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음악 코멘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음악 대표 구간 검출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디지털정보융합전공 

강 하 림 

 



   

Music Summarization  

Using Social Timed Comment 

 

 

 

지도 교수  이 교 구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디지털정보융합전공 

강 하 림 
 

강하림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 원 장        이   원   종      (인) 

부위원장        이   교   구      (인) 

위    원        서   봉   원      (인) 



 

 i 

초    록 

 

디지털 음악 시장의 규모는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들의 등장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처음으로 물리적 

시장의 수익을 넘어섰다. 현재 디지털 음악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6.7백만 

US달러의 수익을 가진 시장이 되었으며 스트리밍 분야의 45%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에 따라 매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물리적 시장을 기반으로 

했던 이전의 음악 시장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음악들이 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 하지만 접근 가능한 디지털 음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검색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부담이 증대되었고 효율적인 음악 정보 검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음악 대표 구간 추출은 음악 정보 검색의 중요한 연구문제 중 하나로 

음악의 일부만을 추출해 들려줌으로써 전체 음악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전체 음악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음악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음악의 대표 

구간을 검출하는 연구로는 음악 요약 연구가 있다. 기존의 음악 대표 구간 

추출 연구들은 모두 음악 신호를 기반으로 대표 구간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음악 신호를 이용하는 것은 음악 구조의 경계가 

뚜렷하고 구간의 변주가 적은 경우 대해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음악 구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소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의 시간 주석 코멘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의 음악 대표 구간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코멘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 기법 중 하나인 감성 분석을 

통해 코멘트의 감성 극성 값을 구한 뒤 시간에 따른 코멘트 감정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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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 구해 최고점을 찾고 대표 구간을 추출했다. 또한 코멘트 분포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법인 특이 스펙트럼 분석(SSA)을 통해 

시간에 따른 코멘트 분포의 비조화 성분들을 제거해 평활화 한 뒤 감성 

분석의 결과와 곱해 그 최고점에서 대표 구간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대표 구간들은 사용자 평가를 통해 성능 평가하였다. 5개의 

장르에 대해 각각 20곡을 수집하여 45명에게 사용자 평가하였고 이때 

피험자는 교내에서 30명을, 교외에서 15명을 모집하였다. 데이터는 모두 

해당 장르의 사운드 클라우드 Top 50 차트 에서 수집하였다. 제안 시스템 

3가지(감성 분석을 통한 추출, 감성 분석과 단일 스펙트럼 분석을 활용한 

추출 방법 2가지)와 미리 듣기(초반 30초), 기존 시스템(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에 대해 명료성, 간결성, 전반적인 평가 3항목을 5점 척도 

평가하였다. 

사용자 테스트 결과 제안 시스템들은 미리 듣기 보다 우수하지만 기존 

시스템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안 시스템간 

성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추가로 단일 

스펙트럼 분석을 활용한 추출 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이지는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모두 사용자평가에서 3점 

이상을 보이며 대표 구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음악 정보 검색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며 시간 주석 코멘트 데이터의 음악 정보 검색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음악 이외에도 시간 주석 코멘트를 가진 다양한 

소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의 적용을 기대한다. 

주요어 : 소셜 데이터,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음악 요약, 음악 정보 

분석 

학   번 : 2014-2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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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디지털 디바이스의 저장 용량 확대와 압축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음악을 저장, 보관하는 일이 용이해졌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 역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의 총 

판매액은 6.7백만 US달러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음악 전체 

시장의 45%에 해당한다. 이중에서도 스트리밍은 부문은 전년 대비 45.2%로 

빠르게 성장하여 디지털 음악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IFPI, 2016) 

 

 

또한 제공되는 곡의 개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Spotify)는 현재 3000만 곡 

이상의 디지털음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매일 2만개 이상의 음원이 

추가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기반의 음악 작곡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문가 뿐 

[그림 1] 세계 음악 시장 총액 (2005년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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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도 널리 보급되면서 독립적인 음악 활동이 

가능해졌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음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접근 가능한 디지털 음악의 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음악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용자는 다양한 장르와 아티스트의 

음악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음악을 찾기 

위한 검색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매일 추가되는 2만개 이상의 

음원 속에서 무엇이 좋은 노래인가, 내가 원하는 음악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 음악 청취자를 연결하여 음악을 추천하는 음악 추천 시스템, 

태그와 메타 데이터 기반의 음악 검색 시스템, 음악 콘텐츠 기반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음악 산업에 도입되었으며 효율적이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음악 검색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 정보 검색 연구가 

수행 되었다. 

 

또한 사용자에게 음악을 추천하는 것 외에도 음악 내 정보 검색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음악 대표 

                                     
1 http://www.theverge.com/2015/9/30/9416579/spotify-discover-weekly-

online-music-curation-interview 

[그림 2] 스포티파이(Spotify)의 음악 정보 검색을 활용한 신곡 추천 서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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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추출 연구는 이러한 연구 중 하나로 음악의 일부만을 추출해 

들려줌으로써 전체 음악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이다. 

음악 전체가 아닌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들려줌으로써 

사용자의 음악 검색 시간 단축을 꾀함과 동시에 스트리밍이 불가한 음악의 

구매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현재 아이튠즈(iTunes)는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음악 대표 구간 추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서비스들은 아직 음악의 처음 1분을 들려주는 미리 듣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악의 대표 구간 검출 연구로는 음악 썸네일링(Thumbnailing), 음악 

코러스 검출 연구 등이 있다. 음악 썸네일링과 음악 코러스 검출 연구는 

음악 화성, 음색, 리듬, 구조적 특징 등을 이용해 음악의 대표 구간을 

추출하는 것으로 음악 신호에서 음악 특성 벡터(feature vector)를 짧은 

레임마다 추출하여 음악 신호의 자기 유사 행렬을 만드는 유사한 방법론을 

가진다. 음악 신호를 이용한 음악 대표 구간 검출은 비교적 음악의 구조가 

뚜렷하며 반복 구간이 많을 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음악 구조가 

뚜렷하지 않고 대표 구간의 반복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 낮은 성능을 보여 

음악의 구조적 특징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음악 신호를 이용한 기존의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연구는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음악 정보 검색 연구는 사용자의 

효율적인 검색의 향상과 함께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가지는 서비스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음악은 사용자의 주관과 기호가 개입되는 미디어 콘텐츠로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음악 신호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구간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직접 반영할 수 없다.  

최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과거 물리적 시장에서는 제한적이었던 사용자 

데이터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악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자 코멘트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하며 음악 구조에 안정적인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시스템을 제안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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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음악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인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의 시간 주석 코멘트(Timed Comment)를 활용하여 

음악의 대표 구간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음악 정보 검색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향후 음악 소셜 서비스의 음악 

정보 검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앞서 연구 배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디지털 음원 시장이 성장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높은 만족도를 가진 음악 

정보 검색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소셜 서비스로 진화하며 보다 사용자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음악 신호를 이용한 방법뿐 아니라 사용자의 

소셜 행태를 활용한 음악 정보 검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음악 신호를 이용한 전통적인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연구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시간 주석 코멘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음악의 대표 구간을 추출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과 사용자 

평가를 통해 비교할 것이다. 사용자의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선호가 반영된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간 주석 코멘트의 음악 정보 검색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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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음악 구조 분석 
 

2.1.1. 음악 구조 분석 

음악은 음, 멜로디, 코드, 화성, 리듬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반복(repetition), 대비(contrast), 변주(variation), 동질성(homogeneity)와 

같은 규칙들을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Müller, Jiang, & Grosche, 2013) 

음악 구조 분석 연구는 이러한 음악 특성들을 이용해 음악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분리한 뒤 이 구간들을 다시 음악적으로 의미있는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aulus & Müller, 2010) 음악 구조는 대개 

절(Verse), 후렴(Chorus), 도입(Intro), 마무리(Outro), 브릿지(Bridge)와 

같은 구조로 분리될 수 있다. 

음악 구조 분석은 주로 반복성, 노벨티(novelty), 동질성의 음악 구조 

특성을 이용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진다. 반복성에 기반한 접근법에서는 

재발생하는 어떤 패턴을 찾으며 노벨티에 기반한 접근 법에서는 대비되는 

구간들의 전이점을 찾는다. 동질성에 기반한 접근법에서는 어떤 음악적 

특징들이 일관성을 가지는 구간들을 찾아 음악 구조로 정한다. (Paulus & 

Müller, 2010) 

이러한 반복성, 노벨티, 동질성의 특징을 찾기 위해 음악 구조 

분석에서는 음악으로부터 화성, 음색, 박자 등의 음악적 특징을 나타내는 

음악 특성 벡터(feature vector)를 음악의 전체 길이 중 짧은 프레임마다 

추출하여 사용한다. 해당 특성 벡터들을 서로 다른 프레임간 

INTRO VERSE CHORUS VERSE CHORUS BRIDGE CHORUS OUTRO 

[그림 3] 대중 음악의 일반적 음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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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similarity)를 비교하여 그 접근법에 따라 유사도가 반복되는 구간,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 동일한 유사도를 보이는 구간 등의  특징을 가지는 

구간을 추출한다.  

 

음악 구조 분석에는 [그림4]의 과정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시도하였다. J. Paulus et al. 는 특성 벡터들의 Self-distance 계산을 통해 

음악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눈 뒤 이를 구간별 pairwise matching하여 각 

구간의 짝 확률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후렴구, 절 등의 구간으로 최종 

분류했다.(Paulus & Klapuri, 2009)  F. Li et al. 는 대중 음악 구조 분석을 

위해 음악을 우선 반주 구간과 보컬 구간을 분리 한 뒤 대략의 경계 지점을 

찾고 이를 자기 유사도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 구조를 검출하였다. 

