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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MP3 파일의 ID3 태그는 가수 이름, 앨범 이름, 장르 
등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ID3 
태그는 MP3 파일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ID3 
태그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파일들을 분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를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톨로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음악 
관련 온톨로지는 음악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고 있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ID3 태그 정보 관리에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ID3 태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ID3 태그 온톨로지와 이를 이용하여 MP3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으며, ID3 태그 정보를 자동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웹 2.0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개방형 API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필요로하는 ID3 태그 정보를 
쉽게 얻고 이를 온톨로지에 매핑 함으로써 정보의 
입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온톨로지의 특징들을 
이용하여 여러 사용자들이 잘 정리된 형태의 ID3 
태그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그리고 온톨로지를 
이용한 MP3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ID3 태그에 기술되게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MP3 메타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Keywords: 
 
온톨로지; ID3 태그; MP3 메타데이터 
 
 
1. 서론 
 
최근의 음반시장은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음악시장이 음악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1][2]. 온라인 음악시장의 발달로 인해 
높은 압축률과 좋은 음질을 갖는 MPEG 오디오 
기술 중 하나인 MP3는 그 장점을 인정받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3]. 
온라인 음악시장의 규모는 이런 장점들로 인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음악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도 
기존의 대형 음반사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독립 
음반사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까지 넓게 
확대되고 있다. MP3 음악 자료의 양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사용자도 많아 짐에 따라 오디오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는 정보도 MP3 파일에 포함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겼으며, 현재는 1996년에 에릭 캠프(Eric 
Kemp)가 고안한 ID3 태그가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 
음악 정보를 MP3에 담고 있다[3][4]. 
과거에는 많은 휴대용 MP3 플레이어들이 
디렉토리별로 파일들을 분류하여 트리구조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파일명을 보여주는데 그쳤다. 그러나 
현재는 MP3 파일의 ID3 태그에 들어있는 가수 이름, 
앨범 이름, 장르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일을 
분류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ID3 태그는 MP3 
파일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ID3 태그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파일들을 분류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현재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들은 음원 제공업체마다 
다르게 기술되고 P2P등을 이용해 MP3 파일을 
획득하는 사용자들은 MP3 파일에 ID3 태그 정보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직접 기술하기 때문에 ID3 태그 
정보들의 일관성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위해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MP3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해 온톨로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음악 관련 온톨로지는 음악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기술하고 있어서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는 온톨로지에 기술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MP3 사용자 및 음원 제공자들이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를 
좀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ID3 태그 
정보를 자동적이고 일관성 있게 삽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ID3 태그 온톨로지와 ID3 태그 

매니저를 설계 및 구현하고 개방형 API를 이용한 

웹 정보검색을 연결하여 MP3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온톨로지의 정보와 매핑시키고, 온톨로지에서 

부족한 정보들을 개방형 API를 이용해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온톨로지의 개방성, 공유, 사물에 대해 정형화하는 
특징들을 이용하여 여러 사용자들이 잘 정리된 
형태의 ID3 태그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표준성과 획일성을 높여준다. 또한 웹2.0 
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방형 API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ID3 태그 정보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축함에 있어 정보의 입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MP3의 ID3 
태그에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온톨로지와 ID3 태그, 이전에 발표된 음악관련 

온톨로지인 MO(Music Ontology)와 개방형 API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온톨로지를 이용한 MP3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구성과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구현과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2. 배경 및 관련연구 
 
2.1. 온톨로지 
 
시맨틱 웹은 웹 상의 많은 정보들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제안하였다[6]. 시맨틱 웹은 정보자원의 의미를 
컴퓨터가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웹이며 
시맨틱 웹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가 
온톨로지이다. 
온톨로지는 어떤 특정 분야를 개념화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정형화한 명세이며, 현재의 인터넷과 
같이 이기종 분산환경에서 자료를 공유할 때 자료들 
사이의 관계-의미 정보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지식 표현 방법이다[7].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들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RDF/OWL을 사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8]는 웹 상의 
정보들을 정형화된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크업 언어로 W3C 권고이며 W3C의 
시맨틱 웹 관련 활동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RDF는 XML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문장 구조는 

주어(Subject), 술어(Predicate), 목적어(Object)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가 웹 상의 정보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그리고 OWL(Web 
Ontology Language)[9]은 온톨로지와 시맨틱 웹을 
위한 지식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마크업 언어로서 표현력이 서로 다른 3개의 하위 
언어인 OWL lite, OWL DL, OWL full이 있다. 
 
