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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 MP3 플레이어,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등의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음악 파일의 특징을 분석

하여 음악의 무드를 분류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음악 무드 분류 방법에 있어서, 입력된 음악 파일의 적어

도 일부분을 디코딩하고 정규화하는 전처리 단계와,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와,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이용해 입력된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된 음악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디코딩하고 정규화하는 전처리 단계와,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이용해 상기 입력된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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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단계는,

상기 입력된 음악 파일의 소정 위치부터 10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

드 분류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단계는,

상기 입력된 음악 파일의 시작으로부터 30초가 경과한 지점부터 10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스펙트럴 중심, 스펙트럴 롤오프, 스펙트럴 플럭스, BFCC(Bark-scale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계수들, 상기 BFCC 계수들 간의 차이값 중 적어도 하나를 추출하여 상기 특징값으로 결정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값으로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를 복수의 분석 윈도로 나누는 단계와,

상기 분석 윈도를 소정의 개수만큼 포함하는 텍스쳐 윈도를 각 분석 윈도 단위로 이동해 가며 상기 텍스쳐 윈도 단위로 상

기 스펙트럴 중심, 상기 스펙트럴 롤오프, 상기 스펙트럴 플럭스 및 상기 BFCC(Bark-scale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계수들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 전체에 대해, 상기 텍스쳐 윈도 단위로 획득된 평균값들과 분산값들의 평균값을 각각 계산하여 상기

특징값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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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이용하여 상기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방법.

청구항 7.

입력된 음악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전처리하는 전처리부와,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부와,

상기 추출된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이용해 상기 입력된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무드 결정부와,

상기 추출된 하나 이상의 특징값과 상기 결정된 무드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파일의 일부분은,

상기 음악 파일의 소정 위치부터 10초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위치는,

상기 음악 파일의 시작으로부터 30초가 경과한 지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 추출부는,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스펙트럴 중심, 스펙트럴 롤오프, 스펙트럴 플럭스, BFCC(Bark-scale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계수들, 상기 BFCC 계수들 간의 차이값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추출하여 상기 특징값으로 결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무드 분류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 추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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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처리된 데이터를 복수의 분석 윈도로 나누고, 상기 분석 윈도를 소정의 개수만큼 포함하는 텍스쳐 윈도를 각 분석

윈도 단위로 이동해 가며 상기 텍스쳐 윈도 단위로 상기 스펙트럴 중심, 상기 스펙트럴 롤오프, 상기 스펙트럴 플럭스 및

상기 BFCC(Bark-scale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계수들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획득하고, 상기 전처리된 데이

터 전체에 대해, 상기 텍스쳐 윈도 단위로 획득된 평균값들과 분산값들의 평균값을 각각 계산하여 상기 특징값으로 결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분류 시스템.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무드 결정부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이용하여 상기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 분류 시

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악 파일의 내용 분석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컴퓨터, MP3 플레이어,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PMP) 등의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음악 파일의 특징을 분석하여 음악의 무드를 분류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디오 데이터의 분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 기반의 오디

오 정보를 이용하여 음악 파일을 분류하고 검색하는 종래의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검색 기

술은 놀랄 만큼 발전하여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실제로 음악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일일이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한 일이므로 대용량의 오디오 데이터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작성한다

고 해도, 작성자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음악의 자동 분류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음악 분류는 사람에 의해서든 컴퓨터에 의해서든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음악의 무드(mood)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문화, 교육, 경험과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에도 자동 음악 분류는 사람에 의한 분류보다 빠르고 일관성 있게 음악을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즉, 컴퓨터는 실험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선호도나 선입견 등을 제거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무드 모델링을 통한 자동 음악 무드 분류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 음악 분류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음성인식 분야의 기술들을 응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분

석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스펙트럴 방법(Spectral Method), 시간적 방법(Temporal Method), 캡스