반주 구간과 보컬 구간을 분리하기 위해 SVM 학습을 이용했다. (Li, You, 

Lu, & Pan, 2015) M Tian. et al. 은 템포그램(tempogram)이라는 음악의 템포 

변화와 그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특성 벡터를 통한 구간 분리를 

제안했다. (Tian, Fazekas, Black, & Sandler, 2015) 이외에, HMM, NMF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음악 구조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Ajmera, McCowan, 

& Bourlard, 2003; Nieto & Jehan, 2013) 

 

2.1.2.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연구는 음악의 대표적인 구간 혹은 구간들을 

추정하여 음악을 하나의 짧은 클립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음악의 전체 

길이를 청취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음악 테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에는 음악 코러스 검출과 음악 

썸네일링이 있다. 

음악 코러스 검출 및 음악 썸네일링은 음악 구조 분석의 하위분야로 

[그림 4] 음악 구조 분석의 일반적인 구조 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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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구조 분석 연구와 연관이 깊다. 음악 구조 분석은 앞서 서술한 반복성, 

노벨티(novelty), 동질성의 음악 구조 특성을 이용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음악 코러스 검출 연구와 음악 썸네일링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법들이 이용되었다. Goto는 반복성에 기반한 접근법을 통해 음악 

신호에서 화성성분을 나타내는 크로마(Chroma) 특성 벡터(Feature 

vector)를 추출한 뒤 특성벡터간 유사성(Similarity)을 활용해 반복되는 

구간들을 그룹화함으로써 코러스를 검출하였다.(Goto, 2006)  

Bartsch는 동질성에 기반한 접근법을 통해 특정 길이의 구간을 전체 

노래에 대해 상관 필터링(correlation Filtering)을 수행해 최대 유사도를 

가지는 구간을 찾아 음악 썸네일을 구하였다. (Bartsch & Wakefield, 2005) 

또한 Levy. Et al. 는 음색(timbre) 특성 벡터를 추출해 N-상태(state) 

HMM(Hidden Markov Model)를 통해 40개의 음색 타입을 분류한뒤 

시간에 따른 음색 타입에 따라 분류하여 구간을 분류함으로써 썸네일을 

구하였으며 Muller et al. 는 단일 구간 특성에 특화된 맞춤 특성(fitness 

measure)를 제시하여 자기 유사 행렬을 분석함으로써 음색과 리듬변화에 

대해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썸네일링을 구현하였다. (Levy, Sandler, & 

Casey, 2006; Müller et al., 2013) 이외에도 음악 썸네일링의 동작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와 다른 두 구간을 하나의 클립으로 합쳐 썸네일링을 추출하는 

연구 등이 제안되었다. (Jiang & Muller, 2014, 2015) 

 

[그림 5] MFCC의 자기 유사 행렬(왼쪽)과 30초 구간 윈도우의 
시간에 따른 유사도 합(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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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GŁACZYŃSKI는 MFCC를 이용한 자기 유사 행렬의 30초 구간내 

합이 가장 큰 구간을 대표 구간으로 추출하였다. [그림 5]의 왼쪽 그림은 

MFCC의 자기 유사 행렬이며 오른쪽 그림의 30초 구간 윈도우의 시간에 

따른 유사도 합이 가장 큰 지점이 추출된 대표 구간의 시작점이다. 

(Głaczyński & Łukasik, 2011) 

음악 신호를 이용한 음악 대표 구간 추출 연구들은 음악 구조의 경계가 

뚜렷하고 구간의 변주가 적은 경우에 대해 높은 성능을 보인다. 반면 음악 

구조가 뚜렷하지 않고 구간 반복이 적은 음악에 대해 낮은 성능을 보여 

음악 구조의 형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구간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제 2 절 소셜 데이터 연구 
 

2.2.1.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현상 분석 연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실시간 웹이 부상함에 따라 사용자는 미디어의 

수동적인 소비자로의 역할을 벗어나 참여자 혹은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ragram) 등의 여러 소셜 

서비스들이 연구되었고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한 뉴스 예측, 

상품 추천, 선거 결과 예측 등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소셜 서비스의 

마이크로블로그 콘텐츠는 실시간 현상 분석의 정보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현상 연구들은 특정 기간 동안의 소셜 데이터의 

양을 이용해 현상을 분석하기도 하며 그 안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의견, 

댓글, 좋아요 등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해 이를 현실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들과 연결시킨다. 또한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현상 예측은 빠르고 

비용이 적다.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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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huvipadawat et al.은 트위터를 이용한 속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트위터의 짧은 내용 때문에 그 유사도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특정 적절한 명사에 대해 강한 가중치를 주었고 이를 통해 트위터의 

내용을 그룹화한 뒤 순위를 매겨 속보를 예측하였다. (Phuvipadawat & 

Murata, 2010) 마이크로 블로그인 트위터를 이용함으로써 빠른 뉴스 속보 

예측이 가능하게 했다. T. Georgiou et al.은 차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트위터 

반응을 분석해 교통 체증을 예측했다. 해당 트위터의 양과 교통 체증의 

정도를 Naïve Linear model로 만들어 이를 통해 실제 교통 체증을 예측하고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Georgiou, Abbadi, Yan, & George, 2015) 

또한 현실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 외에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S. Garcia Esparza et al.은 Real-Time Web(RTW)을 이용한 

영화 추천을 구현하였다. 트위터와 유사한 영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Blippr의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 영화 반응을 예측하고 추천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Garcia Esparza, O’Mahony, & Smyth, 

2010) 이외에 L. Maria Aiello et al.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태그된 소셜 미디어들을 이용해 친분 관계를 예측했다. Flickr, Laft.fm 등의 

소셜 미디어에 대해 실험을 수행했으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질수록 친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Aiello et al., 2012)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실의 어떠한 현상 또는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이용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영상과 

음악에서도 마이크로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안되어왔다. 아래서는 그 중 영상과 음악의 대표 구간 

검출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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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구간 검출 연구 
 

2.2.2.1.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영상 대표 구간 검출 연구 

영상 대표 구간 검출 연구는 이미지 신호 처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영상 내 객체의 특정한 움직임을 

검출하거나 전체 영상의 엔트로피의 증가를 검출하는 방법 등으로 영상의 

대표 구간을 추출한다.(Rehman & Saba, 2014; Xu et al., 2014) 기존의 영상 

대표 구간 검출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영상분석에 상당한 처리 

능력(computing power)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 서비스 콘텐츠와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한 대표 구간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Hannon et al. 는 마이크로 블로그인 트위터(Twitter) 데이터를 이용해 

2010년 월드컵(World Cup) 경기의 대표 구간을 추출하였다. Hannon et al. 

는 해당 경기에 관련된 트위터들의 빈도수와 골(goal), 레드카드(red card)와 

같은 경기 내용과 관련된 쿼리 검색을 이용해 대표 구간을 추출하였고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검증하였다. (Hannon, McCarthy, Lynch, & 

Smyth, 2011) S. Zhao et al. 는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해 2010-2011 NFL 

경기의 대표 구간을 추출하였다. S. Zhao et al.는 트위터 데이터를 사전 

기반(lexicon-based) 분석을 통해 경기에 관련된 트위터 데이터만을 분리한 

뒤 적응 속도 기반(Adaptive Rate-based)의 검출을 통해 후보 구간을 

검출한 뒤 이를 다시 이벤트 키워드 사전 기반의 인식을 통해 해당 구간의 

이벤트 키워드 별 최고 게시(post) 속도를 구해 해당 구간의 이벤트를 

정의하며 최종으로 구간을 추출한다. 역치(threshold) 이하의 경우 구간을 

추출하지 않고 다시 적응 속도 기반 검출로 돌아간다. 또한 실제 사람의 

입력 지연 시간과 지역별 방송 출력 지연 시간을 고려하였다. (Zhao, Zhong, 

Wickramasuriya, & Vasudev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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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 et al. 과 Chung et al.는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해 영상의 대표 구간을 

추출하였다. Wu et al. 는 유튜브(YouTube) 클립에 대해 대표 구간을 

표시하도록 하여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 데이터들을 

영상 시간에 대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구간을 

대표 구간으로 정해 사용자 평가하였다.(Wu, Thawonmas, & Chen, 2011) 

Chung et al.는 실험자들에게 영상에 북마크를 남기도록 한 뒤 이를 영상 

시간에 대한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 가공한 뒤 그 최고점을 찾아 

대표구간으로 정해 기존의 영상신호를 이용한 영상 대표 구간 추출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Chung, Wang, & Sheu, 2011) 

 

 

[그림 6] 트위터를 활용한 영상 대표 구간 검출 (Hannon et al., 2011) 

[그림 7]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비디오 대표 구간 검출(Chu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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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연구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연구로는 Yadati et al.의 

EDM(Electronic Dance Music)의 대표 구간인 드롭(Drop)을 찾는 연구가 

있다. Yadati et al. 는 기존의 음악 신호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유지하면서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의 코멘트 중 드롭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코멘트의 타임스탬프(timestamp)를 음악 신호 분석의 정답지로서 

활용하였다. (Yadati & Larson, 2014)  

영상과 달리 음악 정보 검색 분야에서는 아직 소셜 데이터만을 이용한 

대표 구간 추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외의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음악 정보 검색 연구로는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 순위 예측, 자동 태그 

생성 등의 연구가 있다. (Bischoff, Firan, Georgescu, Nejdl, & Paiu, 2009; Eck, 

Lamere, & Green, n.d.; Kim & Lee, 2014) 

2.2.3.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활용한 소셜 데이터 연
구 

감성 분석 기술은 텍스트의 화자 또는 필자의 태도를 예측하는 기술로 

주로 감성의 극성(Polarity)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는 기법과 기쁨, 슬픔, 

지루함 등과 같은 감성 상태를 분류하는 기법으로 나뉜다. 감성 분석은 

사전 기반의(lexicon-based) Rule-based 접근 방법, LSA(Latent Semantic 

Analysis), BoW(Bag of Words), SVM, 딥러닝 등의 여러 기법이 연구되어 

왔다. (Karamibekr & Ghorbani, 2012; Maas et al., 2011; Mullen & Collier, 

2004; Severyn & Moschitti, 2015) 

