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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환경의 대중화와 디지털 음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에 따라, 음악을 시그널 레벨에서 직접 분석하여 분류하거나

의미정보를 추출하는 음악분석 및 검색 기술의 상용화에 대

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Music Information Retrieval

Evaluation eXchange(MIREX)는 음악 검색(Music Information

Retrieval) 시스템과 알고리즘들의 평가를 위해 매년 개최되

는 평가 대회이다. MIREX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회 및 회의를

개최하면서 음악 분석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최신 기술동향

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음악 기술의 MIREX의 배경, 구

성 및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전 세계 음악분석 기술의 현황

을 파악해 볼 수 있다. MIREX에 대한 소개와 MIREX에서 운

영하는 task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음악 분석 기

술의 동향과 전망을 짚어본다.

Ⅰ. 서 론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디지털 음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상의 대규모 디지털 음원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류하기 위한 기술들

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원 분류에 활

용하기 위한 음원 대상 메타데이터들은 웹 상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대량의 자동 처리를 위한 구조

화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디오 데이터를

시그널 레벨의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고 유의미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음원 기반의 음악 검색 기술의

상용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성공적으로 상용화 된 음악분석 관련 기술

로는 Music Fingerprinting 기술을 들 수 있다.

Music Fingerprinting은 음악 시그널의 일부가 질

의로 주어질 때, 이를 분석하여 일치하는 원곡을 찾

는 오디오 신호의 유사도 분석 기술의 하나이다. 그

러나, 이 같은 Music Fingerprinting 기술은 신호

의 일부 값을 가지고 해당 질의 시그널을 포함하는

오디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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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호를 찾아내는 기술로, 신호적으로 완벽히

유사한 음원들 사이의 검색만 가능한 제한적인 음

원 검색기술이다. 예를 들어, 같은 음악이지만 라이

브 콘서트 실황 같은 다른 녹음환경에서 연주되었

거나 다른 사람이 부른 같은 곡의 경우 Music

Fingerprinting 기술로의 검색은 불가능하다. 의미

적으로 같은 음악임을 사람들은 인지하지만, 신호

적으로 완전히 다른 음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은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의 적용목적과 대상에 따라 필요와 수준에 맞

는 음악관련 정보를 처리해 주는 다양한 음악 분석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음악 분석 기술은 기술의 적용 대상에 따라 분석

해야 하는 정보의 수준과 종류가 달라진다[1]. 일반

적인 음악 사용자들의 경우, 음악을 취미로 즐기는

대중들이므로 검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음악 분석 기술로는

Query by Example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사용자

가 음악을 질의로 제안하면 이와 비슷한 음악들을

검색하여 제공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음악이론적

으로 어떻게 이 음악들이 유사한지에 대한 전문적

인 분석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불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응용 기술로는 일종의 맞춤형 정보 제공

(Information filtering) 기술인 음악 추천 시스템이

있다. 사용자가 즐겨 듣는 음원들을 분석하여, 그

밖의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 한 음악들을 추려서 사

용자에게 제공한다.

음악의 전문 사용자들이란, 음악에 대한 전문지

식이 해박하지는 않지만, 관련 활동에 음악을 적극

적으로 적용하는 사용자들을 일컫는다. 음악 전문

사용자들을 위한 음악 분석은 일반 사용자들에 비

해 보다 자세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전문 사용자들은 영화나 광고에 삽입하기에 적

절한 배경음악을 찾기 위해 장르나 템포, 리듬에 대

한 정보를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음악들을 검색해

주거나, 특정 곡과 멜로디, 하모니, 편곡 등이 비슷

한 음악을 찾아주길 원한다. 따라서, 음악 정보 분

석 시스템은 추출한 특징 정보들을 사용자의 의도

와 시스템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의 정확한 검색을

위하여, 특징 정보의 적합한 선택 및 구조화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음악 전문

가들은 음악 검색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많다. 전문 영역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의미정보 추

