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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주 새로운 음악이 발표되고 사용자는 검색을 통해 일부 음악

에 노출되고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음악 검색은 음악 소비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타데이터나 태그를 활용하는 기존 음악

라이브러리에서의 검색은 사람이 개입하여 태그를 삽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오디오 컨텐츠를 활용하여 자동

으로 태그를 생성하거나, 검색에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오

디오 컨텐츠를 이용한 음악 검색의 분야 중 하나인 오디오 매칭에

서는 신경망을 이용하여 음악 또는 가수의 잠재적 표현을 학습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때, 어쿠스틱 피처를 신경망의 입력으로

이용하게 되면, 어쿠스틱 피처 구성을 위해 사용한 시간 해상도에

따라 시간 차원의 변화 폭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쿠스틱 피처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구

성하고, 그래프 임베딩 기법을 활용한 오디오 컨텐츠 기반 임베딩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Siamese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

지며, 두 음악 잠재 벡터의 차이를 이용하여 두 음악 사이의 유사

도를 학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음악에 관한 유사도 결

과도 추가 학습 없이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기존 연구 대비 제안하는 방식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주요어 : 오디오 매칭, 오디오 컨텐츠, 그래프 임베딩, Siamese 네트

워크

학 번 : 2019-2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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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음악 시장의 성장에 따라 매주 많은 양의 곡이 발표되고, 그 음악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다량 소비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검색 또는 추천을 통해 많은 양의 음악을 소비한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성할 때, 기존의 방식들은 태그 기반 음악 검

색을 선택했다. 태그 기반 음악 검색의 경우에는 양질의 태그를 구성하

기 위해 전문가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검색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질의가 가능한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데이

터가 아닌 오디오 컨텐츠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디오 컨텐츠 기반 검색은 신호의 음악적 요소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오디오 컨텐츠 기반 검색의 접근법은 검색이 요구하는 음악 신호의 길이

와 검색하고자 하는 음악적 요소의 구체성에 따라 크게 오디오 식별, 오

그림 2 태그 기반 음악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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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매칭, 버전 식별, 카테고리 검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어

진 음악의 장르를 분류하거나, 비슷한 곡을 묶어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

는 등과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오디오 식별의 경우, 음악 신호의 일

부분을 활용하여 똑같은 음악을 찾는 접근 방법이다. 흔히 일상에서 흘

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접근 방법이

다. 대표적인 예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에서 음원 검색을

위해 제공하는 Shazam이 있다. Shazam은 짧은 오디오 신호를 입력으

로, 이를 포함한 같은 음원을 찾아내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위

해 오디오 신호를 푸리에 변환 및 그 변형을 활용하여 어쿠스틱 피처로

변환하여 활용한다.

오디오 핑거프린트는 오디오 신호로부터 생성된 디지털 요약이다. 오

디오 핑거프린트를 활용하여 오디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오디오

샘플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식별할 수 있다. 오디오 핑거프린트 구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지역 최댓값 정점을 골라서 사용하는 접근

법이 있다. 정점 선택을 통해 오디오 입력에서 있을 수 있는 간섭

그림 3 Shazam 어플리케이션 예시



- 3 -

(Distortion) 또는 노이즈(Noise)에 대해 강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

한, 해시를 적용하여 빠르게 인덱싱(Indexing)을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

리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값들을 기준으로 해시를 사용하게

되면, 템포(Tempo)의 변화와 같은 음악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단점

이 존재한다. 따라서, 똑같은 곡을 찾아내는 검색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질의한 곡과 비슷한 곡을 찾을 때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유사한 곡을 찾거나 불분명한 질의 음원을 활용하는 경우를 위한 방

법으로 검색의 구체성을 낮춰 질의한 음악과 거리가 가까운 음악을 결과

로 도출하는 오디오 매칭이 있다. 오디오 매칭에서도 푸리에 변환 및 그

변형으로 신호를 변환하여 어쿠스틱 피처를 활용한다. 오디오 매칭의 기

본적인 방법으로는 두 어쿠스틱 피처의 편집 거리(Edit Distance)를 통

해 두 음악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두 음악의 매칭 과정이 복잡하며, 어쿠스틱 피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

우 라이브러리 구성과 인덱싱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연구에서는 연산 비용과 저장 등의 단점을 보완

하고 음원의 성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신경망(Neural Network)을 이용

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Deep Music [1]은 음악 추천을 위해 신경망

을 활용한 접근 방법이다. 음악이나 가수의 잠재적 표현을 학습하기 위

해,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CNN의 입력으로 어쿠스

틱 피처를 활용하였다. Hamel et al [2]은 DBN(Deep Belief Network)을

사용하여 어쿠스틱 피처로부터 잠재 피처를 추출했다. 이후, 잠재 피처를

활용하여 비선형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통해 음악의

장르를 분류하였다. Wang et al [3]은 DBN과 확률 그래프 모델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을 활용하여 추천을 위한 모델을 제안했

다. Oramas et al [4]은 텍스트와 오디오 정보를 활용하는 신경망 구조

를 제안했다. 오디오 정보를 임베딩하기 위해 CNN의 입력으로 오디오

신호를 CQT(Constant-Q Transform)를 통해 변환한 CQT 패치를 사용

했다. 앞서 나열한 연구들과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쿠스틱 피처를

입력으로 하는 신경망을 구성하여 하나의 곡에 대한 잠재적 표현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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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때, 어쿠스틱 피처는 오디오 신호를 푸리에 변환 또는 그 변형을 통

해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나누어 주파수 또는 주파수 대역의 영향도 및

진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어쿠스틱 피처는 시간

해상도에 따른 피처의 차원 변화가 크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모델 학습에 있어 데이터 차원의 크기가 가져

오는 문제점에 관해 언급한다. 최근 시간 모델에 대해 순환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연구가 진행되었고, 음악 관련 작업에서 주

로 활용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시간 모

델은 효과를 보이지 못함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5]. 또한, 시간 프

레임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차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델이

학습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며, 저장공간과 처리 시간이

증가하여 모델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차원의 저주’라

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신경망의 입력으로 어쿠스틱 피처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

해상도를 높게 하면 고차원의 피처가 형성되고, 이는 모델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사한 음악을 찾는 접근의 경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음악

에 대해 유사한 곡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많다. 신경망을 이용하여 음

악을 위한 잠재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 모델이 학습을 올바르게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오디오 식별에서 피처의 차원을 줄이고 검색에 활용되어 좋은 성

능을 보이는 정점 선택의 장점을 활용한다. 하나의 음악에 대해 일부 프

레임을 추출하여 높은 진폭을 보이는 피처를 골라내어 시간 축 차원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디오

식별에서는 해시를 통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나, 음악

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하므로, 연결성을 보이는 각 정

점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최근 그래프 노드의 지역적 특성과 전역적 특성 및 역할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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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래프 표현을 학습하는 모델과 그래프 위에서 신경망을 활용한 연

구도 진행되었다. Kipf et al [6]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스펙트럴 그래프

콘볼루션(Spectral Graph Convolution)의 방법을 근사하여, 각 노드를 그

래프 속 노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잠재 벡터로 임베딩할 수 있도록 학습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Bai et al [7]은 그래프 콘볼루션을 통해 얻은 각

노드 잠재 벡터에 글로벌 컨텍스트 어웨어 어텐션(Global Context-

aware Attention) 기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그래프 벡터로 나타내고, 벡

터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여 유사도 점수를 도출

하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오디오 매칭 접근을 위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루는 하나의 피처는

음악의 전역적, 지역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그래프 속 노드의 이러한 성질을 내포하며 임베딩하는 그래프 임베