감성 분석은 또한 이용자들의 반응을 측정하는 기법으로서 소셜 데이터 

연구에서도 다수 활용되었다. Ortigosa et al.는 페이스북(Facebook) 메세지의 

감성 극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또한 사용자 개개인의 일반적인 

감성 극성 값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감정 변화를 검출했다. Ortigosa 

et al.은 메세지의 감성 극성을 추출하기 위해 사전 기반의 기법과 기계 학습 

기법을 함께 사용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SentBuk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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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였고 이를 통해 구한 감정 변화를 검출해 이를 adaptive e-학습에 

적용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e-학습에서 학생들의 감정 변화를 감지한 뒤 

다음 수행 수업을 좀 더 동기부여적인 수업들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높이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메세지와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의 특성상 부정적인 견해가 관측되기 

어려워 제안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Ortigosa, 

Martín, & Carro, 2014)  

Sprenger는 S&P 500 주식과 관련된 트위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를 크리우드소싱으로서 활용하였다. Stock Gam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제작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주식 트윗들을 낙관적인(bullish) 트윗과 

하락세의(bearish) 트윗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코어보드를 

제작해 시각화하였다. (Sprenger, 2011) Salampasis et al. 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소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유”, “해산물” 과 같은 일반적인 음식 키워드와 “맥도날드”와 같은 

브랜드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윗들을 수집하고 시간에 따른 긍정, 부정, 

객관적인 트윗들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를 이용해 사건, 광고 등에 의한 

영향에 따라 트윗들의 감성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소문, 

브랜드 이미지 개선, 소비자와의 소통 등에 활용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Salampasis, 2014) 

본 연구에서는 사전 기반의 Rule-based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감성 

극성을 예측할 수 있는 VADER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사운드 클라우드의 

코멘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VADER는 마이크로 블로그 콘텐츠와 같은 

짧은 소셜 콘텐츠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 (Hutto & Gilbe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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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험적인(empirical) 데이터 분석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소셜 코멘트를 이용한 새로운 음악 대표 구간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분석 및 사용자 실험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특징 및 수집 방법과 수집 기준을 1절의 데이터 개요에서 

설명한다. 둘째, 수집한 소셜 코멘트 데이터의 분석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제안 시스템을 설명한다. 분석 방법은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Singular Spectrum Analysis : 

SSA)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결합해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사용한 사용자 평가 방법을 서술한다. 사용자 평가 대상 

선정, 평가 환경, 평가 시스템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1 절 데이터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간 주석 코멘트 데이터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데이터 수집 API: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 API 

• 분석 데이터 수집 기간: 2016년 6월 첫째 주 

• 테스트 데이터 수집 기간: 2016년 4월, 6월 첫째 주 

• 분석 데이터 곡 수: 25 곡 

• 테스트 데이터 곡 수: 100곡 ( 각 장르별 20곡 ) 

• 데이터 내용: 코멘트 내용 및 타임스템프(timestamp) 

• 데이터 장르: Alternative Rock, Dance & EDM, Pop,       
Hiphop & Rap, R&B &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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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는 2007년에 시작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이자 음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음악가가 아닌 개인도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사운드 클라우드는 사용자 코멘트 

데이터의 하위 항목으로 코멘트 타임 스탬프(timestamp)를 수집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음악 내 댓글 입력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코멘트 타임스탬프와 코멘트 내용을  이용한 

음악 대표 구간 추출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 사운드 클라우드 API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코멘트 정보 중 타임스탬프와 코멘트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아래 [표 1]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수집된 분석용 데이터와 실험용 데이터의 코멘트 수는 각각 아래의 [표 

2]와 [표 3]과 같다. 분석용 데이터는 주로 코멘트 수 101개에서 999개 

사이의 곡들로 이루어 졌으며 실험용 데이터는 101개 ~ 999개 사이의 곡이  

43%, 1000개 ~ 9999개의 곡이 41%로 구성되었다.  

타임스탬프(ms) 코멘트 내용 

5222 love thisss 

53052 <3 <3 <3 

7008 sounds so good 

14075 this song is so addicting 

[표 1] 수집된 사운드 클라우드 코멘트의 타임스탬프와 코멘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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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개수 곡 수(개) 비율(%) 

100개 미만 4 16 

100개 이상 1000개 미만 16 64 

1000개 이상 10000개 미만 5 20 

합 계 25 100 

 

[표 2] 분석용 데이터의 코멘트 수 분포 

코멘트 개수 곡 수(개) 비율(%) 

100개 미만 16 16 

100개 이상 1000개 미만 43 43 

1000개 이상 10000개 미만 41 41 

합 계 100 100 

[표 3] 실험용 데이터의 코멘트 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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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데이터 수집 기준 선정 및 수집 방법 

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사운드 클라우드 API 2 를 통해 

사용자 코멘트 데이터 중 타임스탬프(timestamp), 내용(body)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수집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운드 클라우드의 파이썬 래퍼(wrapper)3를 이용하였다. 

데이터는 총 2번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2016년 4월과 6월 첫째주의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 댄스와 EDM(Dance & EDM(Electronic 

Dance Music)), 팝(Pop), 힙합과 랩(Hiphop & Rap), 알앤비와 소울(R&B & 

Soul)의 탑(Top) 50 차트 4  내 곡들을 수집하였다. 이때,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는 Top50 차트 내에서 랜덤으로 각 장르별 5곡을 수집하였고 

테스트용 데이터는 음원을 iTunes에서 구입할 수 있거나 무료로 배포된 

음원이 있는 곡에 한해 20곡을 수집하였다. 코멘트는 해당 음악의 게시 

날짜 이후부터 수집일 까지의 모든 코멘트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에 5개 장르는 2013년 세계 레코드 음악 장르별 

판매량5에서 컨트리(country)를 제외한 상위 5개 장르로 사용된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 댄스와 EDM(Dance & EDM(Electronic Dance 

Music)), 팝(Pop), 힙합과 랩(Hiphop & Rap), 알앤비와 소울(R&B & 

Soul)을 선정하여 수집된 음악이 대중음악의 특징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https://developers.soundcloud.com/docs/api/guide 
3 https://github.com/soundcloud/soundcloud-python 
4 https://soundcloud.com/charts/top 
5 https://musicandcopyright.wordpress.com/2014/07/15/pop-still-the-biggest-
music-genre-but-retail-sales-slide-7-6-i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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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분석 방법과 제안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Singular Spectrum Analysis : SSA)의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제안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감성 

분석은 코멘트 내용의 감성 극성(polarity)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단일 스펙트럼 분석은 코멘트 분포를 평활화(Smoothing)하고 이를 대표 

구간 추출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2.1. 분석 방법 
 

2.2.2.1.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사전 기반의 Rule-based 접근 방법을 이용한 감성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각 코멘트의 감성 극성을 수치화 했다. 각 코멘트의 감성 

극성을 구한 뒤 이를 다시 1초 간격마다 평균을 구해 시간에 따른 감성 

극성 평균을 구했다.  

[그림 8] 2013년 전세계 장르별 음원 판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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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극성의 수치화 과정에는 VADER-감성 분석 라이브러리 6 를 

사용했다. VADER-감성 분석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사전 기반 Rule-based  

감성 분석 연구에 이모티콘, 특수 기호, 반복 어구 특징을 추가한 

라이브러리이다. VADER-감성 분석 라이브러리는 각 단어의 감성 극성을 

피험자들을 통해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누어 4점 척도로 평가하여 

측정하였다. VADER-감성 분석 라이브러리는 마이크로 블로그 콘텐츠와 

같은 짧은 소셜 콘텐츠에서 0.96의 높은 F1 점수(score)를 보여 다른 머신 

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 알고리즘 성능을 압도한다. (Hutto & Gilbert, 2014)  

감성 극성의 수치화는 사전 기반의 Rule-based 방법으로 수행한다. 

우선, 감성 분석에 앞서 코멘트의 내용을 단어 수준으로 분해한다. 그 후 각 

단어의 감성 극성을 모두 합한 뒤 평균을 구해 전체 코멘트의 감성 극성을 

구한다. 이를 통해 사운드 클라우드 코멘트의 감성 극성을 예측한다. 

이후, 감성 분석된 각 코멘트의 시간에 따른 감성 극성 평균을 구한다. 

1초 시간 간격에 따라 해당되는 코멘트들의 감성 극성 값을 모두 합한 뒤 

코멘트들의 수로 나누어 감성 극성 평균을 구한다.  

감성	극성	평균 = 	
1초		구간	내	코멘트의	감성	극성	합

1초	구간	내		코멘트	개수
 

 

2.2.2.2. 특이 스펙트럼 분석(Singular Spectral Analysis: SSA) 

음악은 반복적인 구조적 특징을 가지는 콘텐츠로 음악에 달린 시간에 

따른 코멘트 분포 역시 주기적인 특징을 가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주기성을 가진 시계열 신호 분석에 사용되는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해 

코멘트 분포의 비조화 성분들을 제거하고 코멘트 분포를 평활화 하였다.  

 

                                     
6 https://github.com/cjhutto/vader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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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스펙트럼 분석은 주기성을 가진 시간에 따른 신호를 여러 개의 

중요 성분(Principal Component: PC)으로 분해함으로써 신호의 

비조화성분을 제거하고 조화성분만을 남긴다. 또한 각 중요 성분을 주파수 

계에서 시간 계로 재구성 하면 시간에 따른 각 성분의 특징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간에 따른 코멘트 분포를 특이 

스펙트럼 분석하여 여러 개의 성분으로 분해한 뒤 각 성분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음악의 코멘트를 코멘트의 타임스탬프를 이용해 1초 시간 

간격에 따라 분류한 뒤 해당 시간에 입력된 코멘트의 수를 구한다. 이를 

통해 코멘트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둘째, 코멘트 히스토그램에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 셋째,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분해된 각 중요 

성분의 Singular Value들을 관찰하고 Leading Singular Value를 찾는다. 넷째, 

앞서 찾은 각 Singular Value에 해당하는 중요성분들을 시간 계에 대해 

재구성한 뒤 각 성분 들의 특징을 관찰한다. 이후, 필요한 중요 성분만을 

시계열에 대해 재구성하여 평활화된 코멘트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제안 

시스템에서 활용한다.  

