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과10년전만해도음악을듣기위해CD 플레이어를사용했

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물건이 됐다. 이런 변화의 선두

에는 MP3 플레이어가 있었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이

슈의중심에있는MP3 플레이어에 해이야기하고자한다. 

MP3 구조 이해

MP3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라는 멀티미

디어 동 상 처리기술에서 MPEG-1의 오디오 역의 Layer3를

일컫는 말이다. MPEG는 1992년 국제 표준으로 재정됐으며 정

식 표준 번호는 ISO/IEC IS 1172-3이다.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와 청각심리 특성을 이용한 고능률

의압축으로16비트의기존데이터가약1.5~3비트로절감되며,

이렇게 압축을 해도 음악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다고 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비트율이 낮아진

다. 이는 그만큼 높은 압축률을 갖고 높은 품질의 오디오 데이터

를실현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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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PEG-1 레이어

레이어 비트율 평균 압축률 부호화 방식 응용분야 HW 스케일

1 128kbps 1:4 32서브밴드 MD, DCC 소

(모노) 스케일팩터

256kbps 비트할당

(스테레오) 384 샘플

2 96kbps 1:6~1:8 32서브밴드 위성방송 중

(모노) 스케일팩터 비디오

192kbps 비트할당 CD

(스테레오) 3개조 1152 샘플

3 64kbps 1:10~1:12 32서브밴드 ISDN

(모노) + MDCT 위성통신

128kbps 스케일팩터 인터넷

(스테레오) 비트할당

허프만

1152 샘플

Data packet

<그림 1> MP3 전체 구조도



MP3 파일은 프레임 단위의 구조를 갖는다. 한 프레임을

AAU(Audio Access Unit)라고 부르는데, AAU는 각각 단독으

로복호화할수있는최소단위다. AAU는<그림1>과같이헤더,

CRC, 사이드인포, 메인데이터로이뤄진다. 

그리고파일헤더(32비트)에포함되는내용은다음과같다. 

- 싱크 워드 (12 비트) : 모두 1로 설정한다.

- 아이디(1 비트) : 항상 1

- 레이어 코드(2비트) : 레이어 Ⅰ, 레이어 Ⅱ, 레이어 Ⅲ를 표현한다.

- 보호 비트(1비트) : 에러 체크의 유무, 0인 경우 에러를 체크한다.

- 비트율 인덱스(4비트) : 모두 0인 경우는 자유 포맷 조건으로 하고 나

머지는 32~448Kbps를 표현한다. 

- 샘플링 주파수(2비트) : 샘플링 레이트는 38Kbps, 44.1Kbps, 그리고

48Kbps로 이뤄진다.

- 패딩 비트(1비트) : 슬롯의 수를 나타낸다.

- 개별용도 비트(1비트) : 개별이용 비트

- 모드(2비트) : 스테레오, 조인트 스테레오, 듀얼 또는 싱 채널

- 모드 확장(2비트) : 모드 확장에 사용되는 비트

- 저작권(1비트) : 저작권의 유무, 1일 경우 저작권이 있다.

- 원본/복사본(1비트) : 원본/복사본, 1일 경우 원본

- 엠퍼시스(2비트) : 엠퍼시스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러한 상세정보를 몰라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얼마

든지 MP3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커스터마이징해 원하는 모

듈을 설계하거나 API를 이해함에 있어 이런 지식은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실제로지금의프로젝트를모바일로포팅하는작업을

할때이런지식이매우유용했다.

ID3 태그 구조 이해

MP3 파일을재생하면서가수나곡제목, 앨범제목과같은정

보가표시되는것을본적이있을것이다. 이러한정보는MP3 파

일에 직접 저장된 후 필요에 의해 열람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를 저장하는 방법에 ID3 태그가 사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표

준으로사용되며 부분의MP3 플레이어가ID3 태그열람과편

집까지지원하고있다.

ID3 태그는크게ID3v1과ID3v2로나눌수있다. 여러분이생

각하는 것처럼 ID3v2가 ID3v1의 다음 버전이다. 하지만 ID3v1

과ID3v2는기능은유사하지만서로호환성은없다. 심지어같은

파일에서로공존할수도있다.