출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위한 음악 분석은 필요한

정보의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음악 분석 시스템들을 평가하는 매

년 열리는 음악 검색 시스템 평가 대회인 MIREX의

소개와 현황을 설명하면서 최근 음악 분석 기술의

대표적인 요소기술들과 연구 동향을 짚어보고자 한

다. 이로써 국내의 음악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과 유

관분야 연구자들이 향후의 서비스 기획과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Ⅱ. 음악 분석 기술의 현황: MIREX
2010을 중심으로

음악 정보 추출이란 음악을 신호처리 단계에서

분석하여 대용량의 자동화된 정보처리에 필요한 음

악의 유용한 의미 정보들을 추출하는 기술을 말한

다. 음악 정보 추출 기술은 음향학, 심리음향학, 신

호처리, 전산학, 음악학, 도서관학, 정보학, 기계학

습 등의 광범위한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과 처리가

요구되는 다학문적인 연구분야이다. 따라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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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들의 협업과 정보의 교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공

유를 위한 정기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였고, 이러

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MIREX가 탄생하게 되었다.

MIREX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음악 정보 추

출(Music Information Retrieval) 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모임이다. 음악 정보 추출 연구자들은 이 분야

연구결과의 공유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용량

의 공인된 평가집합의 공유가 필요하였고, 미국과

유럽의 음악 분석 추출 관련 기술의 연구자들이 모

여서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J.Stephen Dowmie 교

수를 주축으로 하여 2004년 Audio Description

Contest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2004년 ADC를

시범 대회로 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음악 정보 추출 시스템들에 대한 평가 요구를 수집

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제공받아 MIREX가 정기적

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MIREX의 운영과 개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매년

개최되는 MIREX에서는 MIREX wiki1)를 통하여

수집된 task에 대한 요청과 공유 가능한 평가 데이

터들을 기반으로 매년 평가대회가 가능한 task들을

수집하여 공고 한다. MIREX에 시스템 출품을 원하

는 참가자들은 공고된 형식과 시기에 맞추어 시스

템 개발을 완료하고 MIREX에 시스템 코드를 출품

한다. MIREX 운영기관인 미국 일리노이드대의

IMIRSEL(International Music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Evaluation Laboratory)는 출

품된 시스템 코드를 task 별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

고 설치 및 수행을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평가와 결과 수집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도출한

음악검색 시스템들의 평가 결과는 매년 열리는 음

악분석 관련 국제학회인 ISMIR(International

Symposium for Music Information Retrieval)에

서 MIREX 워크샵의 형태로 개최되어 그 결과에 대

한 논의와 기술 현황에 대한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MIREX에서 매년 개최되는 음악검

색 관련 task의 내용 및 결과들을 지켜보는 일은 음

악분석 기술의 변화와 현황, 관심이슈 등을 빠른 시

간에 꿰뚫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통계로 보는 MIREX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된 MIREX의 다양한 발자

취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음악분석 기술 연구의 변

화를 짚어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2005년 처음 열

린 MIREX의 결과부터 본 고의 집필 당시를 기준으

로 가장 최근에 개최되어 결과가 발표된 2010년도

까지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음악 분석 기술의

현황을 둘러보도록 한다. <표 1>은 2005년도의 가

장 처음 개최되었던 MIREX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결과가 발표된 2010년 MIREX까지의 몇 가지 통계

정보를 통하여 MIREX의 규모 변화를 보여준다. 다

음 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MIREX에 참가하고

있는 팀과 시스템 수, 그리고 MIREX를 통하여 공

개되고 있는 음악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한 평가 데이

터의 수는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는 세계적으로 음악 분석 기술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MIREX 2010에는 29개의 평가 집합이 공개되었으

며, 300여 개가 넘는 시스템이 제출되어 음악 분석

1) http://www.music-ir.org/mirex/wiki/MIREX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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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지난 MIREX에서 시스템들이 출품되었

던 각 task의 내역 및 task 별 규모를 정리하여 보

여주고 있다. MIREX에서 평가를 위해 공개되는

task들은 매년 M논의를 통하여 MIREX에서 운영

하는 wikipedia1)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온라인 논의

를 통하여 결정된다. Task의 제안, 평가 데이터의

기증 및 공개, 각 task 별 평가 방법의 결정 등

MIREX 대회 운영에 대한 모든 사안들은 MIREX

wiki를 통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MIREX의 task들

은 음악 분석 기술의 수준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새롭게 개선되거나 없어지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가 데이터 집합 10 13 12 18 26 29

