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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컨텐츠 관리 시스템에서의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음악 데이터

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

여 세그먼트(segment)를 재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일정한 길이의 일부분(fragment)을 취해 클

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상기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측정된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

성과 반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영역에서 오디오 특성을 추출하여 음악을 요약하는데 걸리는 속

도를 향상시킨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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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여 세그먼트(segment)를 재구성하는 단계;

상기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일정한 길이의 일부분(fragment)을 취해 클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상기 각 세그먼트간

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측정된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에서 부분적 디코딩을 수행하여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ation) 특징

값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추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여 세그먼트(segment)를 재구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추출된 MDCT 특징 값을 기반으로 고정된 길이의 두 개의 세그먼트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음악 데이터를 따라 상기 설정된 두 개의 세그먼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프팅(shifting)하면서 상기 두 개의 세그

먼트간 유사성을 결정하여 상기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두 개의 세그먼트간 유사성을 결정하여 상기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는 상기 단계는,

MKL(Modified Kullback-Leibler Distance) 방식에 의해 복수 개의 피크(peak)를 계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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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된 피크 중에서 N개 이상의 피크(peak)를 비교하여 높은 피크(High Peak), 낮은 피크(Low Peak) 또는 중간 피

크(Interval Peak)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는 단계;

정의된 경사 구간을 만족하는 높은 피크(High Peak)를 후보 음악 변화 피크(Candidate music change peak)로 결정하는

단계; 및

복수 개의 상기 후보 음악 변화 피크 중에서 한계값(threshold)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 음악 변화 피크를 상기 음악 내용 변

화 지점으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한계값은 상기 MKL 방식에 의해 계산된 S개 이상의 피크에 대한 평균값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일정한 길이의 일부분(fragment)을 취해 클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상기 각 세그먼트간의 유

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추적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의해 획득된 상기 각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길이의 구간을 선별하여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방식에 의해 상기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

동 요약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일정한 길이의 일부분(fragment)을 취해 클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상기 각 세그먼트간의 유

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음악 변화 지점에 의해 재구성된 세그먼트로부터 압축 영역에서 MDCT 기반의 음색 특성 및 템포 특성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음색 특성 및 템포 특성을 결합하여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세그먼트 클러스터링하여 유사성과 반복

성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BIC 방식에 의한 세그먼트 클러스터링한 결과와 상기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한 세그먼트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비교하여 상기 세그먼트의 반복성 및 유사성을 결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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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BIC 방식에 의한 세그먼트 클러스터링한 결과와 상기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한 세그먼트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비교

하여 상기 세그먼트의 반복성 및 유사성을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비교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한 클러스터링에 의해 상기 세그먼트의 반복성 및

유사성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측정된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측정된 유사성에 따라 세그먼트의 쌍(pair)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쌍의 첫 세그먼트를 요약 대상으로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각 세그먼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선택된 각 세그먼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선택된 각 세그먼트 중에서 가장 긴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상기 선택된 각 세그먼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상기 일정 시

간의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가장 긴 세그먼트를 상기 음악 데이터의 하이라이트(highlight)로 재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13.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에 있어서,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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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검출하여 세그먼트(segment)를 재구성하는 변화 검출부;

상기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일정한 길이의 일부분(fragment)을 취해 클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상기 각 세그먼트간

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클러스터링부; 및

상기 측정된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요약본

생성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 추출부는,

상기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에서 부분적 디코딩을 수행하여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ation) 특징

값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변화 검출부는,

상기 추출된 MDCT 특징 값을 기반으로 고정된 길이의 두 개의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상기 음악 데이터를 따라 상기 설정

된 두 개의 세그먼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프팅(shifting)하면서 상기 두 개의 세그먼트간 유사성을 결정하여 상기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스터링부는,

상기 검출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의해 획득된 상기 각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길이의 구간을 선별하여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방식에 의해 상기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제1 클러스터링부;