3.2.2. 제안 시스템 

앞서 설명한 감성 분석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공한 데이터를 

이용해 제안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 시스템의 목적은 소셜 코멘트 

데이터의 내용과 분포 경향성을 이용해 음악의 대표 구간을 추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감성 극성이 가장 긍정적인 경우와 코멘트 

히스토그램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신호의 값이 가장 높을 때를 찾아 음악의 

대표 구간을 추출한다. 제안 시스템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설계하였다. 모든 시스템에서 재생 종료 시점으로부터 30초 전까지의 

구간의 최고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첫째, 감성 극성이 최대일 때를 구해 구간을 추출한다. 앞서 구해진 

시간에 따른 코멘트 감성 극성 평균의 최고점을 찾아 그 최고점부터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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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음악 대표 구간으로 추출한다. 최고점이 다중 추출될 경우 이중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구간을 대표 구간으로 정한다.  

둘째, 감성 극성과 평활화 한 코멘트 히스토그램을 곱해 최대가 되는 

때를 구해 구간을 추출한다. 따라서, 해당 초의 코멘트가 긍정적이고 

코멘트의 개수가 많을 수록 시간에 따른 코멘트 감성 극성 평균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얻어진 코멘트 히스토그램 경향 곡선을 곱해 그 

최고점부터 30초 구간을 음악 대표 구간으로 추출한다. 역시, 최고점이 다중 

추출되는 경우 시작 시간이 가장 빠른 구간을 선택한다.  

셋째, 감성 극성 결과를 평활화(smoothing)한 뒤 코멘트 분포 경향성을 

곱해 최대가 되는 때를 구해 구간을 추출한다. 시간에 따른 코멘트 감성 

극성 평균에 Smoothing Spline을 통한 평활화를 적용한 뒤 코멘트 

히스토그램 경향 곡선과 곱해 그 최고점부터 30초를 추출한다. 다중 추출의 

경우 위의 방법들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알고리즘 1 최고점 추출 

 1:PROCEDURE findPeak 

 2:    input x (list of N elements) 

 3:    output peak, float MAX = 0, MAX_index = 0 

 4: xc <- sign of first differentiate x as (+,0,-) 

 5: xp <- find section start points in xc  

          where starts with “+” and ends with “-“ 

 6: xe <- find section end points in xc  

          where starts with “+” and ends with “-“ 

 7: For i = 1 to M ( M is length of xp & xe ) 

         peak_candidates[i] = index of max(from x[xp[i]] to x[xe[i]]) 

         If MAX < x[peak_candidates[i]] then  

MAX = x[peak_candidates[i]] 

MAX_index = peak_candidates[i]  

 8: End 

 9: peak = MAX_index  

[표 4] 최고점 추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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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 분석 방법 

제안 시스템 1(SA) 감정 분석(SA) 

제안 시스템 2(SA*SSA) 감정 분석(SA)결과와 특이 스펙트럼 

분석(SSA)의 결과를 곱함 

제안 시스템 3(SA*SSA+R&S) 평활화한 감정 분석(SA)결과와 특이 

스펙트럼 분석(SSA)결과를 같은 

스케일로 변환한 뒤 곱함 

(R&S : Rescale & Smoothing) 

 

제 3 절 사용자 평가 

새롭게 제안한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사용자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 

시스템이 음악 대표 구간 추출 시스템으로서 수용가능한가를 평가하고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미리 듣기 서비스(음악 처음 30초), 음악 신호를 이용한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평가한다.  

 

3.2.1. 사용자 평가 대상 및 항목 

본 연구에서는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실험자로 2, 

30대 남녀를 모집했으며 교내에서 30명, 교외에서 15명을 모집했다. 남녀의 

성비는 피험자들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무관하게 모집하였다. 

(Rakowski, 2009)  

[표 5] 제안 시스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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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평가는 앞서 데이터 개요에서 설명한 실험용 데이터 100곡에 

대해 수행한다. 100개의 곡들은 각 시스템 별로 30초씩 추출되며 제안 

시스템 3가지와 미리 듣기 서비스, 음악 신호를 이용한 기존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의 총 5가지 평가 시스템에 대해 500개의 구간을 추출한다. 기존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으로는 SM Tooolbox 7 의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Müller, Jiang, & Grohganz, 2014) 100개의 곡 모두 적어도 한번 이상 

평가되도록 했으며 이 때 각 피험자는 장르별 2곡씩 총 10곡을 실험하며 

50개의 구간을 평가한다. 각 구간은 모노(mono), 44.1-kHz Sample rate, 

92kbps로 추출한다.  

사용자 평가의 항목은 기존의 음악 대표 구간 검출 연구들의 사용자 

평가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Głaczyński & Łukasik, 2011; Logan & Chu, 

2000; Lu & Zhang, 2003; C. Xu, Maddage, & Shao, 2005) 추출된 각 구간은 

아래의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한다.  

• 명료성(Clarity) : 추출된 구간이 해당 음악의 전반적인 특성들을 

명료하게 이해하기에 충분한가 

• 간결성(Conciseness) : 추출된 구간이 전체 노래의 중요 테마를 

얼마나 담고 있는가 

• 전반적인 평가(Overall) : 해당 구간이 음악의 대표구간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3.2.2. 사용자 평가 과정 및 구현 

사용자 평가는 다음의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실험 안내문을 

읽고 숙지한다. 이때, 실험 안내문에는 실험 방법과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 

실험 시스템 사용방법을 기술한다. 둘째, 실험을 위해 사전 청취를 수행한다. 

추출 구간 평가에 앞서 해당 음악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반복청취한다. 셋째, 5개 구간을 제시된 순서대로 3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평가한다. 5개의 구간은 매 실험 마다 랜덤으로 구성된다. 한 곡에 대한 

                                     
7 https://www.audiolabs-erlangen.de/resources/MIR/SMtoo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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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끝나면 다음 실험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하며 실험은 위의 세가지 

과정을 10곡에 대해 반복한다.  

 

사용자 평가는 웹(Web)에서 수행한다. 파이썬 웹프레임워크인(web 

framework)인 플라스크(Flask)를 이용해 실험 시스템을 구현하며 웹 호스팅 

서버에 올려 피험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여러 명의 피험자가 동시에 실험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각 실험 페이지의 상단에 음악 플레이어를 두어 

실험에 필요한 음악 또는 구간을 청취하게 하며 항목 별로 5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현한다. 

 

 

[그림 9] 하나의 곡에 대한 사용자 평가 과정  

[그림 10] 사용자 평가 실험 페이지 1 – 사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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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용자 평가 실험 페이지 2 – 추출 구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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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분석 결과와 제안 시스템 결과 

감성 분석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전처리 한 결과 감성 분석은 

대표 구간을 비교적 잘 추출해냈으나 특이 스펙트럼 분석은 그 성능이 좋지 

않았다. 감성 분석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 제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의 성능은 사전 평가를 통해 25곡 중 각각 21곡 , 

18곡, 19곡이 예상 대표 구간의 15초 이상을 포함했다. 

분석을 위해 추출 구간이 예상 대표 구간을 얼마나 포함 하는지에 따라 

3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그 기준은 20초 이상, 15초 이상, 15초 미만이다. 

2점 이상을 기록할 경우 대표구간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 100곡에 대해 사용자 평가를 수행한 결과 세 제안 

시스템의 평균 만족도가 5점 척도의 3점 이상으로 대표 구간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세 제안 시스템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활용한 기법의 효과가 성능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4.1.1.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결과 

시간 주석 코멘트를 감성 분석을 통해 긍정, 중립, 부정 극성 코멘트로 

구분한 결과 긍정과 중립이 전체 코멘트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부정은 8% 

이내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긍정과 부정 극성 코멘트의 감성 극성 

값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긍정 극성 코멘트의 절대값이 부정의 절대값 

보다 7배 가량 높았다. 감성 분석을 통해 대표 구간을 구했을 때, 25곡 중 

21곡(84%)의 추출 구간이 예상 대표 구간을 15초 이상 포함하며 이 중 

13곡(52%)은 예상 대표 구간을 20초 이상 포함한다.  



 

 27 

아래의 표는 분석된 코멘트의 내용과 극성 값의 일부이다. 분석 결과 

코멘트 내용에 따라 극성 값이 잘 매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ice”, 

“great” 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극성 값이 높고 반면 

“messy”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경우 극성 값이 낮다. [표 6]의 

마지막에서 코멘트는 긍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VADER-감성 분석 

라이브러리가 이모티콘 “;)”을 긍정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코멘트 내용 극성 값 

Great Tune house Luxury house track 0.6249 

nice one!! love it 0.8217 

amazing sound great job! 0.8478 

It sounds too messy :/ -0.5994 

OMG ITS MY FAVORITE SONG QUICK HELP 

ME!!! LOL 
0.8547 

tooooooop.. ;) 0.2263 

하지만 비속어와 문법 파괴가 일어난 문장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내용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 7]의 첫번째 “sick track <3”  

코멘트의 경우 내용의 의미는 노래가 매우 멋지다는 뜻이지만 감성 분석 

알고리즘은 이를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했다. 아래의 “CRAZY!!!” 역시 

[표 6] 코멘트 내용과 감성 극성 분석 결과 – 성능이 좋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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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의미이나 감성 분석 결과는 부정이 된다. “dope” 역시 소셜 

미디어에서 흔히 쓰이는 긍정적인 단어이지만 본 분석에서는 중립으로 

해석하였고 외국어, 구어, “wooow”와 같은 문법 파괴가 일어난 경우에도 

감성 극성을 추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코멘트 내용 극성 값 

sick track <3 -0.1027 

CRAZY!!! -0.5067 

Killer mix. Loved it! -0.1759 

Sounds dope!! 0 

woooow 0 

�聡 0 

touching my heart 0 

이와 같은 한계점 때문에 소셜 음악 또는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코멘트를 감성 분석할 경우에는 비속어, 문법 파괴, 구어체 등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sick”, “crazy”와 같은 중의적 표현에 주의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로 서술할 것이다.  

