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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충분한 음원 너비 (Apparent Source Width)와 스테레오 이미지 품질 (Stereophonic Image Quality)을 확보하는 

모노-스테레오 업믹스 기법을 제안한다. 모노 신호의 분석을 위해 높은 계수의 비음수 행렬 분해가 사용된다. 그 결과로 

나온 분해된 음원들은 음조성 (Tonality)에 의하여 타악기 (Percussive)와 음조 (Tonal) 그룹으로 분류된다. 두 그룹 중 

하나는 바로 스테레오 채널로 들어가는 반면 나머지 하나는 디코릴레이터를 통과하여 들어가게 된다. 청취 평가 결과 제안한 

방법은 충분한 음원 너비와 스테레오 음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법에 비해 음색 변화도 감소하는 종합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핵심용어: 비음수행렬분해, 업믹스

투고분야: 음향 신호처리 분야 (1)

This paper presents a new method for upmixing mono signal to stereo signal with guaranteeing high stereophonic 

image quality (SIQ) and large apparent source width (ASW).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analysis phase and 

synthesis phase. In analysis phase, a mono signal is first decomposed into multiple sound sources by the use of 

high-rank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Then the multiple sources are  clustered into two groups based on tonality 

criterion. In synthesis phase, one group is directly fed into left and right channels while the other group is decorrelated 

before being fed into each channel. Subjective tests reveals that the proposed method gives listener high SIQ and 

large ASW with minimizing timbral distortions.

Keywords: NMF, Mono Upmix

ASK subject classification: Acoustic Signal Processing (1)

I. 서 론

다양한 멀티채널 오디오 포맷의 등장으로 인하여 음원

의 포맷 변환, 소위 ‘업믹스’ 및 ‘다운믹스’의 필요성은 계

속 증가하고 있다. 채널 수가 더 많은 포맷에서 적은 포맷

으로의 변환인 다운믹스는 많은 정보를 상쇄 간섭 없이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 화두이다. 반면 채널 수를 늘리는 

업믹스에서 중요한 것은 주로 음상 정위를 통한 공간감의 

구현이다. 채널 수가 늘어날수록 청자에게 더 다양하고 

정확한 음상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업믹스 알고리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업/다운믹스 알고리즘 중 ‘블라인드’는 이러한 과

정이 음상이나 소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에서 수행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을 볼 때, 모노 블라

인드 업믹스는 업믹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문제에 

속한다. 모노 신호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채널을 이용한 

음상 정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노-스테레오 블라인드 업믹스 기법은 제시

된 바가 거의 없다. Schroeder는 콤필터 디코릴레이터를 

이용하여 유사 스테레오 효과를 내는 방법을 제시하였으

며 [1], 다른 디코릴레이션 기법 역시 유사 스테레오 효과

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어떤 디코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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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기법을 이용하더라도 주파수 왜곡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음상 정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테레오 믹싱을 

통한 여러 효과 중 포위감 (Listener Envelopement)의 

형성에만 그 효과가 치중되어있다. 최근에 제안된 비음

수 행렬 분해 [2]를 통한 분석은 모노 신호를 다루는 효과

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모노

-5.1 서라운드 업믹스 기법이 제안된 바 있다. Uhle는 

비음수 행렬 분해를 이용하여 잔향 성분을 추출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으나 전면 스피커 신호는 단순한 디코릴

레이션을 이용하였다 [3]. 블라인드가 아닌 방법으로는 

M. Lagrange의 Normalized cuts를 이용한 전면 스피커

의 업믹스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4]. 이 방법은 화상신호

처리에 사용되는 Normalized cuts을 이용하여 주파수 도

메인에서 음원을 나누는 방식인데, 분리된 음원을 직접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음수 행렬 분해를 통한 모노-스테레

오 업믹스 알고리즘을 다룬다. 오디오 신호 처리에서 비

음수 행렬 분해는 주로 자동 악보 전사에 많이 쓰이는데 

이는 신호를 주로 음표 별로 분류하는 비음수 행렬 분해

의 특징 때문이다. 그런데 주어진 구간에 존재하는 음표

보다 많은 계수 (Rank)를 이용하여 비음수 행렬 분해를 

수행할 경우, 분해된 성분은 타악기 그룹과 음조  그룹으

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이미 악보 전사에 

사용된 바 있으며 [5], 본 논문에서는 타악기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조성성을 이용하였다. 이 두 그룹 중 하나는 바

로 스테레오 채널에 넣는데, 그 결과 해당 그룹은 청취자 

정면에 음상이 맺히게 된다. 반면 또 다른 그룹은 디코릴

레이터 필터를 통과시켜 포위감을 준다. 그 결과 전체적

으로는 충분한 음원 너비와 음상 정위를 제공하게 되며 

동시에 디코릴레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음색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비음수 행

렬 분해와 조성도 계산, 디코릴레이터에 대한 간단한 설

명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

리즘에 대해 기술하고, IV장에서는 청취 평가와 그 결과 

및 분석을 하였다. 

