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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을 위한

매칭엔진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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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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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성음원에서 추출된 특성정보 기반 QbSH (Query-by-Singing/ Humming) 시스템의 매칭엔

진에 대해 제안하였다. 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은 사람의 노래나 허밍에서 추출된 특성정보와 MP3

파일과 같은 다성음원에서 추출된 특성정보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음원을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제안된

매칭엔진에는 다성음원에서 특성 추출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매칭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로마-스케

일 표현기법 (Chroma-Scale Representation), 보상기법 (Compensation) 및 비대칭적 DTW (Asymmetric

Dynamic Time Warp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거리 함수 (Distance Metric)를 적용하여

매칭엔진의 성능향상을 확인하였다. 1,000개의 허밍 질의와 450곡의 다성음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제안

한 QbSH 시스템의 성능 실험을 수행하다.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한 QbSH 시스템이 MRR (Mean Reciprocal

Rank) 0.718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atching Engine for

QbSH System Based on Polyphonic Music

Sung-Joo Park†, Kwangsue Chung††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atching engine of query-by-singing/humming (QbSH) system which retrieves

the most similar music information by comparing the input data with the extracted feature information

from polyphonic music like MP3. The feature sequences transcribed from polyphonic music may have

many errors. So, to reduce the influence of error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the chroma-scale

representation, compensation and asymmetric DTW (Dynamic Time Warping) are adopted in the

matching engine. The performance of various distance metrics are also investigated in this paper. In

our experiment, the proposed QbSH system achieves MRR (Mean Reciprocal Rank) of 0.718 for 1000

singing/humming queries when searching from a database of 450 polyphonic mu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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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지털 음원의 이용이 확대됨과 동시에 대용

량 저장장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미디어 기기가 보급

되고 있다. 개인은 미디어 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음원을 저장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음

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 및 소비에 대한 요구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음원에 대한 소비

경향의 변화에 따라, 수 만곡을 초과하는 대용량의

음원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색인, 검색 등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음원 검색 (Music In-

formation Retrieval, MIR) 기술에는 허밍 질의 검색

(Query-by-Humming) [1]을 포함하여 음악 장르 분

류 (Musical Genre Classification) [2,3], 멜로디 추출

(Melody Extraction) [4,5], 커버-송 인식 (Cover-

Song Identification) [6], 템포 추출 (Tempo Estim-

ation) [7] 및 오디오 인식 (Audio Identification) [8]

등의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허밍 질의 검색은 사

용자의 목소리인 허밍 입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

에서 다른 기술과 구분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 입

력, 즉 노래와 허밍 기반의 검색 시스템의 개념이 도

입된 후, 이 시스템은 MIR 분야에서 주요한 검색 방

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보다 자유

로운 음원 검색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노래와 허밍, 두 가지 질의 (Query) 방식을 모

두 포함하는 검색 시스템을 QbSH (Query-by-

Singing /Humming)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 입력 수단이 제한적인 모바

일 단말에서의 음원 검색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음원 검색 시스템은 MIDI로

대표되는 단성음원 (Monophonic Music)을 기반으

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다 [9].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 정보가 단성음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검색 성

능 측면에서는 단성음원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음원 검색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MP3, Wav 파일 등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음원은 목소리, 악기 등의 다

양한 음원이 혼재되어 있는 다성음원 (Polyphonic

Music)의 형태이다. 따라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QbSH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성음원을 이용

한 시스템 구성이 요구된다.

QbSH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 입력에서의 특성

정보 추출하는 부분, 다성음원에서의 특성정보 추출

하는 부분 및 추출된 두 특성정보를 비교하는 매칭엔

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실제 이 세 부분에 입력

되는 모든 데이터에서 엄연히 오류가 존재한다. 즉

QbSH 시스템은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에 대한 유사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가

지고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하

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단성음원인 MIDI 파일의 특성정보는 곡의 악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정확한 반면, 보컬, 악기 등 다양한 음원이 혼재

되어 있는 다성음원에서 주요 특성정보인 멜로디를

추출하는 것은 MIDI만큼 정확하지 않고, 아직 기술

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단계로서 추출된 특성정보에

는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또, 단성음원의 형태

인 사용자 허밍질의의 경우 동일한 음원에 대한 허밍

이라도 사용자에 따라 음의 높낮이, 템포 등이 다르

고, 동일한 사용자라도 시간에 따라 허밍의 정확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성음원과

사용자의 노래, 허밍 질의를 기반으로 하는 QbSH

시스템의 매칭엔진에 대한 설계는 이러한 입력 데이

터의 부정확성을 미리 고려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칭엔진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고

려되어야 하는 부분과 추출되어진 특성 정보의 부정

확성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된 매칭엔진

은 DTW 알고리즘 [10]을 기반으로 비대칭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가중치 계수(Weighting

Coefficient), 크로마-스케일 표현기법(Chroma-Scale

Representation), 보상기법(Compensation)을 결합

하여 특성정보의 부정확성이 매칭엔진에 주는 영향

을 최소화하였다. 즉, 피치 더블링(Pitch Doubling)

과 피치 해빙(Pitch Halving) 오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피치 시퀀스 표현기법 및 피치 오류나 거리 오

류에 대한 보상기법을 적용하였다. 제안한 매칭엔진

은 구현 및 평가를 통해 그 성능수준을 검증하였다.