딩의 장점을 활용하여 음악을 임베딩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모델을 제안

한다. 먼저 느슨한 기준의 정점 선택으로 신호의 음악적 특성을 보존하

고, 각 정점을 연결하여 그래프를 형성한다. 이후, 그래프 임베딩을 활용

하여 음악 그래프의 지역적 특성과 전역적 특성을 보존하여 잠재 공간에

할당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매칭을 위해 어쿠스틱 피처를 그래

프로 구성하고 그래프 임베딩을 활용하여 잠재 공간을 형성하고, 두 잠

재 백터의 비교를 통한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하나의 트랙에 대해 하나의 잠재 벡터를 도출하도록 음악 그래프 임

베딩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의 입력으로는 추가 정보 없이 음원으로부터

계산된 오디오 피처를 활용한다. 이후, 모델이 두 음원에 대해 적절한 유

사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위해 사람의 음악에 대한 인지를 바탕

으로 한 유사도 점수를 바탕으로 모델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연구과 관련된 연

구를 설명한다. 3장에서 두 음악의 유사도 점수 계산을 위해 음악을 그

래프를 구성하고 기존 연구를 변형하여 구성한 Siamese 음악 그래프 유

사도 점수 계산 모델 연구를 소개한다. 4장에서 오디오 매칭을 위해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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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활용할 때, 모델의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

조 및 기여점을 서술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의 우수성을 보인

다. 마지막 5장에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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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오디오 매칭을 위한 그래

프 임베딩 개선과 관련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1절

에서는 신경망의 입력으로 오디오의 어쿠스틱 피처를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그래프의 특성을 보존하며 임베딩하는 연구들에 대

해 소개한다. 3절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의 입력에 대해 재학습 없이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인 One-shot 이미지 인식에 대해 설명한다.

2.1 신경망 활용 연구

1절에서는 오디오 신호의 성질을 포함하기 위해 어쿠스틱 피처를 신

경망을 입력으로 활용한 기존 연구를 소개한다.

2.1.1 Hamel et al.

기존의 low-level 어쿠스틱 피처를 활용한 연구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른 신호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Hamel et al [2]은 오디오

입력으로부터 자동으로 연관된 피처를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했

다. 오디오 피처 추출 시스템은 신호에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s)를 적용하여 하나의 스펙트로그램으로 구성하고, DBN를 적

용하여 하나의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해당 연구에서는 장르 인식과 오토 태깅(Auto Tagging)을 위해 추출

된 피처를 SVM(Support Vector Machine)의 입력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를 했다. 실험을 통해 추출된 피처를 활용할 때, 분류 작

업에서 입력으로 MFCCs를 활용하는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증

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음색(Timbral)이나 템포 피처를 활용하는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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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깅 작업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2.1.2 Deep Music

음악이 디지털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음악의 자동 추천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이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

지만, 협업 필터링은 Cold-start 문제를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텐츠 기반의 음악 추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컨텐츠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줄 때, 사용자가 이전에 들었던 노래와 유사한 곡을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음악의 유사함의 기준을 적

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들에서 사용자의 선

호도를 이용하여 유사도 계산을 조절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유저의 취향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곡들에 대해 음악

소비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사용자와 아이템의 암시

적(Implicit) 피드백을 WMF(Weighted Matrix Factorization)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컨텐츠 정보를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CNN을 활용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 [1]. 하나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음

악 검색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 BoW(Bag-of-Words) 표현법과 비교

하여 CNN을 활용하여 잠재 피처를 구성하는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

는 것을 증명하였다.

2.1.3 Hybrid HLDBN

기존의 컨텐츠 기반 음악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피처는 오디오의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추천 성능에 제한을 가져왔다.

컨텐츠 추천을 위해 기존에 제안되었던 협업 필터링 기법은 여러 분야

에 걸쳐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음악 산업에서도 이를 활용한 방식들이

제안되었다. 앞서 소개한 Deep Music [1]에서의 문제와 같이, 추천을 위

해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템은 선호도 정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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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음악 컨텐츠를 기반

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추가 활용하여 기존의 협업 필터링의 단점을 보

완해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Wang et al [3]은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모델은

제안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는 DBN과 PGM을 활용하여 오디오로부

터 피처를 학습하고 개인별 추천을 만드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후, 실험

을 통해 기존의 신경망 활용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보였다. 이를

활용한 잠재 피처와 기존 방식은 협업 필터링을 통합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을 소개하고, 잠재 피처의 활용으로 협업 필터링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음을 보였다.

2.1.4 IMINET

Zhang et al [8]은 두 음원 사이의 유사도를 목적으로 한 CNN 모델

IMINET을 제안했다. IMINET은 하나의 대상 음원에 대해 음성 묘사를

입력으로 원본을 찾기 위한 모델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CQT 변환의 결

과인 CQT 패치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모델은 CSN(Convolutional Semi-Siamese Network) 구조를 가지며,

서로 다른 두 입력에 대해 각각의 임베딩 타워를 가진다. 네트워크의 입

력으로 활용되는 데이터에 따라 두 입력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

으므로, 다른 임베딩 타워를 사용하여 각각의 임베딩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베딩 타워를 통과하여 하나의 음원이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면,

완전 연결망을 이용하여 두 개의 벡터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임베딩 타워 속 신경망 연산의 무게(weight)를 공유하는 방

식에 대해 3가지 구성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앙상블에서 착안한 합성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실험을 통해 제안된 모델의 검색 효

율성을 증명하였다.

2.2 그래프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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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래프의 성질을 포함하도록 임베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2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연관된 그래프

임베딩 연구를 소개한다.

2.2.1 그래프 콘볼루션

이미지 처리 연구들에서 합성 곱 신경망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이를 확장하여 그래프 데이터에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래프

위에 스펙트럴 필터 적용하여 인접한 주변 노드의 피처 정보를 합해주는

방법으로 합성 곱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필터를 위한 고유값 분해를

계산하기 위해 큰 규모의 그래프에서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Chebyshev polynomial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근사하는 방식이 제안되

었다 [9]. 이후, 이를 활용하여 Defferrard et al [10]은 그래프에서 합성

곱 신경망을 정의했다.

Kipf et al [6]는 기존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활용하여 그래프 콘볼루션

을 하는 Localized Spectral Filter의 근사를 위한 계층별 선형 모델

(Layer-wise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제안된 모델에서는 깊은 신경망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제안된 모델은 실험을 통해 인용 네트워크와 지

식 그래프에서 기존의 그래프 노드 분류 기술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2.2.2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GAT)

기존의 그래프 콘볼루션 네트워크에 따르면 하나의 노드를 기준으로

이웃 노드의 피처를 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때, 그

래프의 간선에 대한 정보는 이진 정보로 이루어져, 해당 노드의 차수를

기반으로 계산되었다. 그래프의 간선이 가지는 의미는 기준이 되는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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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프 임베딩을 할 때, 각 노드

를 연결하는 간선이 상황에 따라 다른 중요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적용하

면, 그래프에서 노드와 간선이 가지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기존의 연

구들을 통해 어텐션 기법은 중요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도래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Velickovic et al [11] 은 그래프 콘볼루션에

어텐션을 활용하여, 기준이 되는 하나의 노드에 대한 이웃 노드들에 각

각 다른 중요도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GAT는 그래프 데이터에

서 고정된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의 일률적 계산의 한계를 multi-head 어

텐션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어텐션의 장점을 활용하여 노드의 잠재적 표

현을 계산한다. 제안된 모델과 기존 모델의 비교 실험을 통해, 해당 논문

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2.2.3 SimGNN

그래프 데이터를 다룰 때 두 그래프의 유사도 검색은 아주 중요한 문

제이다. 기존의 방법에 따르면, 그래프 편집 거리(Graph Edit Distance)

나 최대 공통 하위 그래프(Maximum Common Subgraph)를 이용하여

두 그래프 사이의 유사도 및 거리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이

용하게 되면 계산에 소비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최근 그래프 신경망 관

련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 그래프 신경망을 이용해 두 그래프 사이의 유

사도를 계산하는 SimGNN[7]이 제안되었다.