참가 팀 82 50 73 84 138 152

참가 시스템 86 92 122 169 289 310

<표 1> MIREX의 년도 별 개최 규모[2]

Task 약어 Task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AI Audio Artist Identification 7 7 11

ABT Audio Beat Tracking 5 22A 26A

ACD Audio Chord Detection 15A 18A 15A

ACC Audio Classical Composer ID 7 11 30 27

ACS Audio Cover Song Identification 8 8 8 6A 6A

ADD Audio Drum Detection 8

AGC Audio Genre Classification 15 7 26A 65A 46A

AKF Audio Key Finding 7 5

AME Audio Melody Extraction 10 10A 21B 48C 20C

AMC Audio Mood Classification 9 13 33 36

AMS Audio Music Similarity 6 12 15 8

AOD Audio Onset Detection 9 13 17 12 18

ASS Audio Structure Segmentation 5 12A

ATC Audio Tag Classification 11 24A 26A

ATE Audio Tempo Extraction 13 7 7

MFE Multiple F0 Estimation 16 15 13 13

MFN Multiple F0 Note Detection 11 13 13 9

QBSH Query-by-Singing/Humming 23A 20A 16A 12C 15B

QBT Query-by-Tapping 5 9B 6B

SF Score Following 2 4

SGC Symbolic Genre Classification 5

SKF Symbolic Key Finding 5

SMS Symbolic Melodic Similarity 7 18B 8 13

<표 2> MIREX의 task 별 규모

* A : 해당 task의 하위 task가 2개 B : 해당 task의 하위 task가 3개 C : 해당 task의 하위 task가 4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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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관심 받고 있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task

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이 빠른 과정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MIREX의 task들의 내역과 참가 시스

템 규모들을 살펴보면 음악 정보 추출 기술들의 발

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의 경우에도

AAI, ADD, SF, SGC, SKF 같은 task들은 더 이상

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라진

task들은 해당 기술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관련

시스템의 성능이 충분히 숙성되어서 MIREX를 통

한 성능 향상에 대한 기여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지

만, 초창기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지만, 현대 기

술의 한계로 인하여 성능 평가가 무의미한 정도로

전체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적절한 평가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또한, 초창

기 MIREX에서는 없던 task들이었지만, 그 필요에

의하여 task가 생기거나 확장되고 평가 집합도 다

양해지는 task들도 있다. <표 2>의 task들 중 ABT,

AGC, AME, ATC, QBSH 등이 그 예이다. 이 task

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 보도

록 한다.

2. 최근 MIREX 개요

2010년에 개최된 MIREX는 19개의 task들을 중

심으로 개최되었다. <표 3>은 2010년도 MIREX의

task 별 규모를 보여준다.

위의 표에 나열된 MIREX task들의 목록과 각각

의 task마다 출품된 시스템들의 규모를 분석해 보

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전체 19개의

task들 중 단 2개의 task(약 11%)만이 음악을 기호

적 수준(Symbolic level)으로 분석하는 task이고 -

SMS와 AKF, 나머지 17개의 task(약 89%)들은 신

호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음악을 신호적(Signal-

spectrum) 수준으로 분석하여 처리하는 기술임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각 task 별로 제출된 시스템

들의 수를 살펴 보아도 전체 310개의 시스템 중 기

호 수준의 음악 정보 추출 시스템을 위한 2개의

task에 제출된 시스템은 전체의 약 6% 수준이고,

94%의 시스템이 오디오 음원을 신호 레벨에서 처

리하는 기술을 구현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음악

정보 추출 기술들은 오디오 샘플의 신호 레벨의 분

석을 통한 정보 추출 방법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몇 가지 원인을 들어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신호처리와 음성인식 기