ID3v1은 128바이트의 고정길이 태그로서 제목, 가수, 앨범,

년도, 논평과 같은 텍스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ID3v1은 파일의 마지막에 존재하며 항상“TAG”라는 문자로 시

작하는고정길이헤더다.

ID3v1은 MP3 파일의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일의 마지

막에 도달하기 전에는 태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고정된 텍스트

정보만을제공할수있다.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1998년새

로운 표준인 ID3v2가 만들어졌다. ID3v2의 정보는 프레임으로

이뤄져 있고 프레임은 파일의 어느 위치에든 존재 가능하며, 텍

스트정보 뿐 아니라 바이너리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ID3 태그를지원하지않는플레이어에서도MP3 재생시문제없

이 플레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ID3v2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하나의 메타데이터 포맷에 담기 때문에 구현이 힘들고 ID3v2.2,

ID3v2.3, ID3v2.4 세가지버전이존재하지만서로호환성은없다. 

앞에서 간략히 설명한 것처럼 ID3v2는 새로운 메타정보에

한 필요가 생겼을 때 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유연하고 확장이

용이하게 설계됐다. 이를 위해 ID3v2는 프레임(Frame)이라 불

리는 여러 정보 덩어리들을 담는 컨테이너의 역할을 한다. 각 프

레임은 미리 정의된 자기만의 Identifier와 size descriptor로 시

작하는데, 이정보로소프트웨어는자신이모르는프레임이있을

때 해당 프레임과 플래그 필드 하나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

또한 ID3v2의 비트순서는 MSB(최상위비트)우선이다. 이는 빅

엔디안과네트워크바이트순서로도알려져있다.

또한 ID3v2는 Unsynchronisation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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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D3v1 레이아웃 - 128바이트

Field Length Description

header 3 “TAG”

title 30 타이틀

artist 30 음악가 이름

album 30 앨범 이름

year 4 4자리 연도

comment 28 or 30 논평

zero-byte 1 track 필드에 번호가 있다면 해당 바이트는 0

track 1 앨범에서의 곡의 트랙번호

genre 1 장르 인덱스

<표 3> ID3v1 레이아웃 - (Extended tag)227바이트

Field Length Description

header 4 “TAG”

title 60 타이틀의 다음 60자(총 90자)

artist 60 음악가 이름의 다음 60자

album 60 앨범 이름의 다음 60자

speed 1 0=정보없음, 1=느림, 2=보통, 3=빠름, 4=하드코어

genre 30 텍스트 장르 정보

start-time 6 음악 시작부분 시간(mmm:ss)

ent-time 6 음악 끝부분 시간(mmm:ss)



Unsynchronisation이란 각 바이트의 최상위 비트를 항상 0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값은 최 0x7F이다. 이

렇게 최상위 비트를 0으로 만들어서 메모리 효율을 줄여가면서

까지 저장하고 있는 이유는 MP3의 AAU 헤더의 시작부분이 12

비트의싱크워드로시작하는것을생각하면알수있다. MP3 디

코더는 12비트가 1로 시작하는 싱크워드를 만족해야 AAU의 디

코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ID3v2 태그는

MP3 디코더에 의해 생략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ID3v2를

지원하지않는MP3 디코더에서도문제없이파일의처음이나중

간에삽입이가능하다.

MP3 디코더와 관련 라이브러리

디코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코딩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MPEG-1 표준은 MP3의 정확한 정의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음향심리학적 예제 모델과 비율 반복, 비 규범적인 부분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구현에 한 부분은 주로 개발자에

의해결정된다는것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많은MP3 인코더들이존재하는데, 모두생성하는

품질은다를수있다. 서로다른특성을가진다양한인코더가존

재한다는 의미다. 인코더 뿐 아니라 디코더 또한 다양한 방식의

디코더를가질수있다.

필자는 MAD를 음원분석을 위한 MP3 디코더로 선택했다.

MAD는 C언어로 작성됐으며, 부분의 라이브러리는 C언어로

작성돼 있다. MP3를 디코딩하는 작업은 매우 많은 실수연산이

동반되기때문이다. 지금부터알아볼FFT 또한많은실수연산을

포함한다. 