2.2. ID3 태그 
1996년 에릭 캠프(Eric Kemp)가 고안한 ID3v1[4]은 
파일 끝에 ‘Tag’라는 문자열로 시작하는 128 
바이트를 덧붙이는데, 이를통해 MP3 플레이어가 
쉽게 음악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기의 
MP3 플레이어들은 간혹 MPEG 스트림 사이에 
삽입된 데이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재생을 
멈추거나 잡음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재생을 못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ID3 태그는 보통 파일의 첫 부분보다는 끝에 
삽입되게 되었다. 
ID3v1은 크기가 128바이트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틴 닐슨(Martin Nilsson)이 
ID3v2 태그 포맷을 제안하였다[5]. 
ID3v2 태그 포맷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파일의 첫 부분에 큰 데이터 블록으로 
삽입되며, ID3v2.4부터는 선택적으로 파일의 끝에 
삽입할 수 있고 ID3v1과의 호환성이 없다. 
프로그램이 파일의 끝까지 읽어 들이기 전에 태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파일을 
재생할 때 유용하다. 
 

 
그림 1 - ID3v2 태그 레이아웃 

 
둘째, 몇 개의 고정된 필드를 제공했던 ID3v1과는 
달리, ID3v2 태그는 포맷이 정형화된 태그 
프레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장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작사자, 지휘자, 매체 종류, BPM, 
가사, 이미지, 볼륨, 잔향 설정, 암호화된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 있다. 
 



2.3. MO(Music Ontology) 
MO(Music Ontology)[10]는 음악의 작곡부터 작곡된 
곡을 연주하고 그 연주를 녹음하여 음반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사용된 악기들, 연주자들, 
지휘자, 작곡자, 편곡자 등 다양한 음악 관련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TimeLine Ontology[11]와 Event 
Ontology[1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톨로지이다. 
MO는 음악과 관련한 세밀한 정보들까지도 모두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을 표현하고 너무 많은 속성들을 가지다 보니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를 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정보들도 대다수 포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용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MP3 파일의 정보들만을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 온톨로지를 이용해 MP3의 
ID3 태그 정보를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4. 개방형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는 운영체제 

등이 제공하는 기능을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개방형 API는 이러한 API의 의미에 웹 
2.0이라는 개념이 더해져 나오면서 생긴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형 API는 응용 서비스 계층과 
통신망의 전달망 계층 사이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통신망의 기능들을 
추상화시킨 인터페이스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신망의 
구조 및 기술에 독립적으로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13]. 
개방형 API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단축할 수 
있고, IT 개발 인력을 서비스 개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날로 다양해지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개방형 

API에는 Google, Naver, Daum, Yahoo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 API, 컨텐츠 API, 검색 API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MP3 ID3 태그 정보와 관련된 
ManiaDB(http://www.maniadb.com)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API를 사용하여 ID3 태그 정보를 검색한다. 
 
3. 온톨로지를 이용한 MP3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대부분의 MP3 플레이어 사용자들은 온라인 MP3 
음원 제공 업체, P2P 사이트나 프로그램 또는 음악 
CD를 구매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CD의 
음원을 추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MP3 파일을 

구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MP3 
파일을 획득하기 때문에 각 파일들의 ID3 태그 
정보들은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그 정보 기술 
방법에 따라 같은 음악의 MP3 파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 시스템 구성도 

 
MP3 플레이어 사용자가 원하는 MP3 파일을 
획득했을 때 자신이 태그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기술된 MP3 파일이 있다면 사용자는 
ID3 태그의 정보들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 새로이 기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ID3 
태그 정보를 공유, 관리하기 위해 온톨로지와 
개방형 API 이용한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은 MP3 
파일과 MP3 파일들 각각의 ID3 태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고 각 모듈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Ÿ ID3 태그 매니저(ID3 Tag Manager) : 목록에 

있는 MP3 파일들의 ID3 태그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MP3 파일에 
부족한 ID3 태그 정보를 ID3 태그 온톨로지와 
개방형 API를 통해 검색하여 MP3 파일에 
기술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Ÿ ID3 태그 온톨로지(ID3 Tag Ontology) : 일관성 

있고 정형화된 ID3 태그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온톨로지는 개방형 API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구조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해당 음악 파일에 대해 개방형 API를 
검색하여 온톨로지에 인스턴스(Instance)로 
추가하도록 하며 사용자들이 직접 필요한 
내용을 기술할 수도 있도록 한다. 