상기 검출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의해 획득된 상기 각 세그먼트로부터 MDCT 기반의 음색 특성 및 템포 특성을 추출하

는 음색 및 템포 특성 추출부;

상기 추출된 음색 및 템포 특성으로부터 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상기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

는 제2 클러스터링부; 및

제1 클러스터링부의 결과와 상기 제2 클러스터링부의 결과를 비교하여 음악 데이터의 대표 부분과 반복성 및 유사성을 결

정하는 결정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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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요약본 생성부는,

상기 측정된 유사성에 따라 세그먼트의 쌍(pair)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쌍의 첫 세그먼트를 요약 대상으로 선택하고, 상

기 선택된 각 세그먼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컨텐츠 관리 시스템에서의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여 세그

먼트를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일정한 길이의 일부분을 취해 클러스터링하여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

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대용량의 음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가 선정한 음악 파일과 유사한 곡을

고속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음악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종래 음악 요약 시스템 및 방법으로 미국 등록특허 US6,633,845호는 각 음악 파일의 비압축 영역에서 추출된 MFCC 특징

값을 이용하여 노래의 구조를 찾기 위해 Cross-entropy measure나 Hidden Markov Model(HMM)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래 음악 요약 시스템 및 방법은 락(Rock)이나 포크(Folk) 음악과 같은 명확한 음악 장르의 요약에 대해서는 적당하지만

클래식(classic) 음악에 부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한편, 종래 유사성 분석에 의한 자동 음악 요약으로 미국 공개특허 US 2005/0065976호는 각 음악 파일의 비압축 영역에

서 추출된 MFCC 특징 값에 2-D 유사성 매트릭스(similarity matrix)를 이용하여 노래의 구조를 검색하고, 검색된 노래의

구조로부터 음악 요약을 생성한다. 하지만, 종래 유사성 분석에 의한 자동 음악 요약 방법은 지각에 의한 요약본을 제공하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종래 자동 음악 오디오 요약 생성 방법은 오디오 특징 값으로 음악 시그널의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획득된 에너지

의 변동에 따른 다이나믹한 특성을 추출한다. 그리고, 종래 자동 음악 오디오 요약 생성 방법은 각 특성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유사성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크고 빠른 변화 부분을 찾아서 세그먼트(segment)한다. 그리고, 종래 자동 음악 오디

오 요약 생성 방법은 구해진 세그먼트내의 특징의 평균값을 구하여 포텐셜 상태(Potential state)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

여 각 세그먼트간의 평균값의 반복을 찾아 유사한 세그먼트로 가정하고, 하나의 세그먼트로 합병한다. 그리고, 종래 자동

음악 오디오 요약 생성 방법은 세그먼트를 합병함으로써 상태의 수와 초기 상태를 정의한 후 K-mean 알고리즘에 의해 형

성된 상태를 Hidden Markov Model(HMM) 학습(learning)의 초기화(initialization)로 사용한다. 즉, 종래 자동 음악 오디

오 요약 생성 방법은 HMM의 Baum-Welch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을 형성하고, 상기 형성된 모델을 사용하여 음악 시

그널을 디코딩하고, 디코딩에서 획득된 부분으로부터 짧은 부분을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형성한다. 하지만, 종래

자동 음악 오디오 요약 생성 방법은 멀티-패스(multi-pass) 방식이므로 계산량이 많고 속도가 느린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종래 음악 요약 방법은 세그먼트화에 의해 획득된 세그먼트를 사용해 클래스의 수를 구하고, 그에 따라 K-

means 알고리즘과 HMM을 사용하여 각 클래스 모델을 형성한 후 음악 시그널을 디코딩함으로써 계산량이 많고 그에 따

라 속도가 느린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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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래 음악 요약 방법은 음악 시그널을 짧은 세그먼트로 나눈 후 각 세그먼트에서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LPC(Linear Predictive Coding), ZCR(Zero Crossing Rates) 등과 같이 기존에 잘 알려진 오디오 특징 값