SimGNN은 두 그래프 사이의 유사도 점수 계산을 위해 제안된

Siamese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이다. SimGNN 모델은 먼저 두 그래프를

입력으로 받아 각각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 매핑(Mapping)하고

NTN(Neural Tensor Network)를 활용하여 두 벡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방식과, 노드 쌍 비교(Pairwise Node Comparison)를 결합하여

두 그래프의 유사성을 판단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비교를 결합한 SimGNN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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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계산이 된다. 이때, 는 임베딩 된 그래프의 차원

의 크기이며, 는 NTN에 사용된 피처의 차원 크기를 의미하고, 은 두

그래프의 노드 개수 중 더 큰 값을 의미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는 기

존의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같아지는 결과

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SimGNN은 제안 당시, 그래프 유사도 계산을

위한 State-of-Art 기술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성능 및 효율 면에서 제

안 모델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2.3 One-shot

신경망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의 기존 방식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

는 경우, 하나의 클래스를 도출하도록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

이터가 필요하다. Koch et al [12]은 이미지 인식을 위한 신경망에서 적

은 양의 데이터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one-shot 학습을 도입하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Siames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두 입력의 유사도를 계산

한다. 우선 합성 곱 신경망을 통해 주어진 이미지를 임베딩하고, 두 잠재

벡터의 차이를 학습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여 가장 큰 유사도를 가지는 이

미지와 같은 클래스로 분류한다. 따라서 새로운 클래스의 이미지가 입력

으로 사용되어도 모델의 재학습 없이 기존의 클래스들과의 유사도 계산

을 통해 가장 가까운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분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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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음악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오디오 매칭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프 임베딩을 이용한 두 음악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모델 연구 [13]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두 음악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어쿠스틱 피처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신경망 접근

과 다르게, Siamese 네트워크 기반의 그래프 유사도 계산 모델은 어쿠스

틱 피처로부터 그래프 추출과 그래프 콘볼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에서는 음악 유사도 계산을 위한 기

존 방법의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한다. 2

절에서는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에 관하여 서술한다. 3절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4절에서는 제안된 모델을 확장하

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3.1 기존 방법의 한계

서로 다른 두 음원의 유사도 측정에 대해 기존의 방식은 음원으로부

터 다양한 피처를 추출하고, 추출된 피처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각 음원에 대해 Bag of Feature를 구성하고,

Mahalanobis 거리를 사용하거나 조금 더 정교한 거리측정 방법인

Cross-likelihood ratio test 등을 사용하여 두 음원의 유사한 정도를 계

산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각 음원을 구성하는 피처들의 확

률 밀도 함수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연구들이 어쿠스틱 피처를 활용하여 두 음

악의 유사도 비교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피처 중 어쿠스틱 피처는 음원

으로부터 음악적 특성을 담을 수 있다. 이는 두 음악의 유사함을 파악할

때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요소다. 음원으로부터 추출된 어쿠스틱 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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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MFCCs(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는 음색 및 악기의 영

역에서, 토널 피처는 음악적 구성에 초점을 두고 유사함을 판단할 때 사

용된다.

어쿠스틱 피처를 오디오 신호로부터 추출하기 위해, 푸리에 변환과 그

변형이 사용된다. 이는 합성되어도 본 성질을 유지하는 파동의 특성에

따라 주어진 신호를 샘플링하여 얻은 일부 신호에 대해, 주파수가 다른

Sampled Frame Amplitude of Sinusoids

그림 4 어쿠스틱 피처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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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인파(Sinusoid)의 진폭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을 이

용하여 전체 신호를 구성하는 모든 샘플링 구간에 대해 구성하고 있는

사인파를 계산한다. 계산 결과로 도출되는 어쿠스틱 피처는 각 시간 축

프레임이 가지는 서로 다른 사인파의 진폭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전체

신호를 구성하는 음파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

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두 어쿠스틱 피처는 오디오 신호의 음악

적 성질을 내포하며 다양한 접근에 활용된다. 두 음악의 유사도 비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계산된 두 피처의 스펙트럼

거리를 이용하거나 EMD를 활용하여 두 음악을 비교하는 방식이 제안되

었다 [14][15].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두 음악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러 음악을 비교하는 접근에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두 음악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신경망의 입력으

로 활용하여 음악을 하나의 잠재 벡터로 임베딩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이

루어졌다. IMINET [8]은 이미지 인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합성 곱 신

경망을 활용하여 표현한 피처로 두 음악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방식을 제

안했다. 제안된 모델은 신경망의 입력으로 어쿠스틱 피처를 활용하여 하

나의 잠재 벡터로 만들고, 여러 곡이 포함된 잠재 공간을 구성한다. 이

후, 두 음악 잠재 벡터를 완전 연결망을 통과시켜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

식을 제안했다.

이때, 어쿠스틱 피처의 추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푸리에 변환 및

그 변형들은 시간 해상도에 따라 도출되는 피처의 차원의 크기 변화 폭

이 크다. 시간 해상도는 어쿠스틱 피처가 신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정도

를 결정하며, 해상도가 커질수록 자세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세

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피처의 시간 축 차원이

크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30초 길이의 음원에 22,050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가정한다. 얻어진 음악 신호에 대해 84개의 주파수

대역과, 건너뛰는 홉의 크기를 256으로 하여 CQT를 계산하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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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표현하는 어쿠스틱 피처의 차원은 84×5,168이 된다. 조금 더 자

세한 표현을 위해 홉의 크기를 줄여 128로 하는 경우, 84×10,336의 차원

의 크기를 가지는 피처가 형성된다.

어쿠스틱 피처의 차원 증가는 피처의 임베딩을 위한 신경망에서 ‘차원

의 저주’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 즉,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경망 학습

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 하지만 음악의 유사도는 상황

에 따라 유사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

및 활용한다. 그러므로 음악 데이터는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에 비해 유

사함의 정도를 내포하는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높은

차원의 어쿠스틱 피쳐를 그대로 임베딩을 위한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

하여 학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앞서 서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iamese 음악 그래프 임베딩

연구는 정점 선택을 활용하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오디오 식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오디오 핑거프린트는 지역 최댓값

을 활용하여 신호의 주요 사인파를 골라내어 사용한다. 해당 방법을 통

해 음원을 이루는 기본 신호와 이외의 간섭에서, 기본 신호를 의미할 수

있는 특징점들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일부를 선택하여 차원의 크기를

줄여 어쿠스틱 피처의 전체를 활용할 때보다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점을 선택하는 경우, 음원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Siamese 음악 그래프 임베딩 연구에서는 느슨

한 기준의 정점 선택과 연결을 통한 그래프 형성 방법 활용하여, 어쿠스

틱 피처에서 정점 선택이 가지는 차원 축소의 장점을 활용한다. 생성된

그래프를 입력으로 유사한 음악 그래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을 제안했다.

3.2 모델 구조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제안하는 모델은 그래프 추출

모델과 임베딩 및 점수 계산 모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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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mese 음악 그래프 유사도 비교 모델은 음악의 오디오 신호에 대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CQT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CQT 패치를 입력으로 활용하였다. CQT [16]는 사람 청각의 메커니즘이

Logarithmic Frequency를 채택하는 점을 활용하여, 다른 길이의 필터

(Filter)를 적용하는 변환 방법이다. 변환을 통해 얻어진 CQT 패치는 음

악 데이터에 주로 활용되며, 주어진 신호를 더 적은 수의 주파수 대역으

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 옥타브를 가지는 신호에 대해 유용한 방법이다.