[표 7] 코멘트 내용과 감성 극성 분석 결과 – 성능이 나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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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코멘트의 단어 빈도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이용해 

시각화 했다.  [그림 12]의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song”이며 3438번 사용되었고 그 다음 “love”는 3241번 사용되었다. “song” 

과 “love”가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new”, “like”, “good”, “nice” 등의 

긍정 어구가 주를 이뤘다. 긍정적인 단어의 수가 전체 코멘트 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앞서 기술한 감성 분석의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정 

또는 중립으로 판단된 많은 코멘트 역시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운드 클라우드의 코멘트 대부분이 긍정적 의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  

또한 코멘트의 내용을 감정 분석을 통해 긍정, 중립, 부정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긍정과 부정의 threshold는 0.01로 코멘트의 감성 

분석 총 합이 +0.01보다 큰 경우 긍정으로 -0.01보다 작은 경우 부정으로 

정의한다. 감성 분석 총합이 -0.01 ~ 0.01 사이에 위치하면 중립으로 

[그림 12] 전체 코멘트 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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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분석 데이터 25곡에 대해 결과를 얻었다. 총 22,571개의 

코멘트에 대해 분석했다.  

긍정 극성 코멘트 부정 극성 코멘트 중립 극성 코멘트 총 합 

10,480 개 1,778 개 10,313 개 22,571 개 

46.43 % 7.88 % 45.69 100 % 

[표 8]은 분석 데이터 25곡의 전체 코멘트를 분류한 것이다. 분석 결과 

90%가 넘는 대다수의 코멘트가 긍정 또는 중립 극성을 가졌고 부정에 해당 

되는 코멘트는 7.88%로 상당히 적었다. 긍정과 부정 만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코멘트가 부정에 비해 6배 이상 많이 달린다. 그리고 각 극성 

코멘트의 극성 값의 평균을 구해 그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긍정 극성 코멘트 

극성 값 평균 

부정 극성 코멘트 

극성 값 평균 

중립 극성 코멘트 

극성 값 평균 

0.31 -0.044 0.0098 

코멘트 극성 값 평균은 긍정이 0.31, 부정이 -0.044로 둘의 절대값이 

7배 가량 차이 났다. 중립 극성 코멘트의 경우 그 수는 많았으나 절대값 

0.01이하의 작은 값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 매우 낮았다. 또한 

중립 극성 코멘트의 경우 극성 값이 대부분 0이었다.  

앞서 구해진 특성들을 정리해보면 코멘트의 46%가 긍정을 나타내며 

긍정 극성 값의 절대값이 부정과 중립의 절대값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표 8] 전체 분석 코멘트 데이터의 극성 분포 

[표 9] 코멘트 극성 값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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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분석을 수행 했을 때, 그 결과 값의 긍정적인 정도가 다른 극성에 

비해 더 잘 표현되었다. 또한 코멘트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그 정도가 다른 극성에 비해 높다.  

코멘트의 감성 분석 결과를 시간에 따라 평균을 내고 그 최고점을 찾아 

대표 구간을 하였다. 최고점이 두 지점 이상에서 나타날 때, 가장 앞의 

최고점을 추출 구간의 시작점으로 정한다. 분석용 데이터의 팝 1번 곡과 

댄스&EDM 2번 곡의 결과를 아래서 설명할 것이다. 

 

[그림 13]은 분석용 데이터 팝 1번 곡의 코멘트 개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코멘트 히스토그램이다. 팝 1번 곡의 경우 곡의 초반에 압도적인 

코멘트 수를 나타냈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특정한 코멘트 

분포의 최고점을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영상 대표 구간을 찾던 

연구들처럼 해당 데이터 히스토그램의 최고점을 찾는 방법으로는 시간 주석 

[그림 13] 분석용 데이터 팝 1번 곡(“Charlie Puth’s – One call 
away”)의 코멘트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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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로부터 음악의 대표 구간을 찾을 수 없다.  

 

[그림 14] 은 감성 분석을 통해 구한 팝 1번 곡의 시간에 따른 평균 

감성 극성 값이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감성 분석 방법을 통해 추출된 

대표 구간이다. 감성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최고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대표 구간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대표 구간은 예상 

대표 구간과 잘 일치하였다.  

[그림 15] 은 댄스 & EDM 2번 곡의 코멘트 히스토그램이다. 이 곡은 

달린 코멘트 수가 많지 않아 위의 [그림 13]의 팝 1번과 달리 분포 

만으로도 최고점이 뚜렷이 보인다. 하지만 최고점부터 추출한 대표 구간이 

예상 대표 구간과 차이가 커 역시 히스토그램만으로는 대표 구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림 14] 분석용 데이터 팝 1번 곡(“Charlie Puth’s – One call 
away”)의 시간당 평균 감성 극성 값과 추출된 대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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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분석용 데이터 댄스 & EDM 2번 곡(“Valentino Jorno’s 
– Space Travel”)의 코멘트 히스토그램  

[그림 16] 분석용 데이터 댄스 & EDM 2번 곡(“Valentino Jorno’s 
– Space Travel”)의 시간당 평균 감성 극성 값과 추출된 대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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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은 댄스 & EDM 2번 곡을 감성 분석 한 뒤 대표 구간을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15]와 비교 했을 때, 단순 코멘트 분포를 이용해 

만든 히스토그램에서는 같은 수치를 나타내더라도 감정 분석을 이용하면 그 

값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감성 분석을 통해 대표 구간을 추출한 

결과 해당 대표 구간이 예상 대표 구간과 잘 일치했다.  

감성 분석을 이용해 대표 구간을 추출한 결과를 예상 대표 구간과 

비교해 평가한 결과 3점 만점에 2.3의 점수를 보였으며 2점 이상인 곡은 

21곡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했다. 그 중 3점을 받은 곡은 13곡이며 전체의 

52%에 해당한다. 데이터를 감성 분석으로 가공하였을 때, 84%의 곡이 대표 

구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4.1.2. 특이 스펙트럼 분석(SSA) 결과 

코멘트 히스토그램의 대안으로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해 코멘트 

분포를 평활화 한 뒤 이를 활용해 대표 구간을 추출하였다. 특이 스펙트럼 

분석 결과, 대다수의 곡에 2개의 Leading Singular Value가 존재했고 이 중 

첫번째 Singular Value만 이용해 대표 구간을 추출했다. 그 결과 25곡 중 

14곡(56%)의 추출 구간이 예상 대표 구간을 15초 이상 포함하며 이 중 

10곡(40%)은 예상 대표 구간을 20초 이상 포함해 감성 분석을 이용한 

방법보다 정확도가 낮았다.  

특이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이용해 대표 구간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 

시간 주석 코멘트 데이터의 특이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각 곡의 코멘트 데이터에 대해 50개의 고유 

벡터(eigenvector), Singular Value, 중요 성분(Principle Component)로 구성된 

고유 세 쌍(eigentriple)을 구하고 Leading Singular Value에 해당되는 고유 

세 쌍을 재구성해 시계열에서 그 특징을 확인한다. [그림 17]은 분석 

데이터의 팝 3번 곡의 Singular Value 들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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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에서 팝 3번 곡 Singular Value의 Elbow는 세번째에서 

나타났고 이후 그 값이 점차 감소했다. 따라서 앞의 두 Singular Value를 

Leading Singular Value로 정했다. Leading Singular Value가 아닌 Singular 

Value들은 Leading Singular Value의 십 만분의 일 배의 크기를 가져 둘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각 Singular 

Value들의 분산도(variability)와 고유 벡터를 관찰하였다. 

 

 

 

[그림 17] 분석용 데이터 팝 3번 곡(“Lukas Graham’s – 7 
Years”)의 Singular Value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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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은 상위 10개 Singular Value의 고유 벡터와 분산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각 칸의 상단에 해당 번호와 분산도가 있고 그 아래 각 고유 

벡터가 있다. [그림 18]에서 Leading Singular Value인 첫번째와 두번째 

Singular Value의 분산도는 각각 99.46%, 0.54%로 첫번째 고유 세 쌍으로 

전체 데이터의 99%이상을 첫번째가 설명한다. 또한 Leading Singular 

Value들은 그 고유벡터가 주기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Leading Singular 

Value의 고유 세 쌍은 전체 데이터에서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그 경향성을 Leading Singular Value의 고유 세 쌍을 

재구성해 확인했다.  

[그림 18] 분석용 데이터 팝 3번 곡(“Lukas Graham’s – 7 
Years”)의 고유 벡터들과 분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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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9] a) 분석용 데이터 팝 3번 곡(“Lukas Graham’s – 7 
Years”)의 코멘트 히스토그램 b) 분석용 데이터 팝 3번 곡(“Lukas 

Graham’s – 7 Years”)의 재구성된 첫번째 고유 세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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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된 첫 번째 고유 세 쌍은 [그림 19] b)과 같은 형태를 보였다. 

코멘트 분포의 가장 큰 Leading Singular Value를 가진 고유 세 쌍을 합성한 

것이며 대부분의 비조화 성분들이 제거되었고 분산도가 낮은 조화 성분들이 

제거되었다.  

 

 재구성된 두번째 고유 세 쌍은 [그림 20]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점차 감소하는 형태의 곡선을 보였다. [그림 19]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멘트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재구성된 두번째 고유 세 쌍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19] b)에서 관찰된 경향성은 코멘트의 수가 재생 시간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제외되고 남은 코멘트 분포의 그래프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0] 분석용 데이터 팝 3번 곡(“Lukas Graham’s – 7 
Years”)의 재구성된 두번째 고유 세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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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두 개의 Leading Singular Value의 고유 세 쌍을 모두 

이용해 재구성한 신호이다. 두번째 고유 세 쌍의 재구성된 신호의 Y축 값이 

커 [그림 20]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졌다.  