을 추출한다. 하지만, 종래 음악 요약 방법은 짧은 세그먼트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해오던 거리를 이용한

유사성을 측정한 후 클러스터링을 수행함으로 인해 클러스터링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에서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

하여 고속으로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강한 피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음악 변화 지점을 보다 분명하게 추적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

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음악 변화 부분에 따른 세그먼트를 클러스터링에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음악 변화 부분에 따라 형성된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세그먼트를 설정하여 클러스터링

을 수행하여 클러스터링의 정확성을 높이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이루고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

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여 세그먼트(segment)를 재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일정한 길이의 일부분(fragment)을 취해 클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상기 각 세

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측정된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

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측에 따르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부와, 상기 추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검출하여 세그먼트(segment)를 재구성하는 변화 검출

부와, 상기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일정한 길이의 일부분(fragment)을 취해 클러스터링(clustering)하여 상기 각 세그

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하는 클러스터링부 및

상기 측정된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요약본

생성부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그 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100)는 특징 추출부(110), 변화 검출부(120), 제1 클러스터링부(130), 음색

및 템포 특성 추출부(140), 제2 클러스터링부(150), 결정부(160) 및 요약본 생성부(170)를 포함한다.

특징 추출부(110)는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한다. 이 경우, 특징 추출부(110)는 상기 음

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에서 부분적 디코딩을 수행하여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ation) 특징 값을 추

출할 수 있고,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MDCT 특징 값은 음색 특성값, 템포 특성값을 포함할 수 있다.

특징 추출부(110)는 소정의 압축 방식으로 압축된 음악 파일을 부분적으로 디코딩하여 576개의 MDCT 계수 Si(n)를 추출

한다. 여기서, n은 MDCT의 프레임 인덱스를 나타내고, i(0~575)는 MDCT의 서브 밴드 인덱스(sub-band index)를 나타

낸다. 다음으로 특징 추출부(110)는 576개의 MDCT 계수를 30개의 서브 밴드들(Sk(n))로 나눈 후 각 서브 밴드에서 에너

지를 추출한다. 여기서, Sk(n)은 상기 선택된 MDCT 계수를 나타내고, k(<i)은 선택된 MDCT 서브 밴드 인덱스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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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100)는 특징 추출부(110)를 통해 상기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

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함으로써 종래 비압축 영역에서 음악 요약을 수행하는 장치에 비해 음악을 요약하는 처리 속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변화 검출부(120)는 상기 추출된 특징 값을 이용하여 상기 음악 데이터의 음악 내용 변화 지점(change point)을 검출하여

세그먼트(segment)를 재구성한다.

변화 검출부(120)는 상기 추출된 특징 값을 이용하여 일정한 길이의 세그먼트 두 개를 설정하고, 인접한 두 개의 세그먼트

를 오버래핑(overlapping)하면서 유사성을 계산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여 세그먼트를 재구성할 수 있다.

변화 검출부(120)는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기 추출된 MDCT 에너지 계수를 기반으로 고정된 길이의 두 개의 윈도우

를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설정하고, 상기 음악 데이터를 따라 상기 두 개의 윈도우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프팅(shifting)

하여 상기 두 개의 세그먼트간 유사성을 결정하여 상기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검출할 수 있다.

제1 클러스터링부(130)는 상기 검출된 음악 변화 지점에 의해 획득된 상기 각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길이의 구간을 선별

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함으로써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방식에 의해 상기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

복성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100)는 종래 짧은 세그먼트의 클러스터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한 후 상기 추적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라 구성된 각 세그먼트를 클러스터링하여 상기 각 세그

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음색 및 템포 특성 추출부(140)는 상기 검출된 변화 지점으로부터 형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음악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MDCT 기반의 음색 특성 및 MDCT-MS(Modulation Spectrum) 기반의 템포 특성(feature)을 추출한다.