2장에서는 전체적인 QbSH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다성음원 및 사용자의 질의

에서의 특성정보 추출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

에서는 제안된 매칭엔진의 세부 알고리즘에 대해 기

술하였고,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된 QbSH 시

스템의 세부 알고리즘 및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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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 구성도

2. QbSH 시스템 구조

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 데

이터와 다성음원 데이터베이스의 음원 데이터, 두 가

지 입력 데이터를 갖는다. QbSH 시스템은 두 입력에

대해 피치 시퀀스를 추출하여 특성정보로 사용하며,

매칭엔진에서 두 특성정보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정보를 찾는 것이 QbSH 시스템의 기본 정의이다.

기존 QbSH 시스템에서 피치 시퀀스와 함께 노트

시퀀스, 피치 주기를 특성정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

다 [11,12].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대부분 단성음원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다성음원

에서 신뢰성 있는 피치 노트 및 피치 주기를 추출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이를 통한 성능개선의

수준이 시스템의 부하 증가에 비해 주목할 만한 수준

이 아니어서, 본 논문에서는 피치 시퀀스만을 활용하

여 QbSH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1은 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의 구성도

이다. 그림 1의 아래 부분은 다성음원에서 특성정보

를 추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이다. 그림

1의 위쪽 부분은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특성정보를

추출 부분과 매칭엔진 부분을 포한한다. 다성음원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MP3와 같은 다성음원에서

추출된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Feature DB”를 구성

한다. QbSH 시스템의 매칭엔진은 사용자 입력 데이

터의 피치 시퀀스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Feature

DB”에서 찾아서 해당 곡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게 된다.

3. 특성 정보 추출

일반적으로 질의 입력인 허밍이나 노래는 단성음

원이며, 단성음원에서 음의 높낮이 정보인 피치 시퀀

스 추출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실제 G.729 등의

음성 부호화기를 사용할 경우,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다성음원에서의 멜로디 추출(Melody Transcription

or Melody Extraction)은 단성음원의 피치 시퀀스

추출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정확도가 낮으며, 상대

적으로 복잡한 처리 프로세서를 필요로 한다. 다성음

원에서 멜로디 추출은 기본적으로 멀티 피치 추출

(Multi-Pitch Extraction), 멜로디 인식 (Melody

Identification) 및 후처리(Post-processing) 단계를

거쳐 구현된다. 한편, QbSH 시스템의 매칭엔진이 효

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에서 추출

한 특성정보의 형식이 동일해야 하고, 추출 주파수

및 피치 정보의 차원이 동일해야 한다.

제안한 QbSH 시스템은 MP3 파일을 사용하여 다

성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전처리 단계에

서는 특성정보 추출을 위해 오디오 코덱에 의해 압축

되어 있는 MP3 파일을 먼저 디코딩한다. 디코딩된

신호에 대해 8kHz로 다운 샘플링(Down-Sampling)

을 수행한다. 이 데이터를 50% 중첩을 가지는 64ms

단위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특성정보 처리를 위한 기

본 단위 형태로 구분하게 된다.

하나의 64ms 프레임에 대한 피치 주파수가 구해

지면, 이를 식 (1)과 같은 세미톤(Semitone) 형식으

로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미톤은 정수로 표

현하지만, 정확한 데이터의 표현 및 비교를 위해 실

수 연산이 가능하도록 변환하였다.

   × log 

  (1)

여기서 f는 피치의 주파수를 의미한다. 질의 입력

과 다성음원에서 추출된 특성정보를 세미톤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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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 질의에서 피치 시퀀스 추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다성음원에서 피치 시퀀스 추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표현한 데이터가 그림 1 매칭엔진의 입력이 된다.

3.1 사용자 질의에서의 피치 시퀀스 추출

사용자의 허밍 및 노래 질의에 대한 피치 시퀀스

추출을 위해 그림 2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먼

저 사용자의 허밍 질의는 묵음구간과 같이 정보가

없는 구간이 존재한다. 실제 입력 데이터에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AD (Voice-Activity

Detection) 블록을 적용하였다. 이는 입력이 존재하

는 구간의 피치 시퀀스 추출 오류보다, 입력이 없는

구간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치 시퀀스를 추출하

는 것이 성능에 보다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VAD 블록에는 허밍과 노이즈 신호의 스펙트럼

비율(Spectrum Ratio)을 기반으로 하는 IMCRA

(Improved Minima Controlled Recursive Averaging)

알고리즘 [13]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정보가 없는

구간의 피치 값은 0으로 설정하였다.