그림 5 음악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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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그래프 추출

그래프 추출 모델은 음악적 유사성 비교를 위한 활용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래프를 구성할 때 느슨한 기준의 정점 선택을 적용한다. 그

래프 추출 모델에서는 프레임별로 높은 진폭을 가지는 정점들을 선택함

으로써 지역 최댓값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의 시간 축 프레임에서 많은

Aggregation

그림 6 그래프 추출 과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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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그래프 추출 모델은 하나의

음원을 CQT를 이용해 어쿠스틱 피처로 변환하고, 정점 선택을 활용하여

하나의 음원의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 그래프 피처를 도출한다. 이에 관

한 예시는 그림 5와 같다.

먼저 모델은 입력으로 받은 어쿠스틱 피처에 대한 선형 샘플링을 통

해 0.23초, 0.5초, 1초와 같은 간격으로 프레임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각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 주파수 대역을 정점 선택을 통해 골라낸다. 각

프레임을 이루는 주파수 대역 중 큰 진폭을 가지는 주파수 대역을 k개

선택하여 진폭이 큰 순서대로 노드를 구성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k

보다 적은 경우, 더미 노드를 추가하여 프레임별 노드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그래프는 샘플링된 프레임의 개수를 F라고

하면, ×개의 노드를 가진다.

이후 각 샘플링된 프레임 속 주파수 대역 사이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점들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구성한다. 기준 프레임에 속한 정점들

에 대해 연속되어 이어지는 프레임의 정점들을 모두 연결해준다. 이를

통해 그래프는 ×개의 간선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추출

모델은 구성된 그래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간 축에 대해 전역적 특

성을 함축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음악에서 하나의 주파수 대역과 연결

된 주파수 대역들이 연결된 그래프를 형성한다. 하나의 그래프는 최소 
개의 노드와  × 개의 간선을 가지고, 최대 CQT 변환의 주파수

대역(bins)의 수와 같은 노드의 개수를 가지고 ×개의
간선을 가진다.

3.2.2 그래프 임베딩 및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

두 음악 그래프의 유사도 측정을 위해, 기존 그래프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SimGNN[7]을 기반으로, 이를 변형하여 활

용하였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두 음악 그래프는 각각 임베딩 타워를 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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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 벡터로 사상된다. 이를 위한 임베딩 타워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래프에 대해 각 정점의 지역적, 전역적 특성을 보

존하며 잠재 벡터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프 콘볼루션의 방식을 적용하

여 각 노드를 잠재 벡터로 임베딩한다. 이때, Kipf et al [6]가 제안한 그

래프 콘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임베딩 타워는 하나의 그래프 입

력에 대해 3번의 그래프 콘볼루션을 적용하여 그래프의 각 노드를 차원

의 크기가 인 벡터로 임베딩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그래프에 대해 그

래프를 구성하는 노드 임베딩은 ×의 행렬로 표현된다. 이때 은 각

그래프의 노드 개수를 의미한다.

이후 컨텍스트 어웨어 어텐션을 적용하여 하나의 그래프를 하나의 잠

재 벡터로 할당한다. 하나의 벡터로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 구성된 노

드 임베딩의 단순 합 또는 평균 계산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노드

가 그래프에서의 의미가 다르므로, 컨텍스트 어웨어 어텐션은 모델이 각

Context-aware Attention

Graph-level Feature

[1×#features]

Graph Convolution

Graph Convolution

Graph Convolution

Node-level Feature

[#nodes×#features]

그림 7 임베딩 타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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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중요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어텐션을 활용하여 제안된 방법이다.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 하나의 그래프에 대한 잠재 벡터는 1×d 차
원을 가진다. 임베딩 타워의 전반적인 모습은 그림 6과 같다.

이후, 두 그래프 잠재 벡터에 대해 NTN과 완전 연결망을 통과하여

두 잠재 벡터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한다. NTN [17]은 관계형 데이터에

서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쌍 선형 모델

(Bilinear Form)과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으로 구성된다.

모델은 임베딩 타워를 통해 구성된 두 그래프 잠재 벡터에 대해 k개의

관계를 도출하고 종합하여 두 벡터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후 완전 연결

망을 이용하여 하나의 값을 시그모이드(Sigmoid) 활성 함수를 적용하여

하나의 유사도 점수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다. 모델 학습을 위

그림 8 점수 계산 모델 학습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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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고리즘은 그림 7과 같다.

3.3 실험

3절에서는 음악 유사도 비교를 위한 Siamese 그래프 임베딩 모델의

성능 검정을 위한 실험에 대해 서술한다.

3.3.1 데이터 셋

실험을 위한 데이터 셋으로 MSD(Million Songs Dataset) [18]이 활용

되었다. MSD는 백만 개의 음악에 대해 오디오 피처와 음악 메타데이터

로 구성된 데이터 셋이다. 본 실험에서는 MSD와 연결된 데이터 중,

Last.fm이 포함한 음악 사이의 유사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하

고 두 음악 사이의 유사도 점수를 도출했다. 이는 Last.fm이 제공하는

유사한 곡을 반환 API인 ‘getSimilar’에 대한 결과로, 그림 8과 같이 하

Kenny Loggins – Footloose(TRRQSYC128F92DF7C8)

그림 9 MSD Last.fm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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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트랙에 대해 유사한 곡의 ID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Last.fm에서는 사용자의 청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 유사도를 계산하

고 결과로 도출한다. 따라서 모델이 사람의 음악 인지를 바탕으로 계산

된 점수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컨텐츠의 음악적 분석에 잠재된

추가 정보를 내포할 수 있도록 임베딩 벡터를 만들고 두 벡터의 유사도

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했다.

데이터 셋은 약 58만 곡의 유사도 정보를 담고 있으나, 활용할 수 있

는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21,702개의 곡에 대한 정보를 실험에 활용했고,

이 곡들에 대해 약 65만 쌍의 유사도 점수가 활용되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오디오 신호와 유사도 점수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므로, 약 30

초 길이의 음악 미리 듣기 음원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모델의

입력으로는 미리 듣기 음원을 통해 변환된 CQT 패치 쌍 이외의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했다.

3.3.2 구현

실험은 두 음악 유사도를 위한 Siamese 그래프 콘볼루션 네트워크의

활용이 보이는 성능 향상을 증명을 목표로 한다. 실험을 위한 기저 모델

로는 합성 곱 신경망을 활용한 IMINET [8]를 사용했다. 기저 모델의 구

조로는 기존 연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구조를 활용되었다.

다양하게 구성된 피처에 상관없이, 제안하는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임

을 증명하기 위해 피처 추출을 위한 매개변수를 변경하며 실험을 진행했

다. 실험을 위한 피처 추출 매개변수로 CQT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의

수와 샘플링 프레임의 수, 그래프 구성을 위해 사용할 각 프레임 속 정

점의 개수를 사용하였다. 음악의 충분한 고저를 포함하기 위해 72개, 60

개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했고, 1초와 0.5초 간격을 의미하는 30개와 60개

의 샘플링 프레임에 대해 비교 실험을 진행했다. 그래프의 크기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한 프레임당 정점의 수 를 15개와 30개를 선택하는 방

식을 통해 정점 선택 개수에 따른 결과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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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실험 결과

실험에서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log MSE를 활용하였다. 이

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시간 및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총 27가지의 모델 구조에 대한 비교 실험

을 통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구조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그래프

콘볼루션으로 128-64-32의 구조, 16차원의 NTN, 16차원의 완전 연결 레

이어를 가지는 모델이 가장 낮은 에러로 5.02316의 값을 가졌다.