FFT 원리와 응용

어려운 수학공식 같아 우리와는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FFT(Fast Fourier Transform)의 산물을 봤다. 노래방이

나 MP3 플레이어에서 스펙트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음악이

나올 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스펙트럼, 이퀄라이저 효

과, 상압축기술이 모두 FFT에 의한 산물이다. 이처럼 다재다

능한FFT에 해공부해보자.

아마도 공과 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공업수학을 들었을 것이

다. 필자또한2학년때공업수학을들으면서“이런걸배워서어

디다쓰지?”하는생각을하곤했다. 시험전날어려운공식을몇

개씩 외우고 문제를 풀면서 투덜거리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생

각하던 공업수학 공식을 이렇게 빨리 다시 접하게 될 줄은 생각

도 못했다. 과거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교수님이 이런 말 을

하셨던 것 같다. “모든 주기 함수는 Sine 곡선과 Cosine으로 표

현할 수 있다.”<그림 2>처럼 모든 주기함수는 서로 다른 주기와

크기를가진Sine과Cosine으로표현이가능하다. 

FFT를 알기 전에 FT(Fourier Transform)를 알아야 한다.

Fourier Transform은 한 함수를 인자로 받아 다른 함수로 변환

하는 선형 변환이다. 하지만 Fourier Transform은 시간의 연속

성이 고려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가 사용된다.

DFT는비연속적인신호에 해서도분석할수있기때문에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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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Dv2의 구성요소

Header 10바이트

Extended Header 가변길이, 선택사항

Frames 가변길이

Padding 가변길이, 선택사항

Footer 10바이트, 선택사항

<표 5> 자주 사용되는 MP3 디코더 관련 라이브러리

MPAdec
mpg123에 기반을 둔 단히 정확한 디코더라 한다.

http://sourceforge.net/progects/mpadec

Apollo
또다른 가장 정 한 디코더

http://koti.welho.comh/hylinen/apollo/

MAD
또다른 가장 정 한 디코더 중 하나

http://www.underbit.com/products/mad/

Mpg123
Foobar와 LAME에 사용중인 가장 널리 쓰이는 디코더라 한다.

http://www.mpg123.de/

Frequencies : f Frequencies : f+3f

Frequencies : f+3f+5f Frequencies : f+3f+5f+...+15f

<그림 2> Sine 곡선과 Cosine 곡선의 합성

Frequencies : f

Frequencies : f+2f+3f Frequencies : f+2f+3f+...+8f

Frequencies : f+2f



털 신호에 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DFT는 O(n2)의 연산

이 필요하다. 이런 높은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FFT가 탄

생했으며 O(n log n)의 연산만으로 가능하다. FFT 공식은 다음

과같다.

FFT를 하기 전에 동반돼야 할 작업이 있다. FFT를 위해서는

샘플링이 이뤄지는데, <그림 3>처럼 시작과 끝이 0이 아닌 경우

신호분석 시 원하지 않는 주파수 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일어날

수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샘플에 해 윈도우

함수를 적용한 후 FFT 변환을 함으로써 스펙트럼이 좀 더 정확

한 값을 가질 수 있다. 표적인 윈도우 함수로는 Rectangular

window, Bartlett window, Hanning window, Hamming

window의네가지가있다.

<그림 4>의 그래프는 Hanning Window를 이용한 모습이다.

첫 번째 그래프에 세 번째 그래프를 곱함으로써 두 번째 그래프

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변환된 그래프는 항상 처음과 끝이 0이

므로변환에서오차를줄일수있다.

음원분석 모듈의 설계와 구현

필자는이번프로젝트를진행하기전에는MP3나FFT에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지,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되는지 모두 논문과 시행착오를 거쳐

설계됐다. 

음악추천을위해주로사용되는방법은데이터마이닝을통하

는 방법과 음악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수치화 한 후 추천하는 시

스템을생각해볼수있다. 

데이터마이닝은수많은데이터들로부터유용한정보를얻어내

는방법이다. 이렇게얻어진정보를법칙(Rule)으로규정해이를

기반으로서비스가이뤄진다. 만약어떤사람이A, B 두곡을가

졌을 때 그들의 상당수가 C곡을 가졌다면‘A, B곡을 가진 사람

은C곡을가질확률이높다’라는법칙을규정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법칙을 적용해 어떤 사람이 A, B 두 곡을 가진 사람에게

C곡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학습이나 분류에 필요한 표본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음악데이터를직접분석해수치화한후추천하는시스템

을목표로프로젝트가진행됐다. 