트럴 방법(Cepstral Method)이 그것이다. 스펙트럴 방법은 스펙트럴 중심(Spectral Centroid), 스펙트럴 플럭스

(Spectral Flux)와 같은 특징값(Feature)을, 시간적 방법은 제로 교차율(Zero Crossing Rate)과 같은 특징값을, 캡스트럴

방법은 MFCC(Mel-Freqeuncy Cepstral Coefficients), LPC(Linear Prediction Coding), 캡스트럼(Cepstrum)과 같은

특징값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갖춘 자동 음악 무드 분류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오디오 특징값을 선정하여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값을 이용하여 음악을 분류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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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발명은, 음악 전체의 통계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분석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성능을 유지

하면서도 특징값 추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기존에 음악 분류에 사용되던 특징값들에 비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특징값들을 추출하며, 커널 기반 기계 학습 방법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인 음

악 무드 분류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특징은, 음악 무드 분류 방법에 있어서, 입력된 음악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디코딩하고 정규화하는 전처리 단

계와,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이용해 상기 입력

된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처리 단계가, 상기 입력된 음악 파일의 소정 위치부터 10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처리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처리 단계가, 상기 입력된 음악 파일의 시작으로부터 30초가 경과한 지점부터 10초에 해당하는 부분

을 전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단계가,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스펙트럴 중심, 스펙트럴 롤오

프, 스펙트럴 플럭스, BFCC(Bark-scale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계수들, 상기 BFCC 계수들 간의 차이값 중

적어도 하나를 추출하여 상기 특징값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특징값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를 복수의 분석 윈도로 나누는 단계와, 상기 분석

윈도를 소정의 개수만큼 포함하는 텍스쳐 윈도를 각 분석 윈도 단위로 이동해 가며 상기 텍스쳐 윈도 단위로 상기 스펙트

럴 중심, 상기 스펙트럴 롤오프, 상기 스펙트럴 플럭스 및 상기 BFCC(Bark-scale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계

수들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 전체에 대해, 상기 텍스쳐 윈도 단위로 획득된 평균값

들과 분산값들의 평균값을 각각 계산하여 상기 특징값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단계가,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이용하여 상기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음악 무드 분류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된 음악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전처리하는 전처리부와,

상기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부와, 상기 추출된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이용해

상기 입력된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무드 결정부와, 상기 추출된 하나 이상의 특징값과 상기 결정된 무드를 저장하

는 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무드 분류 방법의 흐름도이다.

먼저, 입력된 음악 파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전처리(preprocessing)한다(S102). 전처리 과정은 MP3, OGG 등의 포맷으로

인코딩된 음악 파일을 디코딩하고 정규화하는 과정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음악 파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특징

을 추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음악 파일의 일부분만을 분석하여도 전체를 분석한 것과 유사한 정확도를 가진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실험을 통해 최대한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구간을 알아냈는데, 음악 파일의 시작으로부터 30초가 경

과한 지점으로부터 40초까지의 구간이 바로 그것이다. 즉, 음악 파일에서 10초 동안의 음악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로부

터 추출한 특징값에 의해 음악의 무드를 분류함으로써 특징값 추출 및 분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다음은, 전처리된 데이터에서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한다(S104). 본 발명에서는 오디오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

징값들 중 음악의 무드를 분류하는데 효율적인 특징값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특히 스펙트럴 중심, 스펙트럴 롤오프, 스펙

트럴 플럭스, BFCC(Bark-scale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계수들, BFCC 계수들 간의 차이값(delta)이라는 5

가지 종류의 특징값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특징값들을 이용해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한다(S106). 본 발명에서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이용하여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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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무드 분류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분류 시스템은 입력된 음악 파일(201)의

전처리를 위한 전처리부(210), 전처리된 데이터(211)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징값을 추출하는 특징 추출부(220), 훈련 데