VAD 이후에는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자기상

관(Time-Frequency domain AutoCorrelation, TFAC)

을 이용한 피치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14].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시간영역에서의 자기상관과 주

파수 영역에서의 자기상관이 선형적으로 결합된 형

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

서 피치 추출의 단점은 각각 피치 더블링과 피치 해

빙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자기상관을 이용하는

피치 추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3.2 다성음원에서의 피치 시퀀스 추출

그림 3은 다성음원에서 피치 시퀀스 추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이 시스템은 다중 피치 추출 모

듈(Multi-Pitch Extraction)과 피치 트래킹(Pitch

Tracking) 모듈로 구성된다. 다중 피치 추출 모듈은

먼저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피치 정보를 추출

한다. 추출된 피치들의 하모닉 구조의 유무와 정확도

에 따라 유효한 피치를 선택하고, 각각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5]. 피치 트래킹 모듈은 각 프레임간 기본

주파수의 연속성과 기본 주파수의 순위를 고려하여

피치 트래킹(Pitch Tracking)을 실행한다. 다성음원

에서의 피치 시퀀스 추출은 다음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Step 1 : 다성음원 신호는 다수의 음원들이 혼합

되어 있는 신호이며, 각 음원의 기본 주파수에 해당

하는 하모닉 피크들의 조합이 존재한다. 기본 주파수

를 추출하기 위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주파수 피크

를 검출한다. 기본 주파수 후보를 정하기 위한 피크

사이의 간격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   (2)

검출된 주파수 피크의 위치를 ·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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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정 의

 pitch sequence of query


  pitch sequence of ith song stored in DB

  information of the pitch sequence

 the number of songs in DB

· length of pitch sequence

 
distance between two sequences P and

Q based on DTW

 
distance between two sequence P and Q

computed in matching engine

· arbitrary distance metric

 weight coefficient for DTW

c compensation coefficient

· pre-processing of matching engine

표 1. 매칭엔진의 정의 및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기호 리스트     이며, 는 해당 프레임에서

추출된 주파수 피크의 전체 개수이다.

Step 2 : 모든 기본 주파수가 이상적인 하모닉 구

조를 가진다는 가정한다. 이상적 하모닉 피크 위치

에 대해 실제 주파수 피크 ·가 존재하는지 확

인한다.

Step 3 : 모든 ∆ 각각에 대해 이상적 하모닉

피크 위치 에 대한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50% 이상의 하모닉 피크에서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를 기본 주파수 후보 로 결정한다.

Step 4 : 각 프레임 단위 기본 주파수 후보의 중요

도를 결정하기 위해 AHS (Average Harmonic

Structure) 값을 계산한다.

Step 5 : 각 프레임별 기본 주파수 후보의 피치

트래킹을 통해 주요 기본 주파수를 선택한다. 피치

트래킹 블록은 주변 프레임간의 기본 주파수의 연속

성을 기반으로 한다.

4. 매칭엔진

매칭엔진은 다성음원 데이터에서 추출된 특성정

보 
  정보로 구성된 Feature DB상의 정보인

 와 사용자의 질의에서 추출된 사이에서 가

장 유사한 정보를 찾아서 그 결과를 제공하는 부분이

다. 이를 위해 매칭엔진은 두 데이터 와 
 간의

불일치에 대해서 강인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표 1은

논문의 매칭엔진의 기술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기호

에 대한 정의이다.

4.1 입력 데이터에 대한 피치 추출의 부정확성

입력되는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매칭엔진에

서는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크기, 형태, 표현 방

법 등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설계단

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QbSH 시스템의 매칭엔

진에 입력되는 피치 시퀀스는 악보에 있는 멜로디를

기반으로 생성되며, 두 입력에 대한 각각의 피치 시

퀀스를 추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부분 왜곡이 발

생한다. 다성음원에서 피치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

이러한 왜곡현상에 대한 극복이 특히 중요하다.

다성음원은 메인 멜로디를 포함하여 다양한 악기

의 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조합된 음원에서 각 음원을 개별적인 오디오 신호로

완벽하게 분리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메인 멜로디의 소리와 악기 등의 주변 소리가 동시에

발생하고, 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메인 멜로디의 피

치 시퀀스를 완벽하게 추출한다 하더라도, 메인 멜로

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 구간에서는 함께

존재하는 다른 소리가 메인 멜로디의 피치 시퀀스로

대신 추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이 다성

음원에서 메인 멜로디의 피치 시퀀스의 추출을 어렵

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다성음원에 대한 피치

시퀀스의 추출은 메인 멜로디와 주변 멜로디의 혼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1절에 언급된 피치 더블링과 피치 해빙 오류 역

시 부정확한 피치 시퀀스를 만드는 요인이다. 일반적

으로 피치 더블링과 해빙 효과에 의한 오류는 피치

추출이 주기적 신호에 대해 수행되기 때문에 발생하

며, 완벽하게 회피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의 노래, 허밍 질의 입력에 대한 피치

시퀀스 추출의 경우, 기술적 접근의 어려움보다는,

실제 악보에 있는 원래의 멜로디 정보와 전혀 다른

정보의 데이터가 쉽게 유입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악보에 있는 정보대로 전혀

노래나 허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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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잘못된 템포로, 부정확하고, 상대적인 피치

값을 가지고 노래 또는 허밍을 한다. 때로는 각 음의

길이가 완전히 틀리기도 하며, 노래의 한 소절중 상

당 부분을 빠트려 전혀 다른 노래를 입력하기도 한다.