각각의 Leading Singular Value의 고유 세 쌍을 각각 재구성하고 또 

합쳐 재구성한 결과 첫번째 고유 세 쌍에서만 대표 구간을 추정할 수 있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다. 나머지 경우, 코멘트 히스토그램의 감소 경향과 

유사한 그래프를 얻어 대표 구간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분석용 

데이터들을 이용해 관찰한 결과 대다수의 경우 첫번째 고유 세 쌍을 

재구성한 그래프를 통해 대표 구간을 추정할 수 있었고 [그림 19] b)와 

유사한 그래프를 나타냈다. 일부의 경우 [그림 20]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 

첫번째 고유 세 쌍을 통해 대표 구간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다수의 경우에 대표 구간이 추정 가능한 그래프를 첫번째 고유 세 쌍을 

[그림 21] 분석용 데이터 팝 3번 곡(“Lukas Graham’s – 7 
Years”)의 재구성된 첫번째와 두번째를 그룹화한 고유 세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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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우선 특이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적용할 때에 있어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고 첫번째 고유 세 쌍 만을 

활용하였다. 다른 고유 세 쌍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로서 

남겼다.  

 

[그림 22] 은 첫번째 고유 세 쌍을 재구성한 신호의 최대값을 찾은 뒤 

그 후 30초 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위와 같이 추출 구간을 구할 수 

있었으며 예상 대표 구간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감성분석에서 평가방법으로 이를 평가했을 때, 3점 만점에 1.96을 기록해 

저조한 정확도를 보였으며 전체 25곡 중 14곡이 2점 이상을 기록했다. 단 

10곡 만이 3점으로 추출 구간이 예상 대표 구간을 20초 이상 포함했다.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한 대표 구간은 관찰 실험 결과 그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 25곡 중 14곡 만이 2점 이상을 기록해 대표 구간으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었으며 이는 전체의 56%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감성 분석 결과와 결합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그림 22] 분석용 데이터 팝 3번 곡(“Lukas Graham’s – 7 
Years”)의 재구성된 첫번째 중요 세 쌍과 추출된 대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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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를 제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다.  

 

4.1.3. 제안 시스템을 통한 대표 구간 추출 결과 

제안 시스템은 총 3가지를 사용한다. 첫째, 앞서 분석한 감성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감성 분석과 첫번째 고유 세 쌍을 재구성한 

결과의 곱을 통해 대표 구간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감성 분석 결과를 

스무딩하고 첫번째 고유 세 쌍의 재구성 결과를 감성 분석 결과에 대해 

다시 재축척한 두 신호의 곱을 이용해 대표 구간을 추출한다. 각 제안 

시스템은 그 분석 방법에 따라 각각 제안 시스템 1(SA), 제안 시스템 

2(SA*SSA), 제안 시스템 3(SA*SSA+R&S)으로 명칭하며 괄호 안의 SA는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를 SSA는 특이 스펙트럼 분석(Singular 

Spectrum Analysis)를 R&S는 재축적&평활화(Rescaling&Smoothing)를 

의미한다.  

분석용 데이터를 이용한 제안 시스템 분석 결과 감성 분석만을 이용한 

제안 시스템1(SA)이 3점 만점의 2.32를 기록해 가장 높이 평가됐으며 

84%의 곡이 대표 구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제안 

시스템2(SA*SSA)는 3점 만점에 2.12를 기록했고 제안 

시스템3(SA*SSA+R&S)은 3점 만점에 2.16을 기록해 두 번째로 성능이 

높았다. 하지만 세 시스템간 차이가 미미했고 분석용 데이터의 데이터 수가 

너무 작아 시스템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사용자 평가를 통해 

다수의 피험자에게 평가하도록 실험하였다. 

테스트 데이터 100곡에 대해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점 

만점 척도에서 제안 시스템1(SA) 평균 3.2, 제안 시스템 2(SA*SSA) 평균 

3.30, 제안 시스템 3(SA*SSA+R&S) 평균 3.31로 대표 구간으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 제안 시스템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활용한 방법의 효과가 미약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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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제안 시스템 1(SA) : 감성 분석을 통한 대표 구간 추출 

제안 시스템 1은 감성 분석을 이용한 방법으로 앞서 4.1.1.에서 추출한 

방법과 동일하다. 모든 제안 시스템은 이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제안 시스템 1은 3점 만점의 2.32의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25곡 중 21곡인 

84%가 예상 대표 구간을 15초 이상 포함했다.  

제안 시스템 1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 시스템 2, 

3에서 코멘트의 분포를 고려한 즉, 단일 스펙트럼 분석의 첫번째 고유 세 

쌍 재구성 결과를 활용한 방법들을 제안할 것이다. [그림 23]은 분석 데이터 

힙합 2번 곡을 제안 시스템 1을 이용해 추출한 결과이다. 회색은 실제 

음악의 대표 구간 구간이며 빨간색 구간은 제안 시스템 1을 통해 추출된 

구간이다. 추출 결과 예상 대표 구간을 전혀 포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석용 데이터에 대해서 제안 시스템 1은 제안된 세 

[그림 23] 분석용 데이터 힙합 2번 곡(“Faux Real’s – Pisa”)의 제안 
시스템1(SA)를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실제 음악의 대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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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중 가장 성능이 좋았다. 3점 만점에 2.32의 평가를 받았고 전체 25곡 

중 84%의 곡이 예상 대표 구간을 15초 이상 포함, 52%의 곡이 20초 

이상을 포함했다. 코멘트의 분포의 경향성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미미해 이를 사용자로 하여금 검증하게 

했다. 

테스트 데이터 100곡에 대해 감성 분석만을 이용한 제안 시스템 1의 

경우 간결성은 평균 3.2, 명료성 평균 3.16, 전반적인 평가 평균 3.06의 

평가를 얻었다. 전반적인 평가는 비록 그 값이 낮으나 3점 이상으로 대표 

구간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르별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제안 시스템 1의 경우 팝의 전반적인 

평가가 3.23으로 가장 높았으며 얼터너티브 락과 힙합 & 랩의 전반적인 

평가가 3점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르별 전반적인 평가의 차이는 

통게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티스트 – 제목 
대표 구간 평균 평가 점수 

시작점(s) 종료점(s) 명 간 전 

Otherkin – I was born 46 76 4.0 3.8 4.0 

The Chainsmokers – Don’t 

Let Me Down 
105 135 3.6 4.0 3.8 

Young Thug – With Them 148 178 3.25 3.25 3.25 

Kenny B – I Gotta Have You 108 138 2.75 2.75 2.75 

PARTYNEXTDOOR – Wus 

Good / Curious 
79 109 2.6 2.2 1.6 

[표 10] 일부 테스트 데이터의 제안 시스템1(SA)을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평균 평가 점수 (명:명료성, 간:간결성, 전:전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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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르 
평균 평가 점수 

간 명 대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 3.19 2.99 2.92 

댄스 & EDM  

(Dance & Electronic Dance Music) 
3.28 3.30 3.04 

팝(Pop) 3.19 3.27 3.23 

힙합 & 랩 (Hiphop & Rap) 3.03 2.98 2.96 

알앤비 & 소울 (R&B & Soul) 3.31 3.28 3.14 

총 합 3.20 3.16 3.06 

4.1.3.2. 제안 시스템 2 (SA*SSA) 

감성 분석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함께 활용한 제안 시스템 

2(SA*SSA)에서는 감성 분석결과에 재구성된 첫번째 중요 세 쌍의 곱의 

최고점을 찾아 대표 구간을 추출했다. 그 결과 분석용 데이터에 대해 3점 

만점에 2.12를 기록했으며 전체 25곡 중 18곡이 예상 대표 구간을 15초 

이상 포함했다.  

[그림 24]은 제안 시스템 2를 통해 분석 데이터 힙합 2번 곡의 대표 

구간을 추출한 것이다. 실제 음악의 대표 구간인 회색 구간을 빨간색의 

추출 구간이 20초 포함하였다. 앞서 제안 시스템 1에서는 회색 구간을 0초 

포함한 것에 비해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  

[표 11] 장르별 테스트 데이터의 제안 시스템1(SA)을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평균 평가 점수 (명:명료성, 간:간결성, 전:전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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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 2는 3점 만점에 2.12로 평가되었고 분석용 데이터 전체 

25곡 중 18곡인 72%가 2점 이상으로 예상 대표 구간을 15초 이상 

포함했고 이중 10곡인 40%가 3점으로 평가되어 예상 대표 구간을 20초 

이상 포함했다.  

 

테스트 데이터 100곡에 대해 제안 시스템 2의 경우 간결성은 평균 3.2, 

명료성 평균 3.16, 전반적인 평가 평균 3.06의 평가를 얻었다. 전반적인 

평가는 비록 그 값이 낮으나 3점 이상으로 대표 구간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르별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제안 시스템 2의 경우 역시 팝의 

전반적인 평가가 3.41으로 가장 높았으며 힙합 & 랩과 알앤비 & 소울의 

전반적인 평가가 3점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르별 전반적인 평가의 

차이는 통게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4] 분석용 데이터 힙합 2번 곡(“Faux Real’s – Pisa”)의 제안 
시스템2(SA*SSA)를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실제 대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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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 제목 
대표 구간 평균 평가 점수 

시작점(s) 종료점(s) 명 간 전 

Otherkin – I was born 73 103 3.0 3.0 2.8 

The Chainsmokers – Don’t 

Let Me Down 
105 135 3.4 3.6 3.6 

Young Thug – With Them 148 178 3.50 3.50 3.00 

Kenny B – I Gotta Have You 188 138 3.00 4.00 3.50 

PARTYNEXTDOOR – Wus 

Good / Curious 
79 109 3.4 2.4 1.8 

장 르 
평균 평가 점수 

간 명 대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 3.31 3.17 3.04 

댄스 & EDM  

(Dance & Electronic Dance Music) 
3.13 3.26 3.03 

팝(Pop) 3.58 3.49 3.41 

힙합 & 랩 (Hiphop & Rap) 3.18 3.21 2.98 

알앤비 & 소울 (R&B & Soul) 3.28 3.22 2.97 

총 합 3.30 3.27 3.09 

[표 12] 일부 테스트 데이터의 제안 시스템2(SA*SSA)을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평균 평가 점수 (명:명료성, 간:간결성, 전:전반적인 평가) 

[표 13] 장르별 테스트 데이터의 제안 시스템2(SA*SSA)을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평균 평가 점수 (명:명료성, 간:간결성, 전:전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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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제안 시스템 3 (SA*SSA + R&S) 

감성 분석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모두 활용하며 이를 추가 가공한 

제안 시스템 3(SA*SSA + R&S) 에서는 감성 분석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의 

결과를 각각 Smoothing Spline을 통해 평활화(Smoothing)하고 

재축척(rescale) 한 뒤 곱해 대표 구간을 추출했다. 그 결과 3점 만점에 

2.16을 기록했으며 세 시스템 중 두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전체 25곡 

중 19곡이 예상 대표 구간을 15초 이상 포함했다.  