이후, 변환을 위한 매개변수에 따른 결과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모델

이 기존의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증명했다. 실험을 위해 기저

모델로 활용한 IMINET의 구조로 기존 연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Conv12-P(2,4)-Conv12-P(2,4)-Conv6-Conv6-FC432-FC32를 활용하였

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Feature Extraction

Parameters
IMINET

Modified

SimGNN
60 bins 30 frames 6.60767 5.38286
60 bins 60 frames 7.08086 4.66029
72 bins 30 frames 5.44627 5.0441
72 bins 60 frames 7.82277 5.36102

표 1 피처 추출 매개변수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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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Extraction

Parameters
IMINET

Modified

SimGNN
60 bins 30 frames 6.60767 5.02316
60 bins 60 frames 7.08086 5.48543
72 bins 30 frames 5.44627 245.30802
72 bins 60 frames 7.82277 5.61305

표 2 피처 추출 매개변수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 (=30)
실험 결과 그래프 형성을 위한 프레임별 정점의 수 를 15로 하면,

모든 피처 추출 매개변수에 대해 안정적으로 낮은 오차를 보였다. 기저

모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0.4에서 많게는 2 정도의 차이를 보

인다. 그러나 를 30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제안 모델이 기존의 모델

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72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30

개의 샘플링 프레임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경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오차를 가지고 기존의 모델보다 안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그래프 생성 시, 가 큰 값을 가질 때, 더미 노드의 추가로 인한 모델

성능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비교 실험을 통해, 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그래프를 형성하면, 제

안하는 모델이 기존의 어쿠스틱 피처를 CNN의 입력으로 활용하여 유사

도를 비교하는 모델보다 음악 신호의 유사도 점수를 더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모델 확장 및 활용 방안

제안된 모델은 두 음악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신경망의 입

력으로 어쿠스틱 피처의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들은 어쿠스틱 피처를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두 피처의 유사도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어쿠스틱 피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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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에 따른 피처의 차원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해상도를 높게 할

수록 차원이 증가한다. 신경망은 고차원 입력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경우,

모델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 음악 유사도 데이

터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사함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음악

의 다양성으로 인해 비교된 데이터의 수가 적다.

3장에서 다룬 연구에서는 음악 유사도 점수 계산을 위해 어쿠스틱 피

처에 정점 선택과 선택된 정점을 이어 그래프를 형성하여 차원을 줄이

고, 그래프 콘볼루션을 통해 음악적 특성과 차원을 유지하는 모델을 서

술하였다. Siamese 음악 그래프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을 활용하여, 제

시한 음악과 유사도가 높은 음악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유사한 음악

을 검색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추가로 모델 구조에 따르면, 제안된 모델은 음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잠재 그래프 벡터를 얻기 위해 그래프 콘볼루션을 사용하였다. 최근 그

래프 임베딩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래프가 지닌

특성을 보존하며 임베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음악 그래프

에 그래프 콘볼루션 이외의 그래프 임베딩을 적용하여 전역적, 지역적

음악 특성을 내포하도록 하여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추천을 위한 방식에서는 협업 필터링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제안된 모델은 추가 정보 없이 음원을 활용

하여 두 음악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기존 연구들

에서 활용된 협업 필터링이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모델과 융합하여 하

이브리드 모델을 구성하는 등과 같은 접근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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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안 모델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오디오 매칭을 위한

Siamese 그래프 임베딩 모델 개선 연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1

절에서는 컨텐츠 기반 음악 검색의 접근 방법인 오디오 인덱싱과 오디오

매칭에 관하여 살펴본다. 2절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유사도 비교 모델의

오디오 매칭에서 활용할 때 한계점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한계점

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를 서술한다. 4절에서는 제안 모

델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4.1 배경 지식

오디오 신호와 어쿠스틱 피처를 활용한 컨텐츠 기반 음악 검색은 크

게 오디오 식별, 오디오 매칭, 버전 식별, 카테고리 검색으로 구분된다.

오디오 컨텐츠의 일부를 활용하여 검색을 진행하는 접근으로 오디오 식

별과 오디오 매칭이 있다. 두 접근법은 구체적인 음악적 특징까지 일치

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나뉜다. 오디오 식별은 완벽히 같은 음악을 찾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디오 매칭은 조금 더 여유로운 조건을 적용한다.

4.1.1 오디오 식별

오디오 식별은 질의한 오디오 컨텐츠 일부를 포함하는 음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법이다.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입력된 음악 신호의 간섭에 대해 강인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컨텐츠의 일부를 활용하므로 대상 오디오 컨텐츠와

의 효율적인 비교 방법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Wang [19]이 제안한 어쿠스틱 피처의 별자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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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onstellation Map)와 해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안하는 방식에

따르면, STFT(Short Term Fourier Transform)의 결과로 얻어진 스펙

트로그램에서 지역 최댓값을 골라내어 별자리를 구성하고 쌍을 이루어

해싱하여 저장한다. 이때, 해싱을 사용하면 인덱싱과 저장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그러나 템포의 변화나 약간의 음악적인 변형이 있는 경우,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빠른 색인을 통해 같은 음원

을 포함하는 음악을 찾아낼 수 있으나, 제시된 음원과 비슷한 음악을 찾

아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4.1.2 오디오 매칭

오디오 매칭은 음악 정보 검색에서 음악적인 변형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오디오 매칭을 위해서는 템포 변형에 강인한 결과를 보여야

하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인덱싱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오디오 매칭은 기존의 높은 구체성을 가지는 접근인 오디오 식

별과 다르게 조금 더 낮은 구체성을 가지고 템포 변형에 강인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오디오 매칭에서는 주로 크로마 기반의

그림 10 스펙트로그램, 별자리 지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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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피처를 활용한다. 오디오 매칭 접근을 위한 기존의 방식에서는,

어쿠스틱 피처에서 정점을 선택한 정점 표현(Peak Representation)이 아

닌, 피처를 그대로 하위 시퀀스 검색(Subsequence Search)을 활용하여

검색 결과를 도출한다. 이에 따라 모든 데이터에 대해 하위 시퀀스 검색

계산을 수행하고, 계산 값 중 가장 거리가 짧은 값을 가지는 피처를 매

칭의 결과로 도출한다. 이때, 편집 거리를 활용하거나, DTW(Dynamic

Time Warping) [20] 알고리즘이나 Smith-Waterman 알고리즘을 활용하

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크로마 피처의 거리 계산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이웃 피처를 찾는 과정에서 계산의 복잡도와 속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에서는 비교해야 할 대상을 줄이는 방법

들을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예를 들어, LSH(Locality Senstive Hashing)

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의 피처를 잘게 나누고 LSH를 적용하여,

같은 해시값을 가지는 피처들을 거리 계산 대상으로 두어 비교하는 방식

이다. 그러나 잘게 나누어진 피처는 템포 변형을 포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오디오 매칭 접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형에 대한 강인함을

위해 정규화나 스무딩(Smoothing)과 같은 전처리를 수행한다.

다른 방법으로, [21]에서는 실험을 통해 오디오 매칭을 위해 크로마

그림 11 DTW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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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에서의 정점 선택의 활용이 좋은 성능을 보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크로마 기반 오디오 피처는 추출 시 필터링으로 인한 정보의 응집이 있

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오디오 핑거프린트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음원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오디오 매칭 접근에서

정점 선택을 활용하려면, 결론적으로 구성된 피처는 음악의 지역적, 전역

적 성질을 포함하도록 피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그래프 속 각 노드의 역할을 내포하도록 임베딩하는 그래프 임베

딩 접근을 활용하여 제안된 두 음악 그래프 사이의 유사도 점수 계산 모

델을 개선한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입력으로 들어오는 오디오 피

처에 대해 그래프 변형과 그래프 임베딩을 통해 오디오 매칭 접근을 위

한 잠재 공간을 형성하고, 각 잠재 벡터 간 거리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4.2 기존 모델의 한계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매칭 접근을 위해 음악의 전역적, 지역적 특성

을 보존하는 그래프 추출과 그래프 임베딩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각 음악이 잠재 공간으로 사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각 피

처 사이의 간단한 거리 계산을 통해 가까운 음악을 찾을 수 있다.