QbSH 시스템에는 각 입력 데이터에 대한 특성추

출 단계를 통해 피치 시퀀스가 추출되기 전 이미 입

력 데이터에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며, 추가적으로 시

스템의 각 단계에 적용된 동작 알고리즘에서도 일정

부분 오류가 존재한다.

4.2 매칭엔진에서의 전처리 과정

입력 데이터가 가지는 데이터의 오류, 즉 부정확

성에 대해 강인한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칭엔진에

서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 전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보상계수의 적용 및 크로마-스케일 표

현기법에 의한 전처리 과정을 제안한다.

QbSH 시스템에서 매칭엔진 목적은 질의 입력의

특성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특성정보를 비

교하여 사용자가 허밍하거나 노래한 것으로 추정되

는 음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3)과 같다.

  argmin       (3)

여기서 특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피치 시퀀스


  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칭

엔진  ·에 의해 구해지는 입력 피치 시퀀스와 데

이터베이스에 있는 피치 시퀀스간의 차, 즉 두 데이

터간 거리(Distance)는 식 (4)와 같다.

  
   min      (4)

여기서 는 보상계수(Compensation Coefficient)

이며, ·는 전처리를 위한 함수이다. 가 결정되

면,  번째 피치 시퀀스 정보  를 구할 수 있다.


  값은 피치 더블링과 피치 해빙 효과로 인해

부정확 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에 의해 세미톤

으로 표시된 값은 원래의 피치 값에서 한 옥타브를

나타내는 수인 12만큼 커지거나 작아지게 된다. 이러

한 부정적 효과에 의한 피치 값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치 값을 12로 나누고 그 나머지 값을 특성

정보로 사용하는 크로마-스케일 표현기법을 적용한

다. 따라서 ·는 입력 시퀀스의 나머지 값의 함수

가 된다.

사용자 질의 입력에 의한 피치 시퀀스 역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며, 이는 사용자가 악보에

있는 원래의 피치 값과 동일하게 노래하거나 허밍을

수행하여 절대적으로 올바른 피치 값을 입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식 (4)와 같이 보상

계수 를 피치 시퀀스에 더하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전처리 단계에서의 피치 값의 범위

를 고려하여, 의 범위는 ≤ ≤ 로 제한하며, 정

수 값의 를 사용하였다.

4.3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

QbSH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허밍 질의

에 대한 시간적 변화가 큰 동시에, 부정확한 질의가

입력됨으로 해서 검색의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적 변화

나 부정확한 템포에 강인한 특성을 제공하는 DTW

알고리즘을 매칭엔진의 기본적인 동작 개념으로 적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DTW 알고리즘은 음성인식, 화자인

식 등에 널리 적용되는 알고리즘으로, 서로 길이가

다른 두 패턴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이다. 이를 위해 삽입(Insertion) 및 제거(Deletion)

등의 방법으로 경로별 비교 패턴의 유사도를 측정

한다. DTW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시작점-끝점 제약 조건 : 입력 데이터 및 비교

대상 데이터의 시작점과 끝점을 일치 시키고 비교

를 진행

(2) 단조 증가 제약 조건 : 최적 경로는 항상 단조

증가

(3) 국부 연속 제약 조건 : 한 비교점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의 제한을 두어 시간상에서 지나치게 경로

가 축소되거나 팽창하는 것을 제한

(4) 전역 경로 제약 조건 :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입력 및 비교 데이터간 전 구간에 걸친 허용 가능한

영역을 제한

(5) 기울기 가중치 조건 : 국부 경로의 거리 계산

시, 동일한 가중치를 주지 않고 기울기에 따라서 서

로 다른 가중치를 주어, 시간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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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TW 알고리즘이 QbSH 시스템에 적용

될 경우, 실제 질의 데이터의 피치 시퀀스를 다성음

원의 특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피치 시퀀

스와 시간축상의 변화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비교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과도하여 많은 검색 시간이

요구되고, 동시에 우수한 검색 정확도를 담보하기 힘

들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QbSH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허밍 질의 데이

터의 길이가 비교대상인 다성음원에서 추출된 특성

정보 데이터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부분도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사

용자가 음원 전체를 허밍하거나 노래할 수 없기 때문

에, 사용자의 질의 입력에 의한 피치 시퀀스는

“Feature DB”에 있는 다성음원에서 추출된 피치 시

퀀스 길이에 비해 짧다. 실제 사용자가 허밍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간은 10초 이내이며, 매칭엔진은 입

력 질의가 어떤 곡의 일부라는 가정하에 동작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과 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DTW 알고리즘의 전제 조건에서 “(1) 시작점-끝점

제약 조건”을 제안된 QbSH 시스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DTW 경로(Path)가 임의의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임의의 점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검색을 위한 연산량 축소에

따른 검색 시간의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검색

성능의 개선이 가능하다.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위해 먼

저 임의의 벡터 를   로 표시하

고,       
      

   

로 가정한다. 또, 거리 함수 (Distance Metric)

   와    를   및

  에 대해 정의한다. 이 경우 두 입력 시퀀스

와 에 대한  값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해진다.