이터(242)와 추출된 특징값(221)을 이용해 입력된 음악 파일의 무드를 결정하는 무드 결정부(240)와, 추출된 특징값

(221)과 결정된 무드(241)를 저장하는 저장부(230)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입력 파일(201)의 포맷은 MP3, OGG 또는 WMA이나, 다른 포맷의 오디오 파일도 처리가 가능하

다. 또한, 입력된 파일은 후술되는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22050 Hz의 모노(MONO) PCM(Pulse Code Modulation)

데이터(211)로 변환되나, 다른 형태로의 응용이 가능함은 자명하다. 전처리된 데이터(211)는 특징 추출부(220)에 의해 분

석되어 특징값들(221)이 출력된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총 21개의 특징값이 추출되는데, 스펙트럴 중심의 평균값 및 분산

값, 스펙트럴 롤오프의 평균값 및 분산값, 스펙트럴 플럭스의 평균값 및 분산값, BFCC 계수들 중 최초 5개의 평균값과 분

산값, BFCC 계수들 간의 차이값(delta) 5개가 그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음악 분류에 효과적이면서도

성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특징값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된 특징값들(221)은 저장부(230)에 저장되어 무드 분

류에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무드 결정부(240)는 SVM 분류기를 사용한다. SVM 분류기(240)에 의해, 입력된 특징

값들을 가진 음악의 무드가 "신나는", "정열적인", "감미로운", "차분한" 등의 무드(241) 중 하나로 결정된다.

SVM은 커널 기반의 기계학습방법으로 무감독 학습 방법 중 하나이다. 간단한 수식만을 가지고서도 복잡한 패턴인식 문제

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명료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 응용에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패턴의 분류를 위해

SVM 기법은 입력 공간인 높은 차수의 비선형 특징 벡터공간을 선형적으로 투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각 특징 벡

터 사이의 최적의 경계 분리면(maximum margin hyperplane)을 제시한다.

SVM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방법은 일대일 분류방법에 대한 것으로, 멀티 클래스 분류기를

위해서는 일대일 분류기를 여러 개 구성하여 구현하면 된다. 먼저 양성(positive)과 음성(negative) 특성의 두개의 클래스

에 속하는 훈련 데이터를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정의한다.

xi는 i번째 샘플의 n차원의 특징값 벡터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스펙트럴 중심, 스펙트럴 롤오프, 스펙트럴 플

럭스, BFCC, BFCC의 차이값을 xi로 사용한다. yi는 i번째 데이터의 클래스 라벨을 나타내며, 기본적인 SVM 프레임워크

에서 양성 특성의 데이터와 음성 특성의 데이터를 다음 수학식 2와 같은 하이퍼 플레인으로 분리한다.

SVM은 훈련 데이터들을 이러한 두개의 클래스들로 정밀하게 나누는 최적의 하이퍼플레인을 찾는다. 최적의 하이퍼플레

인을 찾는다는 것은 다음 수학식 3과 같은 최적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하다.

라그랑지 곱셈 방법(Lagrange Multiplier Method)에 의해 다음 수학식 4와 같은 다른 최적화 문제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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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만족시키는 계수를 찾는 것이 SVM에서 구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 되고, 이것을 분류기 모델이라고 부른

다. 훈련 데이터들에 의해 구해진 분류기에 의해 실제 데이터값들을 분류하게 된다. SVM은 상기와 같은 선형적 모델의 내

적 (xiㆍyi)을 대치하여 커널 함수(K(xi,yi))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커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형 혹은 비선형 모델을

구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처리 방법의 흐름도이다. 특징값을 추출하기 전에 여러가지 압축 포맷과 샘플링 특성 등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몇가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인코딩된 음악 파일이 입력되면(S302) 디코딩하여 압축을 푼다(S304). 다음으로, 음악 파일이 특정한 샘플링율을

갖도록 변환한다(S306). 변환을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샘플링율이 특징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음악 파일에서 유용한 정보의 대부분이 저주파수 대역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운 샘플링을 하면 특성값을 구하는 시