3장에서 제안한 Siamese 음악 그래프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에 따르

면, 먼저 어쿠스틱 피처에 대해 그래프를 구성하고 함축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모델은 신경망의 입력으로 어쿠스틱 피처를 사용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디오 식별에

사용된 정점 선택이 가져오는 차원 축소의 장점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구

성한다. 이때, 차원의 축소와 각 정점의 전역적 의미를 포함하는 그래프

의 형성을 위해, 그래프 구성 절차의 마지막으로 시간 축을 기반으로 함

축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음악 그래프는 시간 축 프레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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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이 큰 k 개의 주파수 대역을 골라내어 구성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시간 축에 존재하는 노드는 특정 시간에 특정 주파수 대역의 성질을 포

함하고 있다. 이때, 차원 축소를 위해 시간 축 기준 함축을 적용하면, 모

델의 학습 과정에서 계산을 줄여주는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축 기준 함축은 그래프에서 각 시간별 구성 요소로써 가지는 정점

의 의미 소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모

델에서는 함축 과정을 제외하고 각 F×k개의 노드를 가지는 그래프를

입력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처리를 통한 정보 손실을 없애고, 그

래프 임베딩 모델이 적절하게 학습하여 차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델은 그래프를 하나의 잠재 벡터로 임베딩하는 과정에

서 Kipf et al [6]가 제안한 그래프 콘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그래

프 콘볼루션 네트워크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대해 Localized

Spectral Filter를 근사시킨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각 노드의 잠재 표현을

계산한다. 이때, 노드의 차수를 이용하여 계산이 진행되며, 고정된 필터

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선이 가지는 의미는 포함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프 속 정점들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더라도 기준 정점에 따

라 다른 시간 축에 속하여 음악적 구성에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정점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간선 역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임베딩 방법으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11]를 활용하여 각 노드와 간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구성에서의

의미를 포함하여 학습될 수 있도록 임베딩 타워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모델은 두 잠재 벡터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

NTN(Neural Tensor Network)과 완전 연결망을 활용하였다. NTN [17]

은 쌍 선형 모델과 다층 퍼셉트론으로 구성되어, 두 개체 간의 잠재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이다. 3장에서 제안된 모델은 NTN을

사용하여 임베딩된 두 음악 벡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벡터로 나

타낸다. 이후 완전 연결망을 추가로 활용하여 계산된 상관관계 벡터를

하나의 값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NTN 계산은 음악

벡터의 차원 크기가 D이고, NTN의 잠재 관계를 나타내는 피처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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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일 때,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디오 매칭 접근에서는 많은 양의 음악 중

질의 음원과 비슷한 음원을 포함한 음악을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모델을 활용하여 잠재 공간을 구성하고 난 후, 하나의 질의 음원에 대한

라이브러리 속 음원들의 점수 계산은 모든 대상에 대해 한 번씩 계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점수 계산의 시간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오디오

매칭 접근에서의 모델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 계

산을 간소화하여, 기존 모델의 NTN을 두 벡터의 차이를 학습하는 모델

로 변경하여 유사도 점수를 도출하도록 구성하였다.

4.3 모델 구조

본 논문에서 오디오 매칭 접근을 위해 제안하는 Siamese 음악 그래프

임베딩 개선 모델 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먼저 음악 신호로부터 그래프를 추출하기 위해, 3장에서 활용한 그래

프 추출과 같은 방법으로 CQT를 통해 계산된 CQT 패치를 활용했다.

이후, CQT 패치의 시간 축 프레임에 대한 선형 샘플링을 통해 일정 주

기로 음악을 구성하는 주파수 대역의 진폭을 확인한다. 이후, 큰 진폭을

가지는 k개의 주파수 대역을 골라 정점으로 하고, 이웃한 프레임의 정점

들을 모두 연결하여 그래프를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쿠스틱 피처의 구성을 위한 매개변수와 관계없이 제

안하는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0초 길이의 음

원 파일에 대해 60, 72개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CQT를 이용하여 어쿠

스틱 피처를 형성했다. 또한, 어쿠스틱 피처를 구성하는 각각 30, 60, 129

개의 시간 축을 선택하여 1초, 0.5초, 0.23초 간격으로 음악을 구성하는

주파수 대역 중, 높은 진폭을 가지는 음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그

래프 구성을 위해, 3장에서 진행한 실험을 통해, 각 시간 프레임에서 선

택하는 정점의 수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인 k는 15로 고정을 하여 활용

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의 그래프는 30×15개부터 129×15의 노드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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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각 샘플링된 프레임 속 주파수 대역 사이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드를 연결한다. 간선 추가 과정에서는 하나의 기준 프레임에 속

한 정점들을 기준으로 연속되어 이어지는 프레임의 정점들을 모두 연결

해준다. 이를 통해 구성된 그래프는 ×개의 간선을 가진다. 매

개변수에 따른 기존 모델과의 그래프 구조 차이점은 표 3과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제안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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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frames 30 60 129

60

min: k,

[×]
max: 60,

[×]

min: k,

[×]
max: 60,

[×]

min: k,

[×]
max: 60,

[×]
72

min: k,

[×]
max: 72,

[×]

min: k,

[×]
max: 72,

[×]

min: k,

[×]
max: 72,

[×]
표 3 매개변수에 따른 그래프 노드 [간선] 개수의 변화 (기존 모델)

#bins\#frames 30 60 129

60
×,
[× ]

×,
[× ]

×,
[× ]

72
×,
[× ]

×,
[× ]

×,
[× ]

표 4 매개변수에 따른 그래프 노드 [간선] 개수의 변화 (변경 모델)

이후, 구성된 그래프에 그래프 임베딩을 적용하여, 각 노드의 이웃 정

보와 그래프 전체에서 해당 노드의 역할을 내포하여 잠재 벡터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활

용했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기존의 그래프 콘볼루션에 어텐션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어텐션 기법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시퀀스 기반

작업(Sequence-based Task)과 콘볼루션 및 기계 번역에서 성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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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를 확장하여 그래프 콘볼루션에 어텐션 기

법을 적용함으로써, 각 간선에 대한 중요도를 모델이 학습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성된 음악 그래프의 경우, 이웃 정

점에 대해 같은 무게를 가지는 간선을 적용했다. 간선이 같은 무게를 가

지고 형성되었으나, 기준이 되는 정점에 따라 이웃 정점이 의미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정점에 대한 이웃의 중요도를 모델이 학습하도록 하여, 각 노드

의 이웃에 대해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중요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베

딩 타워를 구성하였다.

제안 모델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층을 활용하여 각

노드의 잠재 표현을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후, 임베딩 타워는

기존 모델의 구조와 같이 컨텍스트 어웨어 어텐션을 통해, 각 노드 정보

를 합하여 하나의 잠재 벡터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노드는 기준

이 되는 노드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잠재 벡터를 구성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두 그래프 잠재 벡터의 유사도 점수 계산을 위한

모델로 두 벡터의 절대 차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산을 위해

요구되는 계산의 비용을 줄여주었다. 기존의 모델의 유사도 점수 계산을

위한 NTN 연산 과정에서 잠재적 상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슬라이스

개수 증가함에 따라 연산에 활용되는 텐서의 크기와 연산의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계산 모델은 구조적인 한

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오디오 매칭에서는 구성

된 잠재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점수 계산 모델이 활용되

고, 모든 쌍에 대해 계산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기

존의 NTN의 결과인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구조를 간소화하여 절대 차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4.4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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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에서는 제안하는 모델과 기존 모델의 성능 비교 및 검정을 위한

실험에 대해 서술한다.