술을 연구하였던 연구자들이 음악 정보 처리 분야

로 넘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4]. 이 현

상은 최근 들어 음악 분석 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두번째로,

Task 이름 참가 시스템 수

Audio Music Similarity 8

Audio Onset Detection 18

Audio Cover Song Identification (2 subtasks) 6

Audio Melody Extraction (6 subtasks) 30

Query-by-Tapping (3 subtasks) 6

Query-by-Singing/Humming (3 subtasks) 15

Audio Beat Tracking (2 subtasks) 26

Audio Chord Estimation 15

Music Structure Segmentation (2 subtasks) 12

Symbolic Melodic Similarity 13

Realtime Audio Score Following 5

Multi-F0 Estimation/Note Tracking (3 subtasks) 23

Audio Tag Classification (2 subtasks) 26

Audio Tempo Estimation 7

Audio Key Finding 5

Audio Mood Classification 32

Audio Composer Classification 30

Audio Latin Genre Classification 30

Audio Mixed Genre Classification 30

<표 3> MIREX 201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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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음악의 소비 행태를 보면, 악보와 같이 기호

적으로 음악을 구술한 데이터보다는 CD, MP3,

iTunes 같은 오디오 신호적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

의 획득이 더 용이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010년에 수행된 2개의 기호 기반 음악 분석 task

들의 평가 집합을 살펴보면, 클래식 음악 데이터에

제한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

호 기반의 음악 정보 추출 기술보다는 신호 처리 기

반의 음악 처리 기술이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보다 쉽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출한

정보 또한 음악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

들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

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4]. 이러한 현

상은 신호 처리 기반 많은 음악 정보 추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성능을 보일 때까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MIREX는 본 고의 집필중인 현재 2011년

9월 초까지 19개 모든 task들의 시스템 제출이 마

감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010년과 같

은 19개의 task가 공개되었으며, 2011년 10월 말에

개최되는 학회인 ISMIR 20112)의 MIREX 워크샵에

서 그 결과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MIREX의 주요 task

본 장에서는 MIREX의 task 중에 다른 task들의

성능 향상에 기반이 되는 low-level 특성 정보를

추출하는 기본적인 task들과 최근에 높은 참여율과

상대적으로 다양한 평가 집합이 선보이고 있는 주

요 task들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악 정보

처리 기술의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Low-level 특성 정보 추출 task

① ABT

오디오 박자 추적(Audio Beat Tracking) 기술은

음악 파일에서 박자가 되는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이의 연속성을 추적하는 기술이다. Beat는 음악에

서 전체 박자(metro)의 구성요소로, 음악에서 강세

의 기본이 되는 단위를 일컫는다. Beat의 올바른 추

출은 전체적인 음악의 리듬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기술이다. ABT task는 160개의 오디오 클립으

로 구성된 MIREX 2006 Tempo & Beat 데이터집

합과 367개의 마주르카 춤곡으로 구성된 Sapp’s

Mazurka 데이터 집합의 beat 정보가 기록된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f-measure3) 기반으로 시스템

들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0년의 경우 7개 팀에

서 13개 시스템을 제출하여 MIREX 2006 데이터는

55.16%, Sapp’s 데이터집합은 68.46%의 최고 성능

을 기록하였다[2].

② AME

오디오 멜로디 추출 기술은 다성(polyphonic) 음

악에서 멜로디의 음높이 형태(pitch contour)를 인

식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접하는 실제적인 음악 데

이터는 여러 개의 악기 혹은 여러 명이 다른 파트를

연주하는 다성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디오

파일에서 이들의 구분 및 주 멜로디의 인식은 음악

정보 처리의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MIREX에서는

AME task의 평가를 위해 4 종류의 평가 집합을 확

보하여 task를 진행하였다 - MIREX09 데이터베

2) http://ismir2011.ismir.net/

3) F-measure = 2pr/(p+r)  p : 정확률,  r : 재현률

02본본:02본본  11. 12. 5.  본본 10:54  Page 77



78 방송공학회지 16권 4호

502 특집 : 오디오 기술

이스, MIREX08 데이터베이스, MIREX05 데이터

베이스, ADC04 데이터베이스. 이 평가 집합들은

다양한 형식의 음원의 합성과 다양한 잡음 환경의

녹음 상태를 반영하여 AME 시스템의 평가를 지원

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MIREX AME task에서

는 4개 팀에서 5개 시스템이 참가하여 최고의 성능

을 보여주는 결과는 MIREX08 데이터에서 0.8의

정확도였다[2].