음색 및 템포 특성 추출부(140)는 상기 추출되는 음색 및 템포 특성을 결합하기 위해 두 종류의 특성으로부터 대표적으로

스펙트럼의 중심(centroid), 대역폭(bandwidth), 플럭스(flux), 평탄(flatness)을 구한다.

수학식 1

수학식 1은 상기 중심(centroid)과 연관된 수식이다.

상기 중심은 가장 강한 비트 레이트(beat rate)의 특성을 나타낸다.

수학식 2

수학식 2는 상기 대역폭(bandwidth)과 연관된 수식이다.

상기 대역폭은 상기 비트 레이트의 범위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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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수학식 3은 상기 플럭스(flux)와 연관된 수식이다.

상기 플럭스는 시간에 따른 비트 레이트의 변화 특성을 나타낸다.

상기 평탄(flatness)은 명확하고 강한 비트가 어떤 특성인지를 나타낸다.

제2 클러스터링부(150)는 상기 각 세그먼트로부터 추출된 음색 및 템포 특성들에 대해 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각

세그먼트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유사성을 클러스터링에 적용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100)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출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라

구성된 각 세그먼트의 압축 영역에서 추출된 음색 및 템포 특성을 결합하여 클러스터링에 사용할 수 있다.

제2 클러스터링부(150)는 상기 클러스터링에 의해 구해진 가장 큰 클러스터를 음악 데이터의 대표 부분 후보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부(160)는 제1 클러스터링부(130)에 의한 제1 클러스터링 결과와 제2 클러스터링부(150)에 의한 제2 클러스터링 결

과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상기 음악 데이터의 대표 부분, 상기 각 세그먼트의 반복성 및 유사성을 결정한

다.

결정부(160)는 상기 제1 클러스터링 결과와 상기 제2 클러스터링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않는 경우, 상기 제2 클러스

터링 결과를 사용하여 상기 각 세그먼트의 반복성 및 유사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100)는 제1 클러스터링부(130)에 의한 BIC 방식을 사용한 클러스터

링만을 사용하여 요약본을 형성하게 되면 음악 구조가 단순한 경우에 잘 적용되지만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해서 요약본을

형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색 및 템포 특성 추출부(140), 제2 클러스터링부(150) 및 결정부(160)를 더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100)는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라 형성된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간격

의 세그먼트를 BIC 방식과 압축 영역에서 추출된 음색 및 템포 특성을 사용하여 Euclidean distance 클러스터링 방식을

혼합하여 고속으로 요약본을 형성할 수 있다.

요약본 생성부(170)는 상기 결정된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

본을 생성한다.

요약본 생성부(170)는 상기 결정된 유사성에 따라 세그먼트의 쌍(pair)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쌍의 첫 세그먼트를 요약

대상으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각 세그먼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할 수 있다.

요약본 생성부(170)는 상기 선택된 각 세그먼트 중에서 가장 긴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상기 선택된 세그먼트의 비율을 고

려하여 예를 들어 3분의 음악 데이터로부터 50초의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100)는 사용자가 음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음악 내용 요약본

을 통해 상기 가장 긴 세그먼트를 하이라이트로 재생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들려줄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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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단계(210)에서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한

다.

단계(21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에서 부분적 디코딩을 수행하여 MDCT

(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ation) 특징 값을 추출할 수 있다. MDCT 특징 값을 추출하는 실시예에 대해서는

특징 추출부(110)에 대한 설명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음악 데이터의 압축 영역에서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함으로써 종래

비압축 영역에서 오디오 특징 값을 추출하는 것에 비해 처리 속도가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단계(22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추출된 특징 값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여 세그먼

트(segment)를 재구성한다.

즉, 단계(22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

여 세그먼트를 재구성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여 세그먼트를 재구성하는 절차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31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추출된 MDCT 특징 값을 기반으로 고정된 길이의

두 개의 세그먼트를 설정한다.