Step 1 : 두 입력 시퀀스 와  그리고 에 대해,

  그리고   인 경우,  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if  
  

(5)

Step 2 :   의 초기조건에서,   은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6)

Step 3 :    의 조건에서   은 식 (7)

과 같이 정의된다.

       (7)

Step 4 :     그리고    의 조건에서

․  혹은   인 경우,   은 식 (8)과 같이

정의된다.

     min  
      (8)

․  혹은    외의 경우,   은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min     
  

×     

(9)

Step 5 : 최종 거리함수  는 식 (10)과

같이 구해진다.

 
min

    
  (10)

은 각 프레임별 거리를 의미하며, 이때

       로 초기 값을 정의할 수 있다. 최종

적으로는 전체 거리를 의미하는     을 구하고,

그 중에서 최소 왜곡을 가지는 경로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인 경우가 왜곡이 발생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의미하며,   보다 작은 경우의 경로는

실제 의미가 없는 경로이므로 무시한다.

DTW  경로의 결정은 상관계수 를 가

지고 이루어지며,  인 경우는 DTW 알고리즘은

대칭적 (Symmetric)이 되어 모든 경로는 동일한 비

중을 가진다. 반면 ≠ 의 경우는, DTW 알고리즘

이 비대칭적이 (Asymmetric) 된다[16].

본 논문에서는 다성음원 기반의 QbSH 시스템의

매칭엔진에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 DTW 알고리즘과는 달리 DTW 경로가

어느 프레임에서든 시작할 수 있으며, 최소의 왜곡을

갖는 경로를 따라 어느 프레임에서나 그 경로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매칭엔진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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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음원에 대한 데이터 비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왜곡을 가지는 임의의

경로를 따라 그 연산을 수행하여, 최소 왜곡을 구하

게 된다.

비대칭적 DTW가 적용된 QbSH 시스템에서는 피

치가 추출되지 않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그 거리를

계산하지 않는다. 
 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

(Element)는 피치 값을 가지며, 0의 엘리먼트는 없

다. 그러나 에서는 0의 엘리먼트가 존재할 수 있으

며, 이 0의 값에 대해서는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0으

로 설정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을 QbSH 시스템

에 적용할 경우, 연산량도 감소하는 동시에 검색 정

확도 및 검색시간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의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 동일한 질의 데이터 및 음원 DB 기반

의 실험에서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은 DTW 알고

리즘 대비 연산량이 1/50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동시에 Roger Jang's correction을 DB로 사용하

고, 정답이 검색 결과 상위 10위내에 포함되는 것을

기준으로 검색 정확도를 측정한 경우, 비대칭적

DTW는 95.0%로 DTW 84.2% 정확도에 대해 우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거리 함수(Distance Metric)

최종적인 매칭엔진의 검색 정확도는 거리 함수

·에 의해 결정되며,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일반

적으로 절대 값 혹은 그 제곱의 값이 DTW 알고리즘

기반의 QbSH 시스템에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거리

함수는 전형적인 DTW 알고리즘의 프레임워크를 적

용하는 QbSH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변

형된 DWT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스템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검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Multiple-

Phase DTW, 기존 DTW의 연산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Multiple Level Data Abstraction 알고리즘 및

Voiceless Region Bypassing 알고리즘 등을 갖는 시

스템에도 기존의 거리함수가 대부분 적용되었다

[16-18].

그러나 특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피치 시퀀

스는 일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에 둔감한 거리 함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거리 함수를 제안하여 다성

음원 기반의 QbSH 시스템에서 최대 성능을 가지는

거리 함수를 정의하였다. 식 (11)과 (12)는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거리 함수의 정의이며, 실험을 통한 성

능의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다.

·     (11)

·    
 (12)

매칭엔진의 우수한 성능확보를 위해 두 인수 차의

slope가 그 값의 차이에 따라 감소하여 왜곡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리 함수가 요구된다. 이

를 위해 식 (13)～(15)를 제안하였다. 식 (13)의 거리

함수는 그 최대값을 로 제한하여 그 절대적인 차의

값이 를 넘으면, 거리 값이 로 고정된다. 식 (14)는

logistic loss 기반으로 거리 함수를 정의하고 있으며

[19], 식 (15)는 sigmoid 함수를 적용하고 있다. 제안

한 거리 함수 식 (13)～(15)를 QbSH 시스템에 적용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거리 함수를 설정

하였다.


     i f   

(13)

   log   (14)

   exp  


  (15)

5. 구현 및 성능 평가

5.1 기존 QbSH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5.1.1 기존 단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

제안한 QbSH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비교 검증하

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QbSH 시스템과 동일한 평가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평가 환경의 기본적인 요소

는 동일한 입력인 질의 데이터와 검색 대상인 음원

데이터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MIREX (Music In-

formation Retrieval Evolution Exchange)[20] QbSH

Task의 평가 환경을 적용하였다. 제안한 시스템과

MIREX 2010 QbSH Task에 출품된 QbSH 시스템

및 DTW 알고리즘 기반 QbSH 시스템의 성능을 비

교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안한 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을 기존 단성