간을 단축할 수 있다. 채널 병합은 스테레오(또는 다채널)로 녹음된 음악을 모노로 바꾸는 과정이다(S308). 모노로 변환하

여 특징값을 계산하면 일정한 특징값을 얻을 수 있으며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샘플링된 수치값을 정규화하는 것은

소리 크기(loudness)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S310). 마지막으로, 구간 선정(windowing)을 수행

한다(S312). 즉, 특징값 분석을 위한 최소의 단위 구간인 분석 윈도를 설정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특징값 추출을 위한 텍스쳐 윈도(texture window) 이동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특징값

추출은 기본 단위인 분석 윈도(analysis window, 410) 단위로 처리된다. 도시된 예에서, 분석 윈도(410)는 512 샘플의 크

기를 가진다. 22050 Hz의 정규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분석 윈도의 크기는 대략 23msec 정도이다. 이 단위들에 대

해 단시간 푸리에 변환(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음악 파일의 특징값들을 계산하게 된다. 도시된 예에서

는 40개의 분석 윈도를 하나의 텍스쳐 윈도(420)로 설정하여 특징값을 계산한다. 첫번째 텍스쳐 윈도(420)를 처리한 후에

는 하나의 분석 윈도만큼 이동한 두번째 텍스쳐 윈도(430)를 처리한다. 이런 방법에 의해 텍스쳐 윈도를 분석 윈도 단위로

이동해 가면서, 텍스쳐 윈도에 속한 각 분석 윈도에 대해 추출된 특징값들의 평균값 및 분산값을 구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음악 구간의 모든 텍스쳐 윈도에 대해 계산된 평균값들 및 분산값들에 대해 각각 다시 평균값을 구함으로써 최종 특징값으

로 결정한다. 분석 윈도와 텍스쳐 윈도의 크기는 계산량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된 예의 값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결정된 값으로 응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추출되는 특징값들은 스펙트럴 중심, 스펙트럴 롤오프, 스펙트럴 플럭스 및 BFCC 계수

들에 대한 평균값과 분산값, 그리고 BFCC 계수들 간의 차이값이다. 도 5는 이 특징값들을 구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먼저, 특징값 추출을 위한 메모리와 테이블을 초기화하고(S502), 분석 윈도에 포함되어 있는 PCM에 대해 해밍 윈도잉

(Hamming Windowing)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한다(S504). 해밍 윈도잉에 의해 변환된 데이터를 FFT(Fast Fourier

Transform)에 의해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하고 그 크기값(Magnitude)을 구한다(S506). 기본적으로 이 크기값을 이용하여

스펙트럴 값들을 계산하고, 같은 크기값을 바탕으로 Bark 척도 단위(Bark-Scale)의 필터를 통과시킨다.

첫번째 특징값의 추출을 위해, 스펙트럴 중심을 계산한다(S508). 스펙트럴 중심은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 분포의 평균 지

점이다. 이 특징값은 음정에 대한 인지 척도로 사용된다. 즉, 음의 높낮이에 대한 주파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스펙

트럴 중심은 신호 에너지의 대부분이 집중하는 주파수 영역을 결정하며, 다음 수학식 5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Mt[n]은 프레임 t와 주파수 n에서 푸리에 변환의 크기를 나타낸다.

두번째 특징값의 추출을 위해, 스펙트럴 롤오프를 계산한다(S510). 스펙트럴 롤오프 지점은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의

85%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를 결정한다. 이 특징값은 스펙트럴 모양을 측정하는데, 음정의 분포 정도를 나타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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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서로 다른 음악을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 그 노래 특성에 따라 주파수 대역의 전 범위에

걸쳐 더 잘 분포되어 있거나 모여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스펙트럴 롤오프 지점은 다음 수학식 6에 의해

계산된다.

스펙트럴 롤오프 주파수 Rt는 크기 분포의 85%인 지점의 주파수로 정의된다.