II. 배경 이론

본 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비음수 행렬 

분해와 디코릴레이터 및 음조성 계산에 대해 설명한다.

2.1. 비음수 행렬분해

비음수 행렬 분해는 Lee와 Seung에 의해 처음으로 소

개되었다 [2]. 비음수 행렬 분해는 n m×  행렬 V를 n r×  

행렬 W와 r m×  행렬 HHH의 곱으로 근사적으로 표현하

는 것이 그 목표이고, 여기서 r은 계수 (Rank)가 된다. 

즉, 수식 (1)을 만족하는 행렬 W와 H를 구하는 것이다. 

V WH≈                                        (1)

여기서 W와 H는 V와 WH간의 오차를 비용 함수를 

통해 구하여 이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계

산된다. [2]에서는 Euclidean (EUC) distance와 Kullback- 

Leibler Divergence (KLD) 두 가지 비용함수가 반드시 

수렴함을 증명하였다. 이 중 비교적 빠른 수렴 속도를 가

지는 KLD가 널리 쓰이며 [6], 본 논문에서도 비용함수로 

KLD를 이용하였다. KLD는 행렬 A, B의 오차를 수식 (2)

와 같이 구한다.

,
( , ) log ik

KL ik ik ik
iki k

aD A B a a b
b

= − +∑
             

(2)

위의 식 (2)의 A가 V, B가 W와 H가 되며 이 비용 

함수를 줄이기 위한 적응 갱신 규칙은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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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성도 (Tonality) 계산

단시간 푸리에 변환된 상태로 조성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MPEG 부호화 기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7]. 본 논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성도

를 구하였다. 신호 x [n]을 단시간 푸리에 변환한 것을 

X (l,k) 라고 하고 그 크기와 위상을 각각 V (l,k)와 Ф 
(l.k)라고 하자. 여기서 l은 시간 지수 (index), k는 주파

수 지수이다. 즉,

( , ) ( , )V l k X l k=                               (5)

( , ) ( , )l k X l kΦ =∠                              (6)

이다. 이 경우 과거 2탭을 이용하여 현재의 크기와 위

상을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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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수 감쇠형 창함수를 이용한 디코릴레이션 필터

Fig. 1. Decorrelation filter using exponentially decaying 

window.

그림 2. Michael Jackson의 ‘Billie Jean’의 성분 40개에 대한 

조성도

Fig. 2. The tonalities of 40 components from ‘Billie Jean’, 
Michael Jackson.

ˆ( , ) ( 1, ) ( ( 1, ) ( 2, ))V l k V l k V l k V l k= − + − − −        (7)

ˆ ( , ) ( 1, ) ( ( 1, ) ( 2, ))l k l k l k l kΦ =Φ − + Φ − −Φ −       (8)

이 값과 실제 값과의 비교를 통해 무질서도 (Chaos 

measure)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2 2ˆ ˆ( ( , ) ( , )) ( ( , ) ( , ))( , )
ˆ( , ) ( , )

V l k V l k l k l kc l k
V l k V l k

− + Φ −Φ
=

+    
(9)

이 무질서도는 완전한 잡음의 경우 최대 1, 평균 0.5의 

값을 가지게 되며 조성도가 강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0.05 

이상의 값을 가진다는 특징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로그 함수를 이용해 ()와 같이 표현하면 

최종적으로 조성도를 구할 수 있다.

[ ]{ }( , ) max 0.05,min 0.5, ( , )lc l k c l k=             (10)

( , ) 0.43 log10( ( , )) 0.299T l k cl l k= − × −            (11)

결과적으로 조성도는 최소 -0.17, 최대 2.6의값을 갖

도록 정의되었다 [7]. 