Ÿ 개방형 API : 웹 상에서 제공되고있는 
서비스들의  API를 이용하여 필요한 ID3 태그 
정보를 찾고 이들을 잘 조합, 가공하여 최적의 
ID3 태그 정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온톨로지와 MP3 파일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의 기반 지식 베이스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1 -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의 알고리즘 

◆ ID3 Tag Management System의 알고리즘 

Input : MP3 Files 
Output : MP3 Metadata (ID3 Tag) 
1 while(number of MP3 Files n) 

// 목록에 추가된 MP3 파일의 수만큼 반복 
2 if(Compare(TagMP3File, TagOntology) == False) 

//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와 온톨로지에 

기록된 태그 정보를 비교 

{ 
3 if(SearchOntology(MP3File) == False) 

// 파일의 ID3 태그 정보와 온톨로지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태그 온톨로지의 정보 

확인 
4 fillOntology(SearchTag(MP3File)); 

// 태그 온톨로지에 정보가 없다면 

개방형 API를 이용하여 MP3 파일의 

태그 정보를 검색하고 온톨로지의 

부족한 정보를 채움 
5 fillFile(TagMP3File, TagOntology); 

// 태그 온톨로지의 정보를 이용해 파일의 

ID3 태그에 기술 

} 
6 end while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은 다음의 네 단계를 수행하며 

MP3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태그 온톨로지를 

관리한다. 

· Step 1. 태그 정보 조회 : 사용자가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의 파일 목록에 MP3 파일을 
추가하면 시스템은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ID3 
태그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파일의 ID3 태그 
정보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파일의 ID3 태그 
정보와 태그 온톨로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비교하여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ID3 태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 Step 2. 웹 정보 검색 :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ID3 태그 정보가 태그 온톨로지의 내용과 
다르고 파일의 태그 정보가 태그 온톨로지에 
없다면 개방형 API를 이용해 MP3 파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 

· Step 3. 태그 온톨로지 수정 : 개방형 API를 
통해 검색된 정보를 태그 온톨로지의 형태에 
맞게 가공하여 태그 온톨로지의 부족한 내용을 
기술한 후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를 ID3 
태그 관리 시스템에게 전달한다. 

· Step 4. 태그 정보 매핑 :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은 태그 온톨로지에 기술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를 
채워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 태그 프레임과 태그 온톨로지 매핑 테이블 

 
ID3 Tag 
Frame 온톨로지 

개방형 
API 

지원 여부 

노래 제목 TIT2 SongName (SN) ○ 

트랙 번호 TRCK TrackNumber (TN) ○ 

가수 이름 TPE1 Artist (AT) ○ 

앨범 이름 TALB AlbumName (AN) ○ 

발매년도 TYER ReleaseYear (RY) ○ 

앨범 사진 APIC AttachedPicture (AP) ○ 

디스크 번호 TPOS DiscNumber (DN) ○ 

장르 Genre Genre (GR)  
앨범 

가수 이름 AlbumArtist AlbumArtist (AA)  

작곡가 TCOM Composer (CP)  
작사가 TEXT Lyricist (LR)  
원곡 제목 TOFN OriginalSongName (OSN)  
원곡 수록 
앨범 이름 TOAL OriginalAlbumName (OAN)  

원곡 작곡가 TCOM OriginalComposer (OCP)  
원곡 작사가 TOLY OriginalLyricist (OLR)  
원곡 

가수 이름 
TOPE OriginalArtist (OAR)  

원곡 
발매년도 TORY OriginalReleaseYear (ORY)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정형화되고 
공통된 MP3의 ID3 태그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게 되며 본 ID3 태그 온톨로지를 음원 제공 
사이트나 P2P 사이트 등의 다운로드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MP3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하게 한다면 사용자와 
음원제공 업체가 ID3 태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ID3v2 태그 정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ID3v2 태그에는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많은 프레임들이 선언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정보들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 
프레임들에 대해서 <그림 3>과 같은 계층적 구조의 
온톨로지를 작성하였으며 <표 2>와 같이 태그 
온톨로지와 개방형 API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매핑 
시킨다.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은 개방형 API를 
검색하여 얻은 정보들을 온톨로지와 매핑시켜 
최적의 ID3 태그 정보를 음악 파일에 삽입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그 프레임인 가수 
이름, 앨범 이름, 노래 제목, 발매년도, 장르, 트랙 
번호, 앨범 커버 사진은 개방형 API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고 이 정보들을 가공하여 정형화되고 