세번째 특징값의 추출을 위해, 스펙트럴 플럭스를 계산한다(S512). 스펙트럴 플럭스는 2개의 연속하는 주파수 대역의 에

너지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다. 음악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 분포의 변화가 크거나 작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각 음악

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스펙트럴 플럭스는 연속되는 스펙트럴 분포의 정규화된 크기 사이의 차이값의 제

곱으로 정의되며 다음 수학식 7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Nt[n]은 프레임 t에서의 푸리에 변환의 정규화된 크기를 나타낸다.

네번째 특징값의 추출을 위해, BFCC 계수를 계산한다. BFCC는 캡스트럼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균일 필터 뱅크

(non-uniform filter banks) 중에서 발성(speech articulation)에 똑같은 기여를 하는 밴드(band)로 구분하는 크리티컬 밴

드 스케일 필터 뱅크(critical band scale filter banks)를 이용하며, 그 중에서 톤 인식(tone perception)을 주파수에 적용

한 기법이다. 이와 같이 Bark 척도 단위 필터는 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 피치 구분 등에서 사용되는 다른 척도

단위의 필터들보다 음악 분석에 적합하다. 톤은 기본적으로 음색(timbre)을 나타내는 것으로 목소리/악기 등을 구분하게

하는 소리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Bark 척도 단위 필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청범위를 약 24개의 밴드로 나눈다.

특정 대역(예, 1000 Hz) 이하에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특정 대역 이상에서는 로그함수(logarithmic)로 증가한다.

BFCC 계산을 위해, 먼저 Bark 척도 단위의 필터 뱅크 응답을 계산한다(S514). 그 응답의 로그(Log)를 계산하고(S516) 계

산된 로그값의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를 계산하여 BFCC 계수들을 구한다(S518). 또한, BFCC 계수들 간의

차이값(delta)을 계산하여 특징값으로 결정한다(S520).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음악의 일정 구간 동안 계산된 스펙트럴 중심, 스펙트럴 롤오프, 스펙트럴 플럭스 및 BFCC 계수들

에 대한 평균값과 분산값을 계산하여 특징값으로 결정한다(S522). BFCC 계수의 경우 최초 5개의 BFCC 계수들에 대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적으로 21개의 특징값이 추출된다. 추출된 특징값들은 추후 음악 분류나 검

색을 위해 저장된다(S524).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특징값 저장을 위한 데이터 형식의 예이다. "MuSE"로 명명한 데이터 포맷은 총 200 바이트이다. 헤

더 4 바이트(610)는 데이터 포맷의 이름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고, 그 뒤로 버전 10 비트(620), 장르 6 비트(630), 음성/음

악 구분을 위한 플래그 2 비트(640), 무드 6 비트(650), 4 바이트 크기의 특징값 21개를 위한 84 바이트(660), 데이터 포

맷의 확장 여부를 표시하는 2 바이트(670) 및 예약 데이터 107 바이트가 배치된다. 버전(620)은 향후 다양한 형태로 포맷

이 업그레이드되었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한 필드이다. 데이터 포맷의 확장 여부(670)는 기본적인 데이터 포맷을 여러 개

붙여서 사용하기 위한 필드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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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음악 파일의 무드 분류가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사용자의 기분에 따

라 편리하게 음악 선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음악의 일부만을 분석하므로 곡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에 비해 평균적으로 24배 이상 특징값 추출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스펙트럼 특징 중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특징을 제거하는 한편, Mel-Frequency 대신 음색

의 정보를 담아낼 수 있고 계산이 보다 간단한 Bark-Frequency 방법을 사용하여 성능을 보다 향상시켰다. 또한, BFCC

계수들간의 차이값을 활용함으로써 분류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무드 분류 방법의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음악 무드 분류 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처리 방법의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특징값 추출을 위한 텍스쳐 윈도 이동 방법,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특징값 추출 방법의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특징값 저장을 위한 데이터 형식.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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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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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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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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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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