단계(32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기 음악 데이터를 따라 상기 설정된 두 개의

세그먼트(Window1, Window2)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시프팅(shifting)하면서 상기 두 개의 세그먼트간 유사성을 결정

하여 상기 음악 내용 변화 지점(MCP1, MCP2, MCP3, MCP4)을 추적한다.

단계(32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예를 들어 3초 이상 고정된 길이의 두 개의 세그먼트를 설정한 후 전체 음

악 시그널을 따라 1.5초 이하의 고정된 간격으로 시프팅하면서 상기 두 개의 세그먼트의 유사성을 결정할 수 있다.

단계(32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유사성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MKL(Modified Kullback-Leibler

Distance) 방식을 사용하여 도 5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는 절차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단계(51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MKL 방식에 의해 복수 개의 피크(peak)를 계산한다.

수학식 4

: covariance

l: 두 개의 세그먼트 중 왼쪽 세그먼트

r: 두 개의 세그먼트 중 오른쪽 세그먼트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MKL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간격과 높이의 피크가 나타나므로 어떤 피

크가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결정하는 피크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기와 같은 단계들을 더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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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52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계산된 피크 중에서 N개 이상의 피크를 비교하여 높은 피크(High

Peak), 낮은 피크(Low Peak) 또는 중간 피크(Interval Peak)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단계(52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예를 들어 상기 MKL 방식에 의해 계산된 5개 이상의 피크를 비교하여 높

은 피크, 낮은 피크 또는 중간 피크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53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정의된 경사 구간을 만족하는 높은 피크(High Peak)를 도 6에 도시된 것

과 같이 후보 음악 변화 피크(Candidate Music Change Peak)로 결정한다. 상기 정의된 경사 구간은 높은 피크가 이전의

피크보다 높고, 그 다음 5개의 피크보다 높아야 한다.

단계(54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복수 개의 상기 후보 음악 변화 피크 중에서 한

계값(Threshold)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 음악 변화 피크를 상기 음악 내용 변화 지점으로 결정한다. 상기 한계값은 상기

MKL 방식에 의해 계산된 S개 이상의 피크에 대한 평균값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강력한 피크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보다 명확하게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할 수 있다.

단계(23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재구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인접한 길이의 일부분을 취해 클러스터

링하여 상기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른 세그먼트를 클러스터링에 이용하므로

클러스터링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라 형성된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세그

먼트를 선정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므로 클러스터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단계(23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추적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의해 획득된 상기 각 세그먼트로부터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이 일정한 길이의 구간을 선별하여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방식에 의해 상기 각 세그

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측정할 수 있다.

수학식 5

N: 세그먼트의 길이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수학식 5에 의해 RBIC(i)가 '0'보다 큰 경우, 상기 세그먼트가 유사한 것으로 결정하고,

RBIC(i)가 '0'보다 크지 않은 경우 상기 세그먼트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로부터 분포가 다른 covariance matrix를

구하여 유사성을 비교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기 검출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의해 획득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길이 예를 들어 3초 이상의 구간을 선별하여 BIC 방식에 의해 세그먼트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결정할 수 있다.

단계(24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검출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으로부터 형성된 각 세그먼트에서 음악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MDCT 기반의 음색 특성과 MDCT-MS 기반의 템포 특성을 추출한다.

단계(24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추출된 두 종류의 특성을 결합하기 위해 상기 두 종류의 특성으로부

터 중심(centroid), 대역폭(bandwidth), 플럭스(flux) 및 평탄(flatness)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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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25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추출된 음색 및 템포 특성들에 대해 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

고, 계산된 값에 의한 유사성에 따라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각 세그먼트의 유사성 및 반복성을 측정한다.

단계(25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한 세그먼트의 클러스터링에 의해 구해

진 가장 큰 클러스터를 상기 음악 데이터의 대표 부분 후보로 결정할 수 있다.

단계(26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BIC 방식을 사용한 제1클러스터링 결과와 상기 Euclidean distance

방식을 사용한 제2 클러스터링 결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각 세그먼트의 유사성 및 반복성을 결정한다.