마지막으로, 조성도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단시간 푸리

에 변환의 창함수 (window) 및 중복 구간의 길이에 영향

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디코릴레이터

본 논문에서는 Hawksford가 제안한 디코릴레이터

를 이용하였다 [8]. 이 방법은 필요한 채널 수 만큼의 백

색 잡음 신호를 만든 뒤 그 신호를 주파수상에서 등화 

(Equalize)을 하여 각각의 입력 신호와 컨볼루션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작동이 빠를뿐만 아니라 충분한 디

코릴레이션 성능을 제공한다. [8]에서는 다양한 창함수 

모양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지수형 감쇠 창함수를 

채택하였다. 지수형 감쇠 창함수는 감쇠 계수의 조절을 

통해 디코릴레이션의 조절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8].

III. 알고리즘 제안
 

3.1. 비음수 행렬 분해를 통한 성분분해

비음수 행렬 분해를 하려면 기본으로 비음수성을 가정

한다. 이는 신호를 단시간 푸리에 변환 한 뒤 그 크기만

을, 즉 스펙트로그램 매그니튜드 V를 다룸으로써 가능

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46.4ms (2048 탭) 길이의 해밍 

(Hamming) 창함수와 7/8 중복 구간을 적용하였고 푸리

에 변환은 4096 포인트로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음

수 행렬 변환을 통한 응용에서는 유사한 수준의 주파수 

및 시간 해상도가 요구된다 [4, 9, 10].

분해된 성분은 식 (12)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분해하

기 전의 스펙트로그램 매그니튜드 V와 같이 크기만을 가

지고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오디오 신호로 복원하기 위

한 위상 정보는 분해되기 전 신호의 위상을 이용한다. 즉, 

분해된 성분 Vp는 두 행렬의 곱

p p pV W H= ×                                    (12)

로 표현되며, 위상 정보까지 포함한 최종 분해 성분은

( , ) ( , ) ( , )p pX l k V l k X l k= ×∠                     (13)

라고 표현된다. 식 (13), (13)에서 p는 1부터 계수 R 까

지의 정수로, 총 R개의 성분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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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한 업믹스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A의 블록선도

Fig. 3. Block diagram of proposed upmix algorithm A.

3.2. 조성도 계산

2.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 (5)에서부터 (11)까지의 

과정을 거쳐 조성도를 계산하였다. 이 계산 방법에 의해 

조성도를 계산할 경우, 조성도는 무음 구간에서 최소값

을 갖게 되므로 무음 구간이 없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비

음수 행렬 변환을 통해 나온 성분들은 대부분 많은 무음 

구간을 가지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음이 지속되는 구간 

중 에너지가 가장 큰 구간을 구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성도를 구하였다.

타악기 및 음조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0.1부터 0.1 

사이의 다양한 값을 넣어 분리한 뒤 들었을 때의 조성도 

및 자연스러운 정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0.025로 정하

였다. 그 결과 실험한 6개의 음원에 대하여 총 40개의 

성분 중 평균적으로 14.7개가 타악기 그룹에 속하였고 

25.3개가 음조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3.3. 디코릴레이터의 적용

최종적으로 나뉜 그룹 중 하나만 디코릴레이션 필터를 

통과하게 된다. 여기서는 2.3에서 설명한 디코릴레이터 

필터를 사용하였다. 93 ms (4096탭)의 백색 잡음 필터가 

사용되었다. 길이가 길수록 디코릴레이션이 강하게 일어

나는 반면 음색의 변화가 심해진다. 

청취 평가에서 기존 기법과의 비교를 위해 만든 음원에

도 똑같은 디코릴레이터를 적용하였으며 93 ms 의 길이

는 적당한 수준의 모조 스테레오 효과를 내기에 적합한 

길이이다.

전체 알고리즘의 블록선도를 그림 3에 표현하였다. 이

는 알고리즘 A의 블록 선도로, 타악기 그룹에 디코릴레이

터를 걸어준다. 알고리즘 B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음

조 그룹이 디코릴레이터를 통과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3.4에 언급되어있다.

3.4. 알고리즘 A와 B

제안한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A는 그림 3과 같이 타악

기 성분을 디코릴레이션시킨 반면 음조 성분은 L, R 채널

에 그대로 보내어 결과적으로 음조 성분의 음상을 중앙에 

정위시킨 방법이다. 한편 알고리즘 B는 이와 반대로 타악

기 성분의 음상을 중앙에 정위시키고 음조 성분을 디코릴

레이션 시킨 것이다. 자연스러운 음상정위와 음색 변화

에 대한 주파수 민감성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 두 가지 

방법의 우열은 청취평가를 통해 밝혀내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평가하였다.