공통적인 정보를 만들어 태그 온톨로지에 기술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외에도 약간의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온톨로지 자체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태그 온톨로지에 정의하며 
이 정보들은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 온톨로지 구성요소의 계층적 구조 

 
4. 구현 및 평가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들 이용해 MP3 파일을 
사용하다 보면 MP3 파일의 ID3 태그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ID3 태그가 기술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ID3 태그의 내용을 기반으로 파일을 
분류하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같은 
가수의 노래를 다르게 분류하거나 같은 앨범에 
수록된 곡을 다른 앨범으로 분류하게 되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MP3 파일의 ID3 태그를 관리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그림 4 - 파일 목록에 파일이 추가된 ID3 태그 관리 

시스템 
 

<그림 4>는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의 실행 화면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는 MP3 파일들에 ID3 태그 
정보가 없을 때 ID3 태그 관리를 위해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을 실행시킨다. “File Open”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선택창을 열어 MP3 파일 중 ID3 
태그가 없어 태그 정보를 기술하길 원하는 MP3 
파일을 선택하여 파일 목록에 추가한다. 
<그림 4>와 같이 ID3 태그 관리 시스템에 파일을 
추가한 사용자가 목록에서 태그 정보를 검색하기를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Search”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은 파일 이름에 기술되어 있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태그 정보를 검색하고, 파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목록에 있는 전체 파일에 대해 태그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 
 

 
그림 5 - 개방형 API를 통한 XML 형식의 정보 추출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은 1차적으로 MP3 파일의 
파일명에 기술되어 있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이용해 태그 온톨로지를 검색한다. 
태그 온톨로지에 해당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가 
있다면 온톨로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MP3 
파일의 ID3 태그에 매핑 시켜준다. 
태그 온톨로지에 해당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가 
없다면 <그림 5>과 같이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여 개방형 API에 질의를 보내고 
질의에 대한 결과로 해당 곡에 대한 정보를 XML 
형태의 문서로 받게 된다. 
 

 
그림 6 - 개방형 API를 통해 검색한 음악 정보 



 
<그림 6>은 개방형 API를 통해 검색된 MP3 파일의 
정보이다. 이 XML 문서에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 
이름, 앨범 이름, 디스크 번호, 곡 트랙 번호, 앨범 
커버 사진, 발매일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색되어 저장된 XML 파일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온톨로지 스키마에 맞는 형식으로 
<그림 7>과 같이 온톨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음악 파일에 ID3 태그 
정보를 삽입한다. 
 

 
그림 7 - 생성된 MP3 파일 정보 온톨로지 

 
<그림 8>은 생성된 온톨로지에 매핑된 음악 정보를 
통해 삽입된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를 보인다. 
 

 

 
그림 8 – 태그 온톨로지 정보를 이용해 기술한 MP3 

ID3 태그 
 
5. 결론 및 향후 과제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들은 음원 제공업체마다 
다르게 기술되며 P2P등을 이용해 MP3 파일을 
구하는 사용자들은 MP3 파일에 ID3 태그 정보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직접 기술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ID3 태그 정보들의 일관성이 거의 없게 
되었으며 모든 MP3 파일의 ID3 태그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위해 이중으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ID3 태그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ID3 태그 
관리 시스템은 ID3 태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ID3 태그 온톨로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웹 2.0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개방형 
API를 사용하여 웹 정보 검색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ID3 태그 정보를 쉽게 획들할 수 있게 

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온톨로지와 매핑시켜 
사용자가 ID3 태그에 채워야 할 내용들을 최소화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MP3 

메타데이터 정보를 같은 형식으로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정보의 표준성과 획일성을 

높여준다. 그리하여 ID3 태그가 기술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된 ID3 태그를 갖고 있는 음악 파일에 
대해 올바른 메타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삽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음원 제공자나 음악소비자들이 음악 
관련한 정보를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게되며 음악 
파일들의 관리 또한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http://maniadb.com의 개방형 API 외에 다양한 개방형 

API들의 정보를 함께 이용해 온톨로지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다양한 형식으로 
기술된 파일 이름을 이용해 검색을 하더라도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온톨로지의 작성 및 관리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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