단계(26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제1 클러스터링 결과와 상기 제2 클러스터링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

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상기 음악 데이터의 대표 부분, 각 세그먼트의 반복성 및 유사성을 결정할 수 있다.

단계(26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제1 클러스터링 결과와 상기 제2 클러스터링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

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2 클러스터링 결과에 따라 상기 음악 데이터의 대표 부분, 상기 각 세그먼트의 반복성 및 유사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라 형성된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세그먼트를 BIC 방식과 압축 영역에서 추출된 음색 및 템포 특성을 사용하여 Euclidean distance 클러스터링 방식을 혼합

하여 고속으로 음악 내용 요약본을 형성할 수 있다.

단계(270)에서 상기 측정된 각 세그먼트간의 유사성과 반복성에 의해 선택된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

성한다.

단계(27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측정된 유사성에 따라 세그먼트의 쌍(pair)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쌍의 첫 세그먼트를 요약 대상으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각 세그먼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음악 내용 요약본

을 생성할 수 있다.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측정된 유사성에 따라 도 8에 도시된 것과 같이 세그먼트의 쌍({A, K}, {C, G}, {D,

H}, {E, J}, {F, I})을 결정한다. 그리고, 단계(240)에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각 세그먼트의 유사성을 상기 세

그먼트의 배열 순서에 따라 유사성이 없는 세그먼트 B를 제외하고, 상기 결정된 쌍({A, K}, {C, G}, {D, H}, {E, J}, {F,

I})의 첫 세그먼트인 A, C, D, E, F를 요약 대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선택된 각 세

그먼트(A, C, D, E, F)의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의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할 수 있다.

단계(270)에서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도 9에 도시된 것과 같이 음악 데이터(910)의 선택된 각 세그먼트(A, C, D, E,

F) 중 가장 긴 세그먼트인 C를 기준으로 상기 선택된 세그먼트의 비율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50초의 음악 내용 요약본

(920)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는 상기 생성된 음악 내용 요약본을 통해 상기 가장 긴 세그먼트를 상기 음악 데이터

의 하이라이트(highlight)로 재생할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음악을

미리 들어보고자 하는 경우, 가장 긴 세그먼트를 하이라이트로 들려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3~4분 정도의 음악 데이터를 예컨대 약 50초 정도의 음악 내용 요약본

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음악 검색이나 사용자의 피드백이 요구되는 음악 추천 장치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로 구현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

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

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

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

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

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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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그

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

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

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압축 영역에서 오디오 특성을 추출하여 음악을 요약하는데 걸리는 속도를 향상시킨 음악 내용 자동 요

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강한 피크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음악 내용 변화 구간을 보다 정확하게 추출하는 음악 내용 자

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른 세그먼트를 클러스터링에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의 복잡성을 줄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라 형성된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세그먼트를 선정하여 클러스터

링을 수행하여 클러스터링의 정확성을 높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음악 내용 변화 지점에 따라 형성된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세그먼트를 BIC 방식과 압축

영역에서 추출된 음색 및 템포 특성을 사용하여 Euclidean distance 클러스터링 방식을 혼합하여 고속으로 음악 내용 요

약본을 형성하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음악을 분류하거나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피드백하는 음악 추천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여 세그먼트를 재구성하는 절차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는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추적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후보 음악 변화 피크 중 음악 내용 변화 지점을 검출하는 일례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세그먼트로부터 일정한 길이의 구간을 선별하는 일례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세그먼트를 클러스터링하는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내용 자동 요약 방법에 있어서, 음악 내용 요약본을 생성하는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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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음악 내용 자동 요약 장치

110: 특징 추출부

120: 변화 검출부

130: 제1 클러스터링부

140: 음색 및 템포 특성 추출부

150: 제2 클러스터링부

160: 결정부

170: 요약본 생성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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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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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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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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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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