4.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모델 검증을 위한 실험 환경으로 Ubuntu 16.04.2 LTS

운영체제, Intel® Xeon ® CPU E5-2620 v4 @ 2.10Ghz CPU, 192GB

Samsung DDR4 RAM, GeForece TITAN Xp 12GB 1개를 사용하였고,

Python 3.7과 PyTorch를 활용하였다.

4.4.2 데이터 셋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MSD 데이터와 Last.fm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3.3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람의 인지를 기반으로 구

성된 유사도 점수를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여, 입력으로 들어오

는 음원이 해당 잠재적인 성질을 포함하여 임베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환경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에 따라

8,006개의 곡에 대한 정보를 실험에 활용했고, 이 곡들에 대해 약 19만

쌍의 유사도 점수가 활용되었다. 3장의 실험과 동일하게, 제안하는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음악 관련 메타데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오디오 신호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므로 약 30초 길이의 음악 미리 듣기 음원을 활

용했다.

실험에 활용한 데이터는 두 음악의 유사도 점수 데이터의 특성에 따

라, 유사도 점수가 높은 음악 쌍이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비슷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두 음악 사이의 점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활용한 데이터의 비율은 표 5와 같다.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경

우, 모델이 학습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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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모델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구성할 때, 불균형 데이터 샘플링

(Imbalanced Data Sampling)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고르게 샘플링하

여 모델 학습에 활용하였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균형 데

이터 샘플링을 위해 유사도를 소수 첫째 점으로 반올림하여 가지는 유사

도 값에 대해, 데이터 셋이 가지는 분포를 계산한다. 이후 각 유사도 군

이 가지는 분포에 따라 균등하게 샘플링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Similarity score Count (ratio)

0.75 – 1.00 9,719 (5.10%)

0.55 – 0.74 8,283 (4,34%)

0.35 – 0.54 5.341 (2.80%)

0.15 – 0.34 14.915 (7.82%)

0.00 – 0.14 152,400 (97.93%)

total 190,658

표 5 유사도 점수에 따른 데이터 비율

4.4.3 구현

모델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을 위해 사용된 기저 모델은 IMINET과

Modified SimGNN이다. IMINET [8]은 합성 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어쿠

스틱 피처를 임베딩하고 완전 연결망을 통해 두 음원의 유사도를 파악하

는 모델이다. Modified SimGNN [13]은 3장에서 두 음원의 유사도 비교

를 위해 제안된 모델로, 두 그래프의 유사도 점수 계산을 위해 제안된

SimGNN [7]을 변형하여 음악 그래프에 적용한 모델이다. 제안 모델로

는 기존 GCN을 구조를 유지하고 그래프 구성과 점수 계산 모델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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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iaGCN과 제안 모델인 SiaGAT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각 모델을 위해 사용된 모델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좋은 성능을 보

인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Model Input
Embedding

Tower
Scoring Model

IMINET

Sampled

Acoustic

Feature(CQT)

CNN

12-12-6-6

concat(f1,f2)

FC 432-32-1

Modified

SimGNN

Aggregated

Graph Feature

GCN

128-64-32

(f1, f2)

NTN 16

FC 16-1

SiaGCN Graph Feature
GCN

128-64-32

|f1 – f2|

FC 4096-1

SiaGAT Graph Feature
GAT

128(5)-32

|f1 – f2|

FC 4096-1

표 6 실험 모델 구조 요약

IMINET는 임베딩을 위해 4개의 합성 곱 신경망을 구성하고 CNN

12-12-6-6의 구조를 가진다. 이후 계산된 두 벡터의 유사도 계산을 위

해, 두 벡터를 연결하여 FC 432-32-1의 입력으로 활용하고 유사도 점수

를 계산한다. Modified SimGNN은 GCN 128-64-32과 글로벌 컨텍스트

어에워 어텐션 이후 NTN 16과 FC 16 구조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현을 위해, 두 가지 구조에 대한 실험

을 진행했다. 기존 Modifid SimGNN의 임베딩 타워를 유지하여 그래프

콘볼루션으로 노드 임베딩을 하는 모델인 SiaGCN과 그래프 어텐션 네

트워크를 활용한 SiaGAT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SiaGCN의 그래

프 콘볼루션 타워는 기존 연구와 같은 구조인 GCN 128-64-32의 구조를

따르며, 글로벌 컨텍스트 어에워 어텐션 이후 점수 계산 모델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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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 16과 FC 16에서 두 잠재 벡터의 절대 차에 대한 FC 4096으로 변

경한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래프 구성 방식과 점수 계산 모델

의 차이에서 오는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이후,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의 활용으로 인한 성능 변화를 보기 위한 실험으로 GAT 128-32의 구조

를 가지는 임베딩 타워를 구성하고, 영향을 주는 노드(Head)의 개수를 5

로 활용하는 SiaGAT를 구성하였다. 이외의 구조는 SiaGCN과 동일하게

글로벌 컨텍스트 어에워 어텐션 이후, 두 벡터의 절대 차에 대한 FC

4096를 구성하여 유사도 점수를 계산했다.

4.4.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예측된 유사도와 유사도

데이터의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와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 기존 CNN을 활용한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프레임의 수가

30, 60일 때 Modified SimGNN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평균 제곱 오

차 결과는 표 7과 같다. 72개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60개의 프레임으

로 샘플링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인 0.03119의 평균 제곱 오차를 가진

다. 그러나 샘플링 프레임의 개수를 증가시켰을 때, 함축된 그래프는 음

악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고, 모델이 데이터에 대한 학습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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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였다.

Feature

Extraction

Parameters

IMINET Modified SimGNN

60 bins 30 frames 0.07353 0.04933

60 bins 60 frames 0.1006 0.07865

60 bins 129 frames 0.06595 -

72 bins 30 frames 0.06465 0.04384

72 bins 60 frames 0.06902 0.03119

72 bins 129 frames 0.08538 -

표 7 IMINET과 Modified SimGNN 비교 실험 결과 (MSE)

두 모델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30, 60

개의 프레임을 선택한 경우 Modified SimGNN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72개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60

개의 프레임으로 샘플링하였을 때, 0.40264로 가장 높은 피어슨 상관계수

를 보인다.

Feature

Extraction

Parameters

IMINET Modified SimGNN

60 bins 30 frames 0.25912 0.27279

60 bins 60 frames 0.21435 0.24580

60 bins 129 frames 0.29836 -

72 bins 30 frames 0.26849 0.37171

72 bins 60 frames 0.31444 0.40264

72 bins 129 frames 0.24748 -

표 8 IMINET과 Modified SimGNN 비교 실험 결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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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 모델과 비교하여 제안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함축되지 않

은 그래프를 활용하고 점수 계산 모델의 구조를 단순화한 모델인

SiaGCN과 각 노드 이웃의 중요도를 학습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프 임베딩 기법을 적용한 SiaGAT를 활용하였다. 두 모델 모두 기존

모델과 비교할 때 샘플링 프레임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결과

를 보였다. 기존의 임베딩 타워 구조를 유지하고, 그래프 구성 방법과 점

수 계산 모델을 다르게 적용한 SiaGCN이 modified SimGNN에서 보였

던 일부에 대해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외의

실험에서도 전체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평균 제곱 오차 실험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평균 제곱 오차는 제안

모델이 기존 연구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 중 SiaGAT가 전반적으

로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일부 피처 추출 환경에 대해 SiaGCN이 더 좋

은 오차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제안한 두 모델에 대해 각각 72개의

그림 13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의 성능 비교 (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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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에 129 프레임으로 나누어 그래프를 구성한 경우 SiaGCN이

0.02483으로, 60개의 주파수 대역에 60 프레임으로 나누어 그래프를 구성

한 경우 SiaGAT가 0.02599로 가장 낮은 값을 도출했다.