③ AOD

오디오 음표 인식(Audio Onset Detection) 기술

은 음원의 시작부터 모든 음악적 이벤트(음표)의 시

작 위치(Onset)를 발견하는 기술이다. 음악의 음표

인식은 오디오 시그널을 정보화하는 가장 기본 단

위의 인식이기 때문에 역시 음악 정보 처리에 기본

이 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본 task에서는 드럼 단독

연주로 이루어진 오디오 클립과 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음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성

악기 연주곡이 포함된 다양한 난이도의 85개의 오

디오 클립을 포함한 평가 집합을 통하여 제출된 시

스템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7개 팀에서 제

출한 18개의 시스템을 통하여 최고 0.79의 f-

measure를 기록하였다[2].

④ MFN

다중 기반 주파수 예측 및 추적(Multiple Fun-

damental Frequency Estimation & Tracking) 기

술은 복잡한 다성 음악신호에서 각각의 연속적인

주파수들을 예측하고(악기/파트 별 멜로디 추출),

이들에 대한 음색정보 및 음표를 추적하는 기술이

다. MFN task의 진행을 위해 클래식 및 재즈 장르

의 40개 음악 샘플과 이에 정답이 제공되는 평가 집

합을 토대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40개의 음악 샘플

에는 다양한 클래식 악기들을 포함하여 녹음 단계

에서부터 다성으로 녹음된 34개의 음원과 개별 녹

음 후 인위적으로 합성한 6곡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MIREX 수행 결과 기본 주파수 예측, 악기

추출, 음표추출, 피아노 음표추출의 4가지 하부

task들을 위하여 15개 팀에서 29개 시스템이 제출

되었다. 기본 주파수 추출의 경우 최고 0.69, 악기

추출은 0.25, 음표추출은 일반 악기와 피아노의 경

우 각각 0.53과 0.6의 최고 성능을 보였다[2].

위에서 설명한 low-level 특성정보 추출을 위한

task들은 음악적으로 중요한 정보인 멜로디 형태,

배음구조 진행 및 리듬 패턴 등의 추출에 기본이 되

는 기초적인 특징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능은 전체 MIREX task들의 성능

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술들이다.

2) 음악 정보 추출 응용 task

다음의 task들은 2010년 MIREX에서 많은 하위

task들을 가지고 많은 시스템들이 제출되어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task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low-level 특징 추출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대용량

음원 관리 및 다양한 검색 관련 응용 시스템들에 적

용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응용 기술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① AGC

음악 장르 분류(Audio Genre Classification) 기

술은 오디오 신호정보의 패턴을 통한 훈련으로 입

력 음원의 장르를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기술이다.

2010년 MIREX에서는 미국 팝 장르 구분을 위한

7,000개의 오디오 클립을 포함하는 데이터집합

(Mixed set), 라틴 음악의 장르 구분 데이터 두 가

지 평가 데이터(Latin set)를 기반으로 task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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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10개 팀이 23개 시스템을 제출하

였고, 최고 성능은 Mixed set은 0.74, Latin Set

0.71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2].

② ATC

음악 태그 분류(Audio Tag Classification)는 음

원 클립의 신호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각 음악의 분

위기, 장르 등에 적합한 설명 태그를 자동으로 부여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음원과 미워드 기반 검색

기술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여, 웹 상에서 상용화되

고 있는 음악 검색 및 추천 시스템에 응용 가능한

중요한 기술이다. 평가를 위해 3종류의 평가 집합

이 공개되었는데, 음악 태깅 게임(MajorMinor4))에

서 웹 사용자들에 의해 구축된 MajorMiner 평가집

합과, 대용량 음악 포털인 last.fm5)의 사용자 태그

에서 추출한 Mood 데이터를 통하여 평가를 수행하

였다. 8개  팀이 제출한 13개  시스템에서

MajorMiner 데이터의 평가결과는 0.48, Mood 데

이터는 0.47의 최고 f-measure를 기록하였다[2].