[그림 25] 은 제안 시스템 3을 이용해 대표 구간을 추출한 것이다. 

추출 결과 회색의 실제 대표 구간을 빨간색의 추출 구간이 22초 포함했다. 

앞서 제안 시스템 1에 비해 큰 성능향상을 보였고 제안 시스템 2에 

대해서는 2초 정도 더 향상되었다. 평활화와 재축척을 더해 노이즈를  

제거하였으며 그래프의 추세가 강조되도록 했다. 그 결과 [그림 25]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일부 곡에 대해 성능 향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25] 분석용 데이터 힙합 2번 곡(“Faux Real’s – Pisa”)의 제안 
시스템 3(SA*SSA + R&S)을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실제 대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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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시스템 3은 3점 만점에 2.16을 기록하였고 전체 25곡 중 19곡인 

76%가 2점 이상으로 예상 대표 구간을 15초 이상 포함했고 이중 10곡인 

40%가 3점으로 평가되어 예상 대표 구간을 20초 이상 포함했다. 

테스트 데이터 100곡에 대해 제안 시스템 3의 경우 간결성은 평균 

3.31, 명료성 평균 3.32, 전반적인 평가 평균 3.16의 평가를 얻었다. 

전반적인 평가는 비록 그 값이 낮으나 3점 이상으로 대표 구간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선 제안 시스템 1, 2 보다 제안 

시스템의 평가 평균이 높았다.  

장르별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제안 시스템 3의 경우 알앤비 & 소울의  

전반적인 평가가 3.27으로 가장 높았으며 얼터너티브 락 만이 전반적인 

평가가 3점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르별 전반적인 평가의 차이는 

통게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티스트 – 제목 
대표 구간 평균 평가 점수 

시작점(s) 종료점(s) 명 간 전 

Otherkin – I was born 73 103 3.0 2.8 2.8 

The Chainsmokers – Don’t 

Let Me Down 
106 136 3.6 3.8 3.8 

Young Thug – With Them 99 129 3.25 3.25 3.00 

Kenny B – I Gotta Have You 161 191 2.25 2.25 1.75 

PARTYNEXTDOOR – Wus 

Good / Curious 
94 124 3.8 3.4 2.8 

 

[표 14] 일부 테스트 데이터의 제안 시스템3(SA*SSA + R&S)을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평균 평가 점수 (명:명료성, 간:간결성, 전:전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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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르 
평균 평가 점수 

간 명 대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 3.16 3.09 2.91 

댄스 & EDM  

(Dance & Electronic Dance Music) 
3.33 3.37 3.19 

팝(Pop) 3.36 3.42 3.24 

힙합 & 랩 (Hiphop & Rap) 3.26 3.30 3.20 

알앤비 & 소울 (R&B & Soul) 3.43 3.43 3.27 

총 합 3.31 3.32 3.16 

 

 

 

 

 

 

 

 

[표 15] 장르별 테스트 데이터의 제안 시스템3(SA*SSA + R&S)을 통해 추출한 
대표 구간과 평균 평가 점수 (명:명료성, 간:간결성, 전:전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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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자 평가 결과 

사용자 평가는 2,30대 남녀 45명에서 수행했으며 테스트용 데이터 총 

100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웹에서 수행했으며 피험자 당 

10곡씩 5개의 시스템을 3개 항목, 5점 척도 평가하였다. 5개의 시스템은 

3개의 제안 시스템과 미리 듣기 서비스(앞 30초),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었다. 총 6750개의 평가를 수집하였고 각 시스템 당 

410개의 평가가 1개의 척도에 대해 이루어졌다. 전체 사용자 평가를 

분석했을 때, 3개의 제안 시스템과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은 미리 듣기 

서비스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 3개의 제안 시스템은 평가 항목 

3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과는 명료성에서 제안 시스템 2, 3과 나머지 항목에서 제안 시스템 

3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그 성능이 기존의 음악 요약 알고리즘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제안 시스템이 음악 대표 구간 추출에 충분한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였다.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사용자 

평가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첫째, 전체 데이터를 각 평가 항목별로 

repeated measure 1-way ANOVA로 분석 한다. 둘째,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경우(𝑝 < 0.05), pairwise t-test를 이용해 시스템간 차이를 분석한다. 이 때, 

데이터는 짝지어져 있으며(paired) 본페로니(Bonferroni) 보정을 사용한다.  

4.2.1. 전체 평가 분석 

우선 사용자 평가를 통해 얻은 시스템들의 성능을 분석할 것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시스템의 평가 결과를 간략히 비교한다. 

둘째, 각 평가 항목별로 전체 시스템의 평가 결과를 자세히 비교한다. 평가 

결과 평가된 5개의 전체 시스템 중 음악 신호를 이용한 기존의 방법인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제안 시스템 2, 3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 제안 시스템의 성능이 기존 

알고리즘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판단했다. 하지만 제안 시스템 1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용된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은 2013년 발행된 

논문의 알고리즘으로 음악 썸네일링 연구의 최신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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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ller et al., 2013)  

 

[표 16]은 5개의 시스템의 사용자 평가 결과이며 [그림 26]은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6]에서 각 시스템의 평균과 신뢰 구간을 

표시했다. 전체 평가된 시스템 중, 음악의 초반 30초를 들려준 미리 듣기가 

성능이 가장 낮았으며 그 차이가 뚜렷했다. 나머지 4개의 시스템은 모두 

평균 차이가 1점 이하로 작았고 그 신뢰 구간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시스템간 성능 비교를 위해 repeated measured 1-way ANOVA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명료성, 간결성, 전반적인 평가 3항목에 대해 모두  

5개의 시스템 중 적어도 한 쌍의 시스템이 시스템간 평균 차이를 보였다. 

[F(4,1796)=53.558, 𝑝 < 2.2×10,-. ][F(4,1796)=80.222, 𝑝 < 2.2×

10,-. ][F(4,1796)=81.246, 𝑝 < 2.2×10,-. ] 어떤 시스템간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지를 확인하기 위해 Pairwise Paired T-test를 수행하였다. 

[그림 26] 사용자 평가를 통해 얻은 각 시스템의 성능 평균과 신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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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명료성 

평균 

명료성 

표준 

오차 

간결성 

평균 

간결성 

표준 

오차 

전반 

평가 

평균 

전반 

표준 

오차 

제안 시스템1 

(SA) 

3.20 0.11 3.16 0.12 3.06 0.05 

제안 시스템2 

(SA*SSA) 

3.30 0.10 3.27 0.11 3.09 0.05 

제안 시스템3 

(SA*SSA+R&S) 

3.31 0.10 3.32 0.11 3.16 0.04 

미리 듣기 2.66 0.11 2.46 0.11 2.24 0.05 

음악 썸네일링 3.40 0.10 3.47 0.12 3.34 0.04 

Pairwise Paired T-test를 통해 사후 분석을 진행했으며 Bonferroni 

보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각 평가 항목 명료성, 간결성,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각각 [표 16],[표 17],[표 18]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7]는 Pairwise Paired T-test의 결과로 명료성에 대한 시스템간 p-

value를 의미한다. 명료성에 대해 모든 시스템은 미리 듣기에 대해 압도적인 

성능차이를 보였다. 제안 시스템 1, 2, 3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𝑝 > 0.05 ) 음악 썸네일링은 제안 시스템 1과는 통계적으로 

[표 16] 시스템 별 사용자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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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제안 시스템 2와 제안 시스템 3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𝑝 > 0.05) 따라서 기존의 음악 신호 처리를 이용한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과 제안 시스템 1, 2의 평균이 같다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했고 따라서 음악 썸네일링과 제안 시스템 1, 2가 통계적으로 그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안 시스템1 

(SA) 

제안 시스템2 

(SA*SSA) 

제안 시스템3 

(SA*SSA+R&S) 

미리 듣기 

제안 시스템2 

(SA*SSA) 

0.6493 - - - 

제안 시스템3 

(SA*SSA+R&S) 

0.6481 1 - - 

미리 듣기 < 2.9×𝑒,-. < 2.0×𝑒,-. < 2.0×𝑒,-. - 

음악 

썸네일링 
0.0075 0.6209 0.7328 < 2.0×𝑒,-. 

[그림 27] 는 시스템 별 명료성의 평균과 신뢰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스템 별 차이를 좀 더 확실히 비교하기 위해 [그림 28]을 이용했다. 

[그림 28]은 시스템간 평균 차이와 그 신뢰구간을 구한 것으로 0점이 

[표 17] 명료성의 시스템 간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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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안에 들어오면 귀무 가설이 기각되지 못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간 성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제안 시스템 2, 3과 음악 썸네일링 간 성능 차이가 유의미하지 못하다. 

 

 

[그림 27] 명료성의 시스템 별 평균과 신뢰구간 

[그림 28] 명료성의 시스템 간 평균 차이와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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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은 간결성에 대한 제안 시스템 간의 p-value이다. 앞서 결과와 

같이 미리 듣기는 모두 다른 시스템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며 그 성능이 

떨어졌다. (𝑝 < 0.05) 또한 제안 시스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 

앞서 분석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간결성의 경우 제안 시스템 

3만이 음악 썸네일링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했다. (𝑝 > 0.05) 

 
제안 시스템1 

(SA) 

제안 시스템2 

(SA*SSA) 

제안 시스템3 

(SA*SSA+R&S) 

미리 듣기 

제안 시스템2 

(SA*SSA) 

0.519 - - - 

제안 시스템3 

(SA*SSA+R&S) 

0.126 1 - - 

미리 듣기 < 2.0×𝑒,-. < 2.0×𝑒,-. < 2.0×𝑒,-. - 

음악 

썸네일링 
< 1.9×𝑒,2 0.015 0.114 

< 2.0
×𝑒,-. 