음원 기반 QbSH 시스템과 비교 평가하기 위해 먼저

제안한 시스템의 “다성음원 피치 시퀀스 추출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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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SH 시스템(MIREX Sub-code) 성 능

HAFR1(2010) 0.771

JY1(2010) 0.967

JY2(2010) 0.956

YF1(2010) 0.947

YF(2010) 0.912

HAFR(2010) 0.77

CSJ1(2010) 0.94

CSJ2(2010) 0.90

DWT 기반 QbSH 시스템 0.842

Proposed QbSH 시스템

(Asymmetric-DTW)
0.95

표 2.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간 성능비교

(Top 10 Hit Rate)

Extraction From Polyphonic Music)” 부분을 제거

하고, MIREX QbSH Task에서 공개한 Roger

Jang's Collection을 단성음원 데이터베이스로 적용

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48개의 음원 데이터와

4,431개의 허밍 질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

로 2,000개의 MIDI 노이즈 데이터를 추가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QbSH 시스템의 검색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질

의 데이터와 동일한 음원이 결과로 제시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경우, 즉 정답이 유사도가 높은 상위 10

개 안에 존재할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는 Top 10 Hit

Rate를 사용하였다.

표 2는 Roger Jang's Collection을 기반으로 비대

칭적 DTW 알고리즘을 적용한 제안 시스템과 기존

QbSH 시스템과의 검색 정확도를 비교하여 보여준

다. 성능 비교를 통해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 기반

의 QbSH 시스템이 단성음원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

DTW 알고리즘이 적용된 QbSH 시스템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1.2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의 연산량 비교

제안한 비대칭적 DWT 알고리즘의 연산량을 정

량화하고, 이를 기존 DTW 알고리즘 연산량과 비교

하여 연산량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제안한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과 기존 DTW 알고리즘의 연산량 정

량화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tep 1 :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에서 질의 입력

의 특징 데이터의 길이를 L, 음원데이터의 특징 데이

터의 길이를 M으로 정의한다.

Step 2 :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의 연산량은

L×M 크기의 매트릭스의 각 원소 값을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원소 값을 구하기 위해 DTW 경로의

거리를 계산하고, 세 개의 경로중 최소값을 찾는 연

산량을 C로 정의한다.

Step 3 :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의 연산량

  는 식 (16)과 같이 정의된다.

   ××  (16)

Step 4 : 기존 DTW 알고리즘의 연산량은 음원

데이터 M의 길이를, K의 길이를 갖는 데이터로 나누

어서 반복적으로 DTW 연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

의한다. K의 길이가 M의 1/20의 크기로 가정한다.

또 DTW 연산을 K/10 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1회 수행한 연산량 N은 식 (17)과

같다.

   ×× ×    (17)

Step 5 : (식) 17에 대해 K의 길이를 M번 달리하

면서 반복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DTW 알고리즘

의 최종 연산량  는 식 (18)과 같이 정의된다.

   ×× ×  ×   (18)

일반적인 질의 데이터와 다성음원 데이터의 크기

를 고려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DTW 알고리즘

의 정의를 반영하면,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의 연

산량이 기존 DTW 알고리즘의 약 1/50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3 다성음원의 피치 시퀀스 추출 성능 검증

단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를 위

해 그 기능이 제한된 다성음원에서의 피치 시퀀스

추출 모듈, 즉 메인 멜로디 추출 모듈은 MIREX의

Melody Extraction Task와 정확히 그 정의가 일치

한다. 따라서 제안한 QbSH 시스템에 포함되는 다성

음원에서의 피치 시퀀스 추출 모듈의 성능은 표 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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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MIREX Sub-code)

Accuracy Voicing

Overall Raw Pitch Raw Chroma  Recall False

HJ1(2010) 0.6133 0.7683 0.7976 0.7343 0.2099

TOOS1(2010) 0.5368 0.6285 0.7338 0.7958 0.3277

JJY2(2010) 0.7194 0.7964 0.8527 0.9365 0.5011

SG1(2010) 0.6993 0.7522 0.7822 0.8055 0.2318

CL1(2009) 0.7659 0.8507 0.8635 0.9563 0.6928

DR1(2009) 0.7569 0.8140 0.8344 0.9034 0.4120

HJC1(2009) 0.4740 0.6386 0.7361 0.4573 0.7126

JJY(2009) 0.7511 0.8326 0.8699 0.8676 0.3585

KD(2009) 0.8630 0.8711 0.8762 0.9163 0.1578

MW(2009) 0.7082 0.8225 0.8640 0.9994 0.9383

PC(2009) 0.8250 0.8286 0.8340 0.8464 0.1550

RR(2009) 0.7074 0.7688 0.8509 0.9200 0.4795

TOOS(2009) 0.5249 0.6103 0.7178 0.9991 0.9318

Proposed 0.857 0.8692 0.8803 0.9351 0.2388

표 3. 다성음원에서의 피치 시퀀스 추출의 정확도

다성음원의 피치 시퀀스 추출 성능의 검증을 위해

MIREX Melody Extraction Task에서 성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ADC2004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

다. ADC2004는 음원 특성 추출 연구에 널리 사용되

는 데이터베이스로 총 20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

다. 정답으로 사용되는 멜로디의 기본 주파수는

SMSTools를 사용하여 5.8ms 단위로 추출되어 제공

된다.