③ QBSH

허밍 기반 음악 검색 시스템(Query-by-Singing/

Humming)은 사용자가 직접 부른 오디오 데이터를

검색의 질의(query)로 하여 대량의 음악 데이터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부른 노래를 찾아내는 검색 시

스템이다. 이 기술은 노래방 및 가라오케 같은 오프

라인 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장 및 온라인 음악 검색

시장에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음악 정보

처리 요소 기술과 검색 기술이 다양하게 결합된 핵

심 응용 시스템이다. 중국 노래의 허밍 데이터인

Roger Jang의 MIR-QBSH 데이터와 MIDI 데이터

를 정답으로 구축한 IOACAS 데이터, 잡음을 포함

한 Noise MIDI 데이터들을 통하여 3개 팀의 5개 시

스템의 성능을 평가한 2010년의 경우, Jang 코퍼스

는 최고 0.95, IOACAS는 최고 0.84의 MRR

(Mean of Reciprocal Ratio)을 기록하였다[2].

Ⅲ. 국내 관련 동향

국내의 음악 분석 기술 연구는 그 간 MIREX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과 비교하면 연구 기반과 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디지털 음

원시장의 팽창과 함께 이 분야 기술 개발에 대한 투

자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KETI와 광

운대는 2008년부터 단성 음원이 아닌 다성 음원을

대상으로 하는 QBSH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그림 1>은 개발한 QBSH 시스템의 구

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한국 가요를 중심으로

2,000곡의 실제 한국 다성 음원을 포함하는 K-

POP QBSH 평가 집합을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는

비현실적이라는 기존의 MIREX QBSH 평가집합의

한계를 넘어서 전곡 길이의 한국 가요를 다양한 장

르 별로 2,000곡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색을 위한

20명의 사용자들이 직접 녹음한 10초 길이의 허밍

질의도 1,000개 포함하고 있다[6]. 이러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 분석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짧은 시간 안에 MIREX의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QBSH, AME 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2011

4) http://majorminer.org/info/intro

5) http://www.las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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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MIREX에 국내 기술로 구축한 음악 분석 시스템

들을 출품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다성 음원 데

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QBSH 검색 기술의 경우 기

존 MIREX task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앞서가는 기

술이다.

개발한 매칭엔진에는 다성음원에서 특성추출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매칭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로마-스케일 표현기법(Chroma-Scale

Representation), 보상기법(Compensation) 및 비

대칭적 DTW(Asynmmetric Dynamic Time

Warp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다성음원의 멜

로디 특성 추출을 위해 개발한 배음구조 (Harmonic

Structure) 기반 멜로디 추출 방법은 하모닉 분석을

통해 실제 시그널의 peak pitch들을 검출한 후, 이

데이터를 하모닉 분석값을 최대로 하는 contour로

예측하여 다성음원에서 주멜로디 시그널을 추출해

낸다. 이와 같은 QBSH와 AME 기술은 2011년

MIREX의 해당 task에 제출되어 결과가 공개될 예

정이다. 이 기술은 음악 정보추출 기술의 기반이 되

는 핵심 low-level 특성정보 추출 및 응용 기술의

핵심이므로 향후 국내 음악분석 기술 개발의 정착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KETI와 세종대는 음악검색 기술을 기반으로 감

성 기반 음악 추천 엔진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음원의 시그널 분석을 통하여 음악의 감성

과 장르 등의 정보들을 추출하여 사용자의 감성과

취향에 적합한 음악을 추천한다. 추천엔진의 개발

을 위한 요소기술로 음원의 신호분석을 총한 장르

정보와 감성정보를 추출하는 AMC와 AGC 기술의

개발을 수행중이다. 이 기술은 오디오 신호를 시간

축에서 빈도수축으로 변환하는 특성추출 과정에서

일반적인 MFCC가 아닌 DFB(Decorrelated Filter

Bank)와 OSC(Octave-based Spectral Contrast)

분석기술을 적용하고 있다[7][8]. DFB는 FIR hi-

pass filter를 사용하여 시그널의 고주파값의 특성

을 극대화하여 변환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자인식 기술에 많이 사용되어 시그널의 음색 정

보 추출에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

다. OSC값은 밴드별 스펙트럼의 peak와 valley 값

을 고려하여 측정되므로, 그 변환 결과는 음악의 배

음성분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다. 

