인 상황은 주로 TV 시청 

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들려

지는 음악에 한 사  정보가 없다면, 가사의 일부를 포

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에 키워드로 입력하여 음악을 검색

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악 검색 기술이 발달되고 스마

트폰이 리 보 됨에 따라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재 사용자 주 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검색 소스로 

활용하여 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 보 되었다. 

재의 음악 검색은 사용자가 모바일 장비를 이용하여 별

도의 검색 어 리 이션에 음악을 입하는 과정이 필수

이다[1][2][3].

   그러나, 스마트TV의 인터넷 컴퓨  능력이 하드웨어

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경유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가 직 으로 다

른 검색 수단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TV만을 가지

고 배경 음악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2. 기존의 음악 검색 기술과 상용 서비스

  음악 검색 기술 에서 최근 성공 으로 상용화되어 다

양한 어 리 이션에 활용되고 있는 표 인 기술은 소

리 지문(Audio Fingerprinting)이다. 이것은 음악 신호의 

일부가 주어지면 이를 분석해 일치하는 곡을 찾아내는 오

디오 신호 유사도 분석 기술로써 음악 검색 속도가 빠르

다는 장 이 있으나, 음원 사이에 신호 인 유사도가 완벽

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를 들어 일반 

스튜디오의 원음곡과 외부 라이 곡이 서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신호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올바르지 않게 될 수 있다[1][2].

  재 음악 검색 기술의 표 인 상용 앱(App)으로는 

네이버 음악 검색이 있다. 이것은 재 실내외에서 사용자

가 듣고 있는 음악을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달하고, 어

리 이션에서 이에 한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음악에 

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출력해 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어 리 이션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 받지 않

고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4].

3. 제안하는 음악 검색 서비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은 스마트TV에 설치되는 어 리 이션 형태

로 구성되며 재 재생되고 있는 동 상에서 상을 제외

한 음성정보만을 검색에 사용한다. 이는 기본 으로 음성 

지문 인식 모듈을 거쳐 음원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검색을 해 사 에 구축해둔 음원 소스 DB와 이 정보를 

비교 검색함으로써 배경음악을 식별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서 기본 인 음원 정보가 검출되는데 외부의 음악 정보 

검색 서비스에 연동하여 부가 인 정보들을 추가로 획득

한다. 웹 서비스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는 JSON 혹은 

XML의 형태이기 때문에 TV에 출력되기 합한 이아

웃으로 재구성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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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

(그림 2) 서비스의 동작 시 화면

4. 구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소리 지문(Audio 

Fingerprinting)에 기반하여 실시간 음원 비교 검색을 목

표로 한다. 하지만, 음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해서

는 이에 응되는 음원DB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DB를 자체 으로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우리는 스마트TV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용 

음악 검색 어 리 이션에 달하고 이 결과를 싱

(Parsing)하여 다시 TV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구 하

다. 검색엔진의 체용으로 네이버의 음악 검색 앱을 선택

하 으며, 스마트TV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스

마트폰 앱에 달하는 모듈을 함께 구 하 다. 이 시스템

에서 요한 사항은 스마트폰의 검색 결과가 스마트TV에 

실시간으로 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된 모듈에는 스

마트폰 앱의 검색 결과 화면을 캡쳐하고, 이를 OCR 

(Optical Character Reader) 컴포 트를 통하여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이 포함되었다.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의 서

비스 앱은 GoogleTV 2.0 기반의 App 형태로 구 되었다

[5].

   사용자는 재 TV에서 출력되는 상의 BGM을 검색

하고자 할 때 리모콘의 특정 버튼을 르면 된다. 본 논문

의 서비스 어 리 이션은 스마트TV의 Background 

Activity에서 기 상태로 존재한다. 사용자는 재 TV에

서 출력되는 상의 BGM을 검색하고자 할 때 리모콘의 

특정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Background Activity가 활성화

되어 검색 결과가 화면 좌측에 오버 이 형태로 출력된다. 

그림 2는 스마트TV로 화를 시청 하는 과정 에 음악 

검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화에 삽입된 배경음악이 자

동으로 검색되는 시 화면이다.

   배경음악에 한 검색 성능은 입력 소스(Source)의 특

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한 화나 드라마에서는 배

경음과 함께 다른 효과음이 동시에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의 장면  상황 등에 따라서 검색 성능이 향을 

받는다. 표1은 검색 성능을 나타낸 결과로써, 각 장르단

의 체 에서 20개씩의 로그램을 무작 로 선택하고 배

경 음악 검색 성능을 측정하 다.

고 음악
화  드라마

멜로 액션, SF

평균 검색 

시간 (sec)
10.5 11.0 10.5 10.4

정확도 61% 91.0% 85% 91.5%

<표 1> 스마트TV에서의 배경 음악 정보 검색 성능

   고 상의 경우 배경 음악 검색의 정확도가 비교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데, CM(Commercial Song)의 특

성상 원곡을 인 으로 편집한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

에 한 데이터 검출이 어려워서 검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다. 음악 문 쇼 로에서 일부 

라이  음악이, 원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

지며, 화  드라마에서는 각 배경음악이 재생될 때 배

경음 외에 효과음이나 사가 잡음으로써 향을 미친 것

으로 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스마트TV에서 재생되고 있는 동 상의 배

경 음악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이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서비스를 제안하 다. 그리고 구 TV 랫폼

상에서 직  구 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실제 동작과 성능

을 확인하 다.

   하지만 소리 지문 기술에 응되는 검색용 음원 DB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의 구  단계에서는 네이버의 

음악 검색 앱을 간 으로 경유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한

계가 있었다. 그리고 TV에서 재생 인 음악을 캡쳐하는 

과정에서는 배경음과 무 한 사나 다른 효과음으로 인

하여 검색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 다.

   향후에는 음악 검색의 성능을 높이기 하여 자체 으

로 검색 엔진  음원DB를 확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다

양한 외부 OpenAPI들을 추가 으로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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