표 3은 ADC2004를 기반으로 하는 피치 시퀀스

추출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비교 대상은 MIREX

2009 및 MIREX 2010에 Melody Extraction Task에

출품한 알고리즘이다. 비교 결과를 통해 제안된 피치

시퀀스 추출 알고리즘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을 확인할 수 있다.

5.2 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 구현 환경

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의 구현 및 시스템

전체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450곡의 다성음원을 기

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베이

스에 포함된 전체 오디오 데이터의 길이는 총 28시간

이며, 개별 오디오 데이터의 길이는 34초부터 396초

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또 450곡의 데이터베이스

는 발라드, 댄스, 팝, R&B, 록, 트롯, 동요, 캐럴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성음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

자의 10초 내외의 허밍 또는 노래 입력에 대해 입력

과 동일한 곡의 제목을 검색하는 QbSH 시스템을 그

림 4와 같이 구현하였다. 제안된 QbSH 시스템은 사

용자의 질의와 가장 유사한 20개의 음원을 순위별로

제공하며, 제목, 가수 및 노래 가사 등의 정보도 사용

자에게 함께 제공한다.

성능평가를 위하여 성별과 연령이 다양한 32명의

지원자를 통해 약 10～12초 길이의 1,000개의 질의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지원자는 14명의 여자와 18명

의 남자로 구성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곡 중

에서 한 곡을 선택하여, 곡의 임의의 부분에 대해 허

밍 혹은 노래를 입력하여 질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취득된 질의 데이터는 298개의 허밍 질

의와 702개의 노래 질의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원자

의 연령, 음악적 전문성 및 질의의 정확성에 대한 정

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평가 환경을 구성하였다.

제안한 QbSH 시스템의 성능의 평가를 위해

MIREX에서 QbSH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역순위 평균(Mean Reciprocal Rank, MRR) 방

법을 적용하였다. 이 평가 방법은 QbSH 시스템의

정확도, 즉 입력 질의에 대해 올바르게 검색된 곡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보 검색 시스템의 성

능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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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QbSH 시스템 구성도


· 1 2 3 4

·  · 0.537 0.627 0.631 0.620

· · 0.456 0.505 0.517 0.520


 · 0.456 0.666 0.647 0.625


 · 0.606 0.713 0.718 0.712


 · 0.601 0.696 0.708 0.698


 · 0.578 0.674 0.686 0.679

 · 0.542 0.674 0.672 0.658

 · 0.581 0.704 0.707 0.696

표 4. 거리 함수와 에 따른 QbSH 시스템 성능(MRR)

성능의 평가를 위해 사용자에게 허밍, 노래 질의

와 가장 유사한 상위 20개의 음원을 제공하고, 그중

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곡의 순위에 대한 역순위 평균

을 적용하여 MRR 값으로 검색의 정확도를 측정하였

으며, 검색 결과가 1위, 상위 10위, 상위 20위에 포함

되는 비율을 백분율로 함께 측정하였다.

5.3 다성음원 기반 QbSH 시스템 성능

비대칭적 DTW 및 다양한 거리함수를 적용한 다

성음원 기반의 QbSH 시스템의 성능은 표 4와 같다.

  ,   , 거리 함수가 
 ·의 경우, MRR이

0.718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비록 실험 대상인

데이터베이스가 달라 직접적인 성능의 비교는 힘들

지만, MRR 0.718의 성능은 427개의 자체적인 다성음

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존 연구의 검색성

능 MRR 0.578 연구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이다

[21]. 또한 200개의 오디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시스템 [22]보다도 매우 높은 검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의 결과에서  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거

리 함수에서 QbSH 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  인 경우는  의 경

우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성능을 보이지는 않지만,

  인 경우, 즉 DTW 알고리즘이 대칭인 경우는

분명한 성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능 분

석을 통해 ≠ 과 같이 비대칭적 DTW 알고리즘이

적용된 QbSH 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 제안한 3개의 거리 함수는 기존

거리 함수 ·  · , · ·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거리 함수에 따른 QbSH 성능 평가에서

입력된 질의에 대해 입력과 동일한 음원이 가장 유사

한 음원, 즉 1위로 제시된 경우, 유사도가 높은 10개

의 곡 안에 포함된 경우, 유사도가 높은 20위 안에

포함된 경우의 비율은 표 5와 같다. 표 5도 표 4와

동일하게   , 
 ·의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거리 함수와 에 따른 Top1, Top10, Top20

의 포함 비율은 표 4의 전체 시스템의 MRR 성능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패턴을 보여준다.