음악을분석하기위해음악의어떤수치를수치화할것인지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볼륨 값

이 있을 것이다. 이 값은 음악의 음량의 평균 크기로 정의했다.

두번째로생각해볼수있는수치는템포다. 템포는‘1분에비트

(강한악센트)가몇번발생했는지’로정의할수있다. 다른수치

로는 리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리듬은 하나의 숫자로 수치화하

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이같은 리듬을 단순화해 비

트발생주기의표준편차를리듬의값으로정의해사용했다. 다시

정리하면다음과같다. 

볼륨 - 음악의 크기의 평균값

템포 - 발생한 비트의 분당 발생 비율로 정의

리듬 - 비트의 발생 간격의 표준 편차

<그림 5>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모듈

의플로우차트다.

mm aa ss oo 199

<그림 3> 잘못된 샘플링의 예

<그림 4> Hanning Window



MP3 파일을 디코드해 로우 데이터로 변환한 후 로우 데이터

로부터 볼륨 값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로우 데이터를 Fourier

Transform해 스펙트럼을 분석, 비트를 검출함으로써 템포와 리

듬을구할수도있다.

아마도 본 모듈의 핵심은 비트 검출방법일 것이다. 비트는 스

펙트럼의저주파 역의누적값을이용해판단한다. 누적값과현

재값을비교해일정수준이상변화하는부분을비트가발생했다

고생각해비트를검출한다.  

이번 모듈 또한 음악 가사 성향 분석기와 마찬가지로 신뢰도

평가가 있었다. 방법은 음악 분석 프로그램을 배포해 설문자가

자신이 원하는 곡을 분석해 결과를 확인, 정확도를 산출하는 방

식이었다. 설문결과82.75%의결과를얻을수있었다.

추천 시스템

지난호에서우리는가사분석을통해기쁨, 슬픔, 노여움을수

치화했다. 또한 MP3를 분석해 볼륨, 템포, 리듬을 정의해 수치

화했다.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를 사용해 본 프로젝트의 핵심

모듈인 음악 추천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한다. 음악 콘텐츠를 추

천하기 위해 서로 상이한 분포를 가진 요소들을 정규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사용된데이터 값중볼륨의분포는 0~3,000 정도

인 반면 리듬은 0~20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처럼 각 요소는 다

른정규분포곡선을 따르지만 평균값이나분산값은다를수있

다. 서로다른분포를가진값을비교하기위해정규화과정이필

요하다. 

정규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필자는 비교

적간단한방법인평균으로나누어정규화하는방법을이용했다.

이렇게정규화된데이터로이제는어떤곡이가장유사한곡인지

생각해 볼 차례다. 각 요소 정보를 벡터공간의 축으로 생각해 각

정점의 거리를 두 곡의 유사도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음악 추천은 이뤄지지만 가중치를 사용해 추천

시스템의정확도향상시킬수있다.  

가중치 이슈에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방법을 응용해 현 시스템에 적용했

다. TF-IDF는정보검색이나텍스트마이닝과같은분야에서사

용하는 가중치다. TF는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를, IDF는 문서가 문서군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를 나타

내는 수치다. 이 중 IDF를 응용해 가중치로 활용했다. 관련 공

식은다음과같다.

w = log(N/DF)

여기서N은시스템의곡수이고DF는곡의특정요소의값과

유사한수치를가진곡의수다. 만약N이1,000이고DF가1이라

면 가중치는 3이다. 반 로 DF가 100일 경우 가중치는 1이다.

이처럼요소의수치가흔할수록가중치는낮고반 로이런값을

갖는곡이흔치않을경우높은가중치를받게된다.

<표 7>은 가중치와 정규화에 관한 식이다. 필자는 Document

frequency의두번째항목과Nomalization의세번째항목을활

용했다.