IV. 청취 평가 및 결과
 

4.1. 평가 항목의 결정

평가 항목 중 공간감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음상 정위를 평가하기 위한 스테레오 이미지 

품질 (Stereophonic Image Quality, SIQ) [11]과 포위감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원 너비 (Apparent Source 

Width, ASW) [12, 13]를 선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음색을 

평가하였다. 이렇게 나누어 평가하는 이유는 음색과 공

간감은 평가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며 

[14], 공간감에 있어서도 ASW와 SIQ는 상반된 성격을 띄

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종합 점수 (Basic Audio Quality, BAQ) [11, 14]

를 산출하였다.

4.2. 평가 방법

전체 21명의 청취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락, 팝 및 

재즈를 포함한 6개의 곡을 선정하여 그 중 8초 분량을 

비교하였다. 모든 음원은 44,100의 표본율과 16비트 양

자화로 복호화된 PCM WAV 파일이다. 실험은 0.3초의 

잔향 시간을 갖는 시청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음원 재생을 

위해 Genelec 8050A가 사용되었다. 청취자는 Sweet 

spot에 앉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ASW와 SIQ를 평가하는 실험 1, 2 에서는 쌍비교 

방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스테레오 원본, 기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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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알고리즘 A, 알고리즘 B 및 모노 신호를 이용하였다. 

한편 음색 평가를 위한 실험 3에서는 MUSHRA 방식을 

이용하였고, 스테레오 원본, 모노신호, 알고리즘 A, 알고

리즘 B, 기존 방식 및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앵커를 

이용하였다.

 

4.2.1. 쌍비교 (Paired Comparison)을 이용한 공간감 

평가

전문적인 음악 엔지니어와는 달리, 일반적인 청취자들

은 음상 정위의 변화에 둔감한 반면 포위감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15]. 따라서 ASW와 SIQ를 분리하여 평가하

였다. 청취자는 각 음원별로 5개 중 임의로 선택한 2개의 

다른 신호를 비교하는데 여기에는 음악 엔지니어가 믹싱

한 스테레오 음원 원본이 포함되어있다. 최종적으로는 

ASW와 SIQ 평가에서 각각 5 26 60C× = 개의 쌍비교를 

수행하게 된다. 점수 스케일은 -3부터 3까지 1점 간격

이다.

ASW와 SIQ는 어느 정도 Trade-off의 관계가 있으며, 

음색 변화 또한 커지게 된다. 따라서 평가에 있어서 원본

보다 ASW가 더 커질수는 있으나, 그것을 업믹스 알고리

즘이 추구할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ASW는 

원본에 가까운 수준이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SIQ는 원본을 뛰어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므로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런 특징을 

무시하고 모든 항목을 MUSHRA (MUlti Stimulus with 

Hidden Reference and Anchor) [16]를 통해 평가할 경

우, ASW는 기존 방법과 같이 단순히 디코릴레이션을 강

하게 걸기만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스테레오 원본

이나 다른 방법은 적당한 수준의 ASW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 방법과 비교되어 다같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므로 

변별력이 떨어진다. SIQ는 반대 경우인데, 기존 방법은 

SIQ가 매우 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간의 구별

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는 쌍비교를 통해 평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단순한 쌍비교 결과 처리는 

점수를 모두 더하는 것인데 [17], 이 방법은 N회 비교하여 

모두 이기는 경우 1.5×N점을, 모두 지는 경우 -1.5×N

점을 부여한다. 여기서는 모든 점수를 더한 뒤 전체에 

1.5*N점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모두 이긴 경우 3N점을, 

모두 진 경우 0점을 받게 가공한 뒤 스테레오 원본이 100

점이 되도록 정규화하였다.

 

4.2.2. MUSHRA를 이용한 음색 평가

음색 평가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

는다. 즉 스테레오 원본을 참조 신호로 하여 평가하면 정

확한 음색 평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MUSHRA를 이

용하였다. 이는 효율적면서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

게 해준다.

4.2.3. 공간감과 음색 점수를 통한 종합점수 (Basic 

Audio Quality)

식 (14)는 [14]에서 제안한, BAQ에 기여하는 음색과 공

간감의 비율을 계산하여 종합점수를 구하는 식이다 [14].

에서는 공간감 점수를 전면과 서라운드로 나누었으나 본 

논문은 스테레오 신호의 평가로 서라운드 점수가 존재하

지 않는다. 대신 공간감을 ASW와 SIQ로 나누어 평가하

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간감 점수의 계산을 식 (15)와 

같이 수정하였다. 음색 점수에 해당하는 Timbral은 4.2.2

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사용한다.