분석 결과, 간결성에 대해 제안 시스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음악 썸네일링과는 제안 시스템 1, 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𝑝 < 0.05)  제안 시스템 3은 유의미한 

[표 18] 간결성의 제안 시스템간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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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못해 ( 𝑝 > 0.05)  그 성능 차이가 유의미 하지 못했다. 

 

 

 

[그림 29] 간결성의 시스템 별 평균과 신뢰구간 

[그림 30] 간결성의 시스템 간 평균 차이와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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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은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제안 시스템 간의 p-value이다. 앞서 

결과와 같이 미리 듣기는 모두 다른 시스템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며 그 

성능이 떨어졌다. (𝑝 < 0.05) 또한 제안 시스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고 제안 시스템 3만이 음악 썸네일링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못했다. (𝑝 > 0.05) 

 
제안 시스템1 

(SA) 

제안 시스템2 

(SA*SSA) 

제안 시스템3 

(SA*SSA+R&S) 
미리 듣기 

제안 시스템2 

(SA*SSA) 
0.519 - - - 

제안 시스템3 

(SA*SSA+R&S) 
0.126 1 - - 

미리 듣기 < 2.0×𝑒,-. < 2.0×𝑒,-. < 2.0×𝑒,-. - 

음악 

썸네일링 
< 1.9×𝑒,2 0.015 0.114 

< 2.0
×𝑒,-. 

분석 결과, 간결성에 대해 제안 시스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19] 전반적인 평가의 제안 시스템간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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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음악 썸네일링과는 제안 시스템 1, 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𝑝 < 0.05)  제안 시스템 3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 ( 𝑝 > 0.05)  그 성능 차이가 유의미하지 못했다. 

 

 

[그림 31] 전반적인 평가의 시스템 별 평균과 신뢰구간 

[그림 32] 전반적인 평가의 시스템 별 평균 차이와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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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음악 신호를 이용한 음악 대표 구간 추출법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음악 대표 구간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이다. 총 3가지의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이 중 한 

가지 시스템이 기존의 음악 신호를 이용한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연구의 분석 및 시스템 제안을 위해 음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의 시간 주석 코멘트(Timed Comment)를 

분석용 데이터 25곡, 테스트 데이터 100곡을 수집하였으며 대중음악에서 

가장 인기있는 5가지 장르로 구성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감성 분석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 방법을 이용해 구현했으며 사용자 평가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고 총 45명의 피험자를 모집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웹에서 

구현해 여러 명의 피험자들이 동시에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평가는 한 곡당 5개의 평가 구간에 대해 3개 항목을 5점 척도 평가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5개의 평가 구간은 제안 시스템 3가지와 미리 듣기 

서비스(음악 초반 30초), 음악 신호를 이용한 기존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것이며 3개 항목은 명료성, 간결성, 전반적인 평가이다. 

우선, 감성 분석 결과 코멘트의 내용을 감성 극성 값으로 수치화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장 코멘트의 평균 감성 극성이 가장 긍정적인 구간을 

찾아 대표 구간을 추출하는 제안 시스템1(SA)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1은 기존의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 보다 그 성능이 떨어졌지만 

미리듣기 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제안 시스템1의 전반적인 평가는 

3.06점으로 피험자들은 이를 대표 구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60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 감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코멘트의 분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특이 스펙트럼 분석(Singular Spectrum Analysis)를 

활용하였다. 단일 스펙트럼 분석 결과 대부분의 데이터가 두 개의 Leading 

Singular Value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첫 번째 Singular Value가 전체 

데이터의 99%이상을 설명했다. 따라서 첫 번째 중요 성분, Singular Value, 

고유 벡터(eigenvector)의 첫 번째 고유 세 쌍(eigentriple)을 시계열에 다시 

재구성해 구한 코멘트 분포의 경향성을 감성 분석과 곱해 제안 

시스템2(SA*SSA)을 제안하였고 평활화(smoothing)와 재축척(rescale)을 

추가해 제안 시스템3(SA*SSA + R&S)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제안 

시스템2(SA*SSA)의 경우 전반적으로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 보다 성능이 

떨어졌으며 미리 듣기 보다는 성능이 좋았다. 제안 시스템3(SA*SSA + 

R&S)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과 유의미한 

성능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존 음악 신호를 이용한 알고리즘과 성능이 

유사했다. 하지만 제안 시스템 3가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약간의 평균 차이만 측정되었다. 평균은 제안 시스템3, 

제안 시스템2, 제안 시스템1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확실한 성능 비교는 

불가 했으며 감성 분석에 특이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성능향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시스템은 

기존의 음악 신호를 사용한 음악 썸네일링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음악 대표 구간 추출을 

구현하였으며 보다 음악 구조 형태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사람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음악 대표 구간을 추출하려 했다. 음악 뿐만이 아닌 댓글 

기능이 포함된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도 역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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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의의 및 활용 방안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의의와 활용방안이 있다. 

첫째, 기존의 음악 신호를 이용한 음악 대표 구간 추출에서 벗어나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영상 

대표 구간 추출 연구에서는 트위터, 북마크 등의 소셜 데이터를 이용해 

대표 구간을 추출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던 반면 음악에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없었다.  

둘째, 시간 주석 코멘트의 음악 정보 검색 서비스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사람들이 음악에 다는 코멘트가 어떤 음악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Beat Tracking, 음악 구조 

분석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많이 제공하는 채팅 또는 

코멘트 형태의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방송 중 사용자들의 인터렉션을 활발히 하기위해 

많은 서비스들이 채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투브의 경우도 댓글에 

시간 정보를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음악 내 시간 주석 코멘트 만이 

아니라 어떤 재생 시간 내에 발생하는 여러 코멘트들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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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는 크게 네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감성 분석의 성능에 대한 한계점이다. 연구에 사용한 감성 분석 

방법이 사운드클라우드 데이터에 최적화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오류들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dope”과 같은 단어는 감성 분석 결과 

중립이 되었지만 코멘트 상에서 이 의미는 긍정이다. 또한 “kill”, “crazy”와 

같은 단어 역시 감성 분석 결과로는 부정을 의미했지만 실제 그 의미는 

긍정에 가깝다. 이렇게 소셜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나 구어 표현, 

문법 파괴 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음악 코멘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음악 코멘트 행위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용자가 음악의 선호 구간을 인지한 뒤 댓글을 달기 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사용자 평가 분석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평가 분석에 

있어 개인의 평균적인 감성 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해당 곡을 평가 했는지에 따라 평가결과가 유동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연구에서 사용자 평가 치의 절대값이 아닌 상대 값을 

이용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극복하려 한다.  

넷째, 기존의 음악 신호를 이용한 시스템의 성능을 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사용자 평가 결과를 분석했을 때, 100곡 중 19곡의 사용자 평가 

값이 기존 시스템보다 제안 시스템에서 높게 나왔다. 이는 전체의 19%로 

상당히 많은 비율이다. 따라서 각 시스템의 강점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형의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연구에서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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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music market is growing rapidly with the emergence of digital 

media devices such as smartphones, mp3 players. It surpassed physical 

revenues of the market for the first time in 2016. The current digital music 

market has become a market with a profit of 6.7 million US dollars worldwide. 

In accordance with the high growth rate of the streaming field, the market 

scale is increasing. 

    As the digital music market is expanding, tremendous number of music 

has distributed to users compared to the previous music market which is based 

on the physical market. But as the number of digital music is increasing the 

user's burden has emerged a need for an efficient music browsing. 

    Music summarization is one of the research issues of music information 

retrieval way of extracting a representative segment to make it easi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 music. By reducing the time it takes to 

identify the entire music, We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music brow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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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music summarization studies have suggested extraction algorithm 

based on the music signal processing. Existing music summarization studies 

have suggested extraction algorithm based on the music signal processing. 

However, music summarization using music signal performs well if the 

boundaries of the music structure is distinct and less variation but in the 

opposite case, there is no guarantee that performance. Also it has a limitation 

that it cannot reflect the preference of the people for the music segment. 

This study proposes a user-based music summarization method that 

utilizes time annotations of the comment data from Soundcloud to reflect the 

user's preferences. Comment data is processed by sentiment analysis and 

singular spectrum analysis(SSA). Through a sentiment analysis technique, 

sentiment polarity of comment is classified and the degree of each comment 

is calculated. Singular spectrum analysis (SSA) removing the non-harmonic 

components of the comments distribution in time series. The summary is 

extracted from which most positive and most commented. 

The performance of summaries is evaluated from the user assessment. 100 

songs from five genre are evaluated and 45 people evaluated the system. The 

subjects were recruited 30 people on campus, 15 people off campus. All data 

were collected from SoundCloud Top 50 chart of each genre. Three proposed 

system (extraction through sentiment analysis, extraction utilizing sentiment 

analysis and singular spectrum analysis in 2 ways),typical pre-listening(early 

30s) and existing system(Music thumbnailing or Music summarization) is 

evaluated in clarity, conciseness, and overall evaluation on the 5-point scale. 

It is evaluated that the proposed system better than pre-listening, but 

worse performance than existing systems. In addition,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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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wtween proposed system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extraction method utilizing singular spectrum analysis did not 

show fur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s. All the 

proposed system showed more than three points in the user evaluation can 

accept as the representative segment. 

This study presents a new methodology of music information retrieval 

using social comment and confirmed the availability of timed comments in 

music information retrieval. In addition to music, the application to a variety 

of social multimedia service with the timed comments is expected. 

 

Keywords : Social data, Music summarization, Music thumbnailing, Music 

Information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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