<그림 1> 다성음원 데이터 기반의 QBSH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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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

음악 컨텐츠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음악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음악 정보 추출 기술은 다양한

학문을 망라하는 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기술이

다. 음악 정보 추출 기술 연구의 확장 및 기술 개발

을 위해 만들어진 MIREX의 역할은 이처럼 유기적

인 협업이 필요한 음악 정보 추출 분야에서 관련 기

술 간의 공개 토론 및 성능 비교를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MIREX

는 공개적인 연구 행사와 매년 다양한 task에서 고

비용의 구축 비용을 요구하는 음악 분석 평가 데이

터를 공유함으로써, 음악 정보 처리 기술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의 구축 및 배포를 통한 연구 기

반 구축을 앞당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MIREX는

모든 지능형 정보처리 시스템의 고질적인 한계인

데이터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MIREX는 음악 분석 기술 전반에 대한 공

식적인 논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MIREX 워크샵과 MIREX wiki는 주기적인 요소기

술 분석 및 시스템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음악

분석 기술 시스템 평가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음악 분석 관련 최신의 연구 이슈 및

기술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MIREX 운영에 대한 한계점 또한

드러나 있다. 먼저, 평가의 객관성에 관한 문제이

다. MIREX를 통하여 세계 각지에서 구축된 음악

분석 관련 평가 데이터들이 공유되고는 있지만, 음

악 분석 작업의 전문성과 고비용 문제로 인하여 공

개된 데이터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규모로 인해 웹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음원 데이터들

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현

재의 데이터 규모를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는 먼 앞

날일 뿐이다.

음악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도 음악 분석 기술에

대한 연구의 확장을 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음악 분석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음원들은 저작권 문

제로 무단 배포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IREX를 통해 공인된 데이터들도 자유로운 배포

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배포가 가능한

거의 모든 평가 데이터들 또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

을 위해 음원의 전곡이 아닌 30초 이내의 짧은 오디

오 클립만을 추출하여 평가집합을 구축하기 때문

에, 이들은 현실의 음원 분석 환경을 완전히 반영하

지 못한 채 연구용 toy system에서 머무르게 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MIREX 운영체계가 평가 데이

터를 배포한 후 그 결과값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TREC6)과 다른 형태로 운영

되고 있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TREC의 경우 이

렇게 공개된 데이터는 TREC에 출품하지 않은 다른

연구에도 광범위하면서도 자유롭게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 검색 연구의 활성화와 성능

향상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MIREX의

경우 공개된 평가 데이터의 배포가 자유롭지 못하

기 때문에 모든 task들에 출품하는 시스템들을 받

아서 IMIRSEL에서 각각의 실행 환경을 구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를 진행하는 기간도 지

나치게 길어지고, 평가 결과 또한 개발자가 의도한

환경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

생하여 참가자들의 불만과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유

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MIREX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

6) Text REtrieval Conference: http://trec.nis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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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IMIRSEL에서 구축한

MIREX를 위한 가상 평가 시스템이 NEMA(NEt-

worked infrastructure for Mir tAsks)이다[4].

NEMA는 MIREX 운영에 필요한 셀프 서비스 인터

페이스들을 제공하여 분사된 환경에서 다양한 사이

트의 데이터와 시스템 사이의 연동을 지원할 수 있

다. NEMA는 또한 부가적으로 MIREX task들의

결과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시각화 및 통계적인 결과

분석 기능들도 제공한다[5]. <그림 2>는 NEMA 시

스템의 운영 구조를 보여준다. NEMA를 통하여 평

가 데이터 제공자들은 NEMA 시스템에 대한 저작

권 공개를 조건으로 평가 집합을 공유하며, 시스템

참가자들은 NEMA 시스템에 접근하여 저작권 문

제 없이 평가 데이터를 통한 시스템의 평가가 가능

하다. NEMA는 2010년 MIREX에서 7개 task에

대하여 그 일부 기능이 시범적으로 공개되었으며,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 확장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MIREX에서 그 활용 범위를 늘여 갈

계획이다.

<그림 2> NEMA의 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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