표 6은 보상 계수에 따른 QbSH 시스템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를 정수로 정의하여 사

용하며, 값에 따른 보상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결

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표 6에서 는 Matlab 표현으

로 정의되어 있으며,   , 
 ·의 경우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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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p1 Top10 Top20

1

·  · 0.479 0.657 0.719

· · 0.398 0.583 0.638


 · 0.388 0.586 0.656


 · 0.546 0.723 0.773


 · 0.543 0.723 0.770


 · 0.516 0.702 0.752

 · 0.480 0.676 0.725

 · 0.517 0.707 0.759

2

·  · 0.569 0.646 0.794

· · 0.449 0.620 0.673


 · 0.610 0.779 0.822


 · 0.668 0.808 0.843


 · 0.643 0.790 0.834


 · 0.615 0.786 0.822

 · 0.618 0.780 0.814

 · 0.656 0.799 0.838

3

·  · 0.572 0.759 0.794

· · 0.465 0.642 0.691


 · 0.583 0.759 0.813


 · 0.671 0.814 0.842


 · 0.659 0.803 0.834


 · 0.632 0.795 0.822

 · 0.613 0.780 0.814

 · 0.658 0.804 0.834

4

·  · 0.557 0.643 0.788

· · 0.466 0.751 0.694


 · 0.557 0.811 0.798


 · 0.663 0.809 0.839


 · 0.641 0.789 0.836


 · 0.623 0.778 0.821

 · 0.598 0.778 0.812

 · 0.642 0.804 0.837

표 5. 거리 함수와 에 따른 Top1/10/20 포함 비율 (%)

그림 5. 모바일 단말 기반의 QbSH 시스템 구현 결과

 MRR Top1 Top10 Top20

∈    0.521 0.466 0.626 0.681

∈    0.718 0.671 0.814 0.842

∈    0.749 0.704 0.834 0.865

표 6. 보상 계수 (Compensation Coefficient)에 따른

QbSH 시스템 성능

많은 보상은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연산량이 요구된다.

5.4 시스템 수행 시간

제안한 QbSH 시스템은 5.2절에서 언급한 1,000 개

의 질의 입력에 대해 약 180분의 처리 시간이 요구되

었고, 하나의 입력 질의에 대해서는 평균 10.8초의

처리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수치는 거

리 함수로 
  ·를 사용하는 경우에 얻어진 수

치이다. 상대적으로  · 혹은  ·를 사용하

는 경우는 보다 긴 처리시간이 요구되었다. 본 실험

에는 i7-870 프로세서를 갖는 64-bits desktop 컴퓨

터가 사용되었으며, 모든 시스템은 C++ 기반으로 구

현되었다.

이러한 QbSH 시스템의 수행시간은 제안한 시스

템에서 가장 높은 복잡도를 갖는 비대칭적 DTW 거

리 차를 구하는 연산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

DTW 연산을 위해 
  



  × 
  와 같은 연

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연산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

해서는 다양한 필터링 관련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

조의 최적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5 QbSH 시스템 기반 음원 검색 서비스 구현 결과

제안한 QbSH 시스템을 기반으로 음원 검색 서비

스를 구현하였다. 모바일 단말 및 검색 서버 시스템

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안드로이드 2.2 기반의 모바일 단말은 QbSH 서비스

를 위한 클라이언트로 동작한다. 모바일 단말에는 사

용자의 허밍 입력에 대해 특성정보를 추출하는 부분,

추출된 특성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부분, 서버에서

제공한 결과를 단말에 출력하는 부분 및 서버와 연결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음원을 스트리밍 하여 재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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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QbSH 서비스를 위한 서버

에는 클라언트 단말이 보내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모

듈, 비대칭적 DTW기반의 매칭엔진 및 다성음원 기

반의 특성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

6. 결 론

디지털 음원의 이용이 이미 아날로그 음원의 이용

을 넘어서고, 모바일 서비스 환경의 확대로 인해, 편

리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검색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허밍, 노

래 등을 이용한 QbSH 시스템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

스 환경에 적합한 핵심적인 콘텐츠 검색 기술로 주목

을 받고 있으며, 텍스트 입력에 제한이 있는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음원 검색 시스템은 MIDI로

대표되는 단성음원(Monophonic Music)을 기반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단성음원은 음원의 처리가 비교

적 단순하여 검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자가 단성음원

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

한다.

본 논문은 다성음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효율적

인 QbSH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성음원 및 사용자

의 질의 입력에서 추출되는 피치 시퀀스의 부정확성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게 매칭엔진을 설계하였으며,

기존 DTW 알고리즘 대신 비대칭 DTW 알고리즘을

매칭엔진에 적용하였다. 또 다양한 거리 함수에 대한

적용을 통해 제안된 QbSH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450곡, 28시간의 다성음원 데이터베이스를 기

반으로 1,000개의 사용자 질의 입력에 대한 성능평가

를 통해 제안된 QbSH 시스템의 성능이 MRR 0.718

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검색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피치 추출에 대한 정확성 확보에 대한 연구,

최적의 거리 함수를 찾을 수 있은 학습 프로세서 및

속도개선을 위한 필터링 프로세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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