 

0.80 0.39 18.7BAQ Timbral Spatial= + −          (14)

2 2
nSpatial ASW SIQ= +                       (15)

min( ,100)nASW ASW=                         (16)

이는 ASW와 SIQ 두 요소에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것이고, 두 요소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는 것이 하

나만 잘 받는 것 보다 좋은 공간감을 준다고 가정하여 

(ASW, SIQ)의 크기를 전체 공간감 점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식 (16)은, ASW의 경우 100을 넘는, 즉 스테

레오 원본보다 높은 ASW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을 고려한 식이다. 음색 점수는 MUSHRA 결과를 사용하

였다.

4.3. 평가 결과

그림4은 ASW와 SIQ의 평가 결과이다. 예상한 바와 같

이 기존 방법, 즉 단순히 디코릴레이션만을 이용한 경우

에 ASW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4.2.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테레오 원본이 100점을 받도록 정규화한 결

과로 100점이 넘는 점수는 스테레오 원본보다 다소 높은 

ASW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안한 방법은 스테레

오 원본에 비하여 72.5와 85.1로 ASW 측면에서는 다소 

모자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방법은 SIQ에서 

26.5를 받은 반면 제안한 방법은 각각 39.9와 30.7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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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SW 및 SIQ 점수

Fig. 4. Average scores for ASW and SIQ.

그림 5. 음색 평가 결과 (평균 및 95 % 신뢰구간)

Fig. 5. Average scores and 95 % confidence intervals for 

timbre.

표 1. 각 방법 별 종합점수 결과

Table 1. Basic audio quality scores comparison.

Stereo Conventional Upmix A Upmix B Mono

99.8 61.7 68.9 66.7 61.0

향상된 평가를 받았다. 모노 신호가 20.9를 받은 것을 고

려하면 기존 방법에 비해 많은 향상을 보인 셈이다.

그림 5는 음색 평가 결과이다. 스테레오 원본을 참조 

신호 (Reference)로 하여 평가한 이 결과에서 제안한 방

법은 각각 80.93과 75.51이라는 점수를 받아 64.84를 받

은 기존 방법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한편 이를 

식 (14)을 이용하여 평가한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다. 이는 

타악기 혹은 음조 그룹에만 디코릴레이터를 적용한 결과

가 음원 전체에 디코릴레이터를 적용한 것 보다 더 원본

에 가까운 음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알고리

즘 A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음조 그룹의 음색

에 대해 청취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제안한 알고리즘 A와 B는 ASW에서 기존 방

법보다 낮지만 스테레오 원본에 근접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SIQ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

며 음색 왜곡도 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

점수에서는, 스테레오 원본에 이어 알고리즘 A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알고리즘 B도 기존 방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의 방법은 모노 신호에 비해 큰 차이

가 없는 점수를 받았다. 이는 공간감의 향상이 기여하는 

만큼이나 음질 열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조 그룹의 음상을 중앙에 정위시키고 타악기를 디코

릴레이션 필터에 통과시킨 알고리즘 A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알고리즘 

A는 음색 측면에서 알고리즘 B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코릴레이션 필터를 통과하며 일어난 음색 변화를 고려

하였을 때, 음조 그룹에 포함된 보컬이나 기타, 피아노 

등의 음색 변화에 청취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SIQ도 알고리즘 A가 알고리즘 B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취자들은 음상 정위가 모호한 경우 메

인 멜로디가 자신의 정면에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을 보였

는데, 그 결과 알고리즘 B에서는 중앙에 음상을 정위한 

타악기 그룹뿐만 아니라 디코릴레이션 필터를 통과한 멜

로디 역시 중앙에 있다고 느끼게 되어 SIQ가 낮게 나왔다

고 해석된다. 반면 알고리즘 A에서는 처음부터 음조 그룹

의 음상이 중앙에 정위되어 있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높은 SIQ를 받았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모노-스테레오 블라인

드 업믹스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ASW, SIQ, 그리고 음색 세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비음수 행

렬 분해를 통한 성분 분석과 조성성 기준에 의한 부분적

인 디코릴레이션이 이루어졌다. 또한, 쌍비교 방법과 

MUSHRA를 이용하여 청취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청취 평가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의 업믹스 알고

리즘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타악기 그룹을 디코릴레이션시키고 

음조 그룹을 가운데 위치시킨 방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모노 신호로 녹음된 

음악의 재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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