음악 추천 시스템의 설계 구현

우선곡이분석되면여섯가지요소(기쁨, 슬픔, 노여움, 볼륨,

템포, 리듬)의값이시스템에기록∙관리된다. 이값을토 로음

악추천이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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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석모듈 플로우 차트

<화면 1> 설문 프로그램

<표 6> TF-IDF의 정규화 공식

Term frequency Document frequency Normalization



현재 시스템은 기록과 관리를 위해 My-SQL를 사용하고 있

다. 또한 추천은 쿼리만을 이용해 구현됐으며 곡은 mp3의

hashkey를이용해구분된다.

<리스트1>은hashkey가‘1234567890’인곡의값을target이

라는 임시 테이블에 저장하는 쿼리다. 앞으로 target 테이블의

값을사용해hashkey가‘1234567890’인곡과유사한곡을추천

받게될것이다.

그리고 <리스트 2>는 데이터베이스의 총 곡 수와 정규화하기

위한 각 요소의 평균을 statistics라는 임시 테이블로 저장하는

쿼리다.

<리스트 3>은 볼륨의 가중치를 weigntVolume이라는 임시 테

이블에 저장하는 쿼리다. 여기서 WHERE 구문은 일정 범위의

곡의수를선택하기위해사용됐다.

비슷한 방식으로 weightTempo, weightRhythm, weight

Happy, weightSad, weightAngry를생성한다. 

<리스트4>는가장유사한곡을추천받기위한쿼리다. 이번쿼

리로target과가장유사한곡20곡을추천받게된다. 쿼리의길이

가길지만점과점사이의거리를구하는식으로생각하면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임시 테이블을 제거함으로써 음악 추천은

마무리된다. 

지금까지MP3 파일의구조부터음악을분석하기위한도구인

FFT와추천시스템에 해서이야기해봤다. 이야기를풀어놓

고보니컴퓨터가아닌수학을공부한느낌이다. 

다음 호에서는 수학보다는 UI 구축을 위한 AIR에 해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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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EMPORARY TABLE target(

volume double,

tempo double,

rhythm double,

happy double,

angry double,

sad double

)

SELECT volume,tempo,rhythm,happy,angry,sad

FROM MusicInformation

WHERE hashkey=’1234567890’

<리스트 1> 기준이될곡의정보를임시테이블‘target'에저장하는쿼리

CREATE TEMPORARY TABLE weightVolume(

weight double

)

SELECT LOG(statistics.total_song/count(*)) AS weight

FROM MusicInformation,target,statistics

WHERE MusicInformation.volume BETWEEN target.volume-

(statistics.avg_volume/10) and

target.volume+(statistics.avg_volume/10)

<리스트3> 볼륨의가중치를임시테이블‘weigntVolume’에저장하는쿼리

CREATE TEMPORARY TABLE statistics(

total_song INT,

avg_volume double,

avg_tempo double,

avg_happy double,

avg_angry double,

avg_sad double

)

SELECT

count(*) AS total_song,

AVG(volume) AS avg_volume,

AVG(tempo) AS avg_tempo,

AVG(rhythm) AS avg_rhythm,

AVG(happy) AS avg_happy,

AVG(angry) AS avg_angry,

AVG(sad) AS avg_sad

FROM MusicInformation

<리스트 2> 데이터베이스의 총곡수와정규화하기위한각요소의평균을

임시테이블‘statistics’에저장하는쿼리

SELECT

SQRT(

POW((target.volume-MusicInformation.volume)/

statistics.avg_volume*weightVolume.weight,2) +

POW((target.tempo-MusicInformation.tempo)/

statistics.avg_tempo*weightTempo.weight,2) +

POW((target.rhythm-MusicInformation.rhythm)/

statistics.avg_rhythm*weightRhythm.weight,2) +

POW((target.happy-MusicInformation.happy)/

statistics.avg_happy*weightHappy.weight,2) +

POW((target.angry-MusicInformation.angry)/

statistics.avg_angry*weightAngry.weight,2) +

POW((target.sad-MusicInformation.sad)/

statistics.avg_sad*weightSad.weight,2)

) as rank,MusicInformation.*

FROM target,statistics,

MusicInformation,weightVolume,weightTempo,weightRhythm,wei

ghtHappy,weightAngry,weightSad

ORDER BY rank ASC

LIMIT 20

<리스트 4> 추천곡리스트를작성하는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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