피어슨 상관계수 실험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피어슨 상관계수도 제

안 모델이 기존의 연구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때, 60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30프레임으로 나누어 그래프를 구성한 실험의 경우를 제외

하고 모든 실험에서 SiaGAT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 72개의

주파수 대역에 129 프레임으로 나누어 그래프를 구성한 경우 평균 제곱

오차에서는 0.02611로 SiaGCN의 결과인 0.02483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

으나 0.53217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도출했다.

실험 결과를 미루어 보아, Siamese 음악 그래프 임베딩의 개선 모델

이 기존 모델의 성능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제안 모델

그림 14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의 성능 비교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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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그래프 어텐션을 활용한 SiaGAT가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일부 결과

에서 SiaGCN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므로, 그래프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그래프 임베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절한 그래프 임베딩을 활

용하여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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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매칭 접근에서 오디오 피처를 활용하면서 따라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Siamese 기반 음악 그래

프 임베딩 유사도 계산 모델을 활용하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디

오 매칭 접근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모델을 개선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후, 실험을 통해 제안한 모

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먼저 기존 오디오 매칭에 활용되는 어쿠스틱 피처의 차원 증가 문제

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음악의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

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오디오 매칭 접근에서 음악 유사도 점수 계산

모델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그래프 함축으로 인한 정보 손실, 그래프 콘

볼루션이 가지는 문제, 그리고 점수 계산 모델의 비용적 측면의 문제를

제시했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함축 과정 없이 그래프를 사용하

고, 이웃 노드의 중요도를 데이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그래프

에서 노드와 간선이 가지는 지역적, 전역적 특성을 내포하며 임베딩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점수 계산 모델의 비용적 측면에서

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잠재 벡터의 차이를 학습하고, 유사도 점수

를 도출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모델과 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제안

한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오디오 매칭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면,

새로운 음악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경우, 임베딩 타워를 거쳐 잠재 벡터

를 형성하고, 점수 계산 모델의 추가 학습 없이 비슷한 음악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긴 꼬리(Long Tail)에 위치한 데이터가 많이 존재

하는 음악 분야에서, 유사한 음악을 찾는 오디오 매칭 접근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 번째



- 45 -

로, 본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곡 전체의 유사도 점수이지만, 저작권

의 문제로 인해 실험에서는 30초 길이의 오디오 샘플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두 음악이 유사하더라도 각 음악의 일부는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전체 음원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할 경우,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제한적 자원의 사용으로 인해, 연구 검증을

위해 데이터 중 일부분이 발췌되어 사용되었다. 데이터를 전부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할 경우, 실험 결과에서 더 낮은 에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정점 선택 및 그래프 구성 방법은 프레임

기반으로 수행되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

다. 모델의 입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음악 그래프를 형성할 때, 정점 선택

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그래프가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할 음

악적 특성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같은 프

레임 속 정점들을 연결하는 간선을 추가하는 등, 음악적 성질을 포함하

는 관계를 추가로 표현해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오디오 매칭을 위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그래프 구성을 비교하고 음악

의 적절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그래프 추출 방법을 찾는 연구

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그래프의 특성을 잘 내포하는 임베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래프와 시간의 연속적 성격

을 포함하여 음악 임베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된 그래프에 맞는 다

른 그래프 임베딩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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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오디오 피처 추출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 높은 레벨의 음악적 정보를 표현

하는 방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디오 신호를 활용하기 위해, 오디오

신호가 가지는 잡음이 많고 중복되며 계산이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오

류 없이 높은 레벨의 음악적 정보를 담는 피처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를 간결한 피처로 변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오디오 피처는 크

게 스펙트럴 피처(Spctral Feature), 템포럴 피처(Temporal Feature), 그

그림 15 선형 예측 부호화 예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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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토널 피처(Tonal Feature)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스펙트럴 피처는 Low-Level 피처와 주파수의 경향성을 볼 수

있는 포락선을 다룬 Spectral Envelope 피처로 나눌 수 있다. Low-level

피처는 스펙트럼의 무게중심이나, 주파수가 퍼져있는 정도를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피처를 통해, 음원을 구성하는 주파수의 구성이

나 음원의 밝음과 어두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Spectral Envelope

는 사람이 음원을 인식할 때, 주파수 수치에 의미를 두지 않고 대략적인

그림 16 MFCCs 추출 과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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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선에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선형

예측 부호화 [22], 캡스트럼(Cepstrum) 분석 등의 방법이 있다. 앞서 언

급한 두 방법을 합쳐 음원 신호에서 필요한 음형에 중점을 두어 분석이

가능하다. 추가로, 사람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캡스트럼을 변형한 피처인

MFCCs(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23]가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을 통해 음악 분석을 하면 구체적인 피치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

토널 피처는 키, 피치, 코드, 인터벌과 같은 요소들과 같이 음악을 구

성하는 톤의 관계에 대한 특성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CQT(Constant-Q Transform)가 있다. 이산 푸리에 변환을 통해 계산하

여 주파수 대역을 나누면, 각 균일한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음계는 대

수(Logarithmic)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로그 주파수로 나누어 주는 방

식이 제안되었다 [16]. 이외에도, 피치 클래스에 중점을 둔 PCP(Pitch

Class Profile) 등이 있다.

그림 17 CQT 변환 예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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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오디오 컨텐츠 기반 검색

오디오 컨텐츠 기반 검색은 신호 분석이나 사용자에 의한 태그 정보

를 활용한 협업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다. 템포에 변형이 있는 경우나 보

컬이 섞인 짧은 길이의 음원을 사용할 때도, 대상 음악을 검색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추가 정보 없이 음악 컨텐츠만을 이용하여 라이브러리

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 중, 사람에 의한 태그 정보의 삽입은 양질의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비

용적 측면에서의 부담과 모든 곡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람의 개입 없이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한 문제이다. 이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된 피처 비교하여, 오디오 컨

텐츠 기반 검색에서는 질의로 들어오는 음악과 유사한 음악을 결과로 도

출한다.

사람이 인지하는 두 음악의 유사도의 측면에서, 유사함의 기준은 모

호한 정의를 따른다. 음악 검색에서는, 두 신호에서 추출된 피처에 다양

한 비교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두 음악 유사

도를 구하기 위한 방식이 다양하게 제안되었고, 사람의 인지를 통해 계

산된 가장 가까운 음악을 맞추는 방식을 등을 통해 유사도 계산 방식을

검증하였다. 예를 들면, 다른 접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리 계산 방법으

로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 거리를 활용하거나, 두 음악의 피처에 대

한 확률 밀도 함수의 유클리드(Euclidean) 거리나 KL(Kulback- Leibler)

다이버전스(Divergence)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외에도, 템포의

차이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유사도 계산 방식은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여러 작업

에 활용되어, 커버 곡을 찾거나 장르를 구분하는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또, 주어진 곡들에 대해 유사한 음악을 찾아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곡 다음에 올 수 있는 음악을 찾는 등과 같

은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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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illion Song Dataset (웹페이지)

그림 18 MSD 데이터 셋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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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Siamese Graph

Embedding for Audio Matching

Song Changheo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School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 music is released every week, and users are exposed to and

selected some music through search. Therefore, music sea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music consumption. Searching in an existing

music library using metadata or tags has a problem in that the

expert knowledge is necessary to insert a tag. As a method for this,

audio content based approach are used.

In the case of audio matching, which is one of the fields of

content-based music retriev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learn

latent features of tracks or artists using a neural network. When

using an audio feature as an input to a neural network as in

previous studies, a problem arises in that the temporal dimension

increases according to the temporal re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constructs a graph that based on audio features, and

proposes an audio content-based embedding method using the graph

embedding technique. The proposed model has the structur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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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mese network, and uses the difference between two music latent

vectors to learn the scoring of similarity between two music.

Through this, similarity score for unseen music can be derived

without additional learning. Finally, experiments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to existing studies.

keywords : audio content, audio matching, graph embedding,

Siames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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