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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방대함이 곧바로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음악 컨텐츠의 자동화된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음악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다양한 추천 서비스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연구된 음악 추천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이다.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도를 갖는 그룹이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하는 협업적 

필터링 접근 방법, 사용자가 즐겨들었던 음악을 분석해 유사한 

음악을 추천하는 컨텐트 기반 필터링 접근 방법, 마지막으로 

내용기반 접근 방법과 협업적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음악을 추천하는 기존의 연구는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선호도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디오 사연을 

이용한 음악추천시스템을 구현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는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을 소개하고 그와 함께 신청곡을 

들려준다. 혹은 청취자가 전하는 이야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정해 

들려준다. 이렇게 청취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DJ가 그에 

적합한 음악을 들려주는 청취자와 DJ의 관계를 음악추천시스템화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음악추천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현한다. 

먼저 www.imbc.co.kr의 라디오 프로그램 ‘홍은희의 음악동네’ 에서 

청취자가 작성한 사연을 크롤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한 사연의 단어 빈도수 

벡터를 구하고, 라디오 사연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벡터화한 사연을 LSA(Latent Semantic Analysis)를 이용해 

http://www.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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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킨다. 

 

이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유사한 

사연을 잘 찾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와 알고리즘이 추천한 

음악이 특정 사연과 어울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 두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랜덤 기반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으로써 문서 간의 유사도를 이용한 음악추천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주관적 지표 평가에서는 실제 신청곡과 코사인 

유사도 기반 추천곡간의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신청곡과 사연이 대체적으로 어울린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디오 사연을 분석해 음악을 추천함으로써 문서 

분석을 통한 사용자의 상황 분석과 그에 따른 음악 추천의 

가능성을 새로이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발전시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혹은 다이어리를 통한 음악 추천의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라디오 사연, 음악 추천, Latent Semantic Analysis 

학  번 : 2010-2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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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초고속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과 각종 미디어 디바이스의 발달은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음악 

컨텐츠 역시 카세트테이프, CD와 같은 물리적 형태로부터 mp3와 

같은 형태로 디지털화되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용량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방대함이 곧바로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접근 가능한 음악 컨텐츠의 양이 

많아진만큼 청취 가능한 음악의 개별적인 관리가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사용자는 제한적인 컨텐츠에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해 체계적으로 음악을 정리하여 청취하는 

방법과 단순히 랜덤으로 음악 전체를 듣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1]. 

음악 데이터가 방대해질수록 수작업을 통한 플레이리스트 제작 

방식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반면 음악을 랜덤으로 

듣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듣고 싶지 않은 음악을 계속 스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과거에는 즐겨 들었지만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거나, 현재의 감정과 공감되지 않는 음악이 나오는 경우 

사용자는 음악 플레이어의 스킵을 누르거나 혹은 억지로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음악 컨텐츠가 많아진 지금 과거의 

음악 관리 패턴은 상당히 비효율 적인 면이 많다. 심리학자 Barry 

Schwartz는 자신의 책 ‘The Paradox of Choice-Why More is 

Less’에서 ‘사용자들에게 있어 너무 많은 선택의 옵션은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포기를 초래한다'고 한다[2]. 

 

이에 따라 컨텐츠의 자동화된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검색, 분류, 군집화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기계학습이나 통계적 알고리즘에 기반한 방법론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음악 추천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iTunes나 

벅스와 같은 음악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다양한 추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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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은 협업적 필터링 접근 방법이다. 협업적 필터링 접근 방법은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도를 갖는 그룹이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추천 시스템은 두 가지 문제를 갖는데 먼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콜드 스타트 문제(Cold 

Start Problem)에 직면한다. 또, 롱테일 법칙에 의해 인기있는 

음악만이 추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19].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컨텐트 기반 필터링 접근 방법이다. 컨텐트 

기반 필터링 접근 방법을 이용한 음악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전에 즐겨들었던 음악 혹은 좋은 평점을 주었던 음악을 분석해 

유사한 음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 장르, 가수, 발행 

년도 등 음악의 메타정보를 이용하여 음악을 분석하는데 음원에서 

특성 추출을 할 경우 컴퓨팅 시간이 길어져 상용화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컨텐트 비교를 하기위해 기점이 되는 음악이 

필요한데 여기서 다시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한다.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방식은 위와 같은 각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통된 문제점 또한 갖고 있다.  

 

최근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기 이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라디오 사연이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는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들려주거나 사연에 

어울리는 곡을 직접 골라 들려준다. 이와 같이 청취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DJ가 그에 적합한 음악을 들려주는 청취자와 

DJ의 관계를 음악추천시스템화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청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와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라디오 사연은 사용자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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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며, 사용자의 경향 파악 없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글로부터 바로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의 음악추천시스템이 갖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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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음악 추천 시스템 

 

1. 협업적 필터링 접근 방법 

 

협업적 필터링 접근 방법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선호도 

정보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사를 자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도를 갖는 그룹이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고객들의 선호도와 관심 표현을 바탕으로 비슷한 

패턴을 가진 고객을 식별해나가는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한다. 협업적 필터링은 사용자의 과거 경향이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협업적 필터링 

접근 방법의 예로 국내의 온라인 도서 쇼핑몰 

교보문고(www.kyobobooks.com)를 생각해보자. 어떠한 책을 

선택하여 구입 하면 웹페이지 하단에 다른 구매자들이 구매한 

책들을 추천해준다. 이는 사용자들의 구매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A’라는 책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구매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B’와 ‘C’등의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해주는 것이다. <그림 1>는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매하면 

보여주는 추천 내용이다. 

 

http://www.kyoboboo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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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ww.kyobobooks.co.kr에서의 책 추천 결과 

 

협업적 필터링은 보통 2가지 단계로 운영된다. 기존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고객들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고객들을 찾고 새로운 

고객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찾은 비슷하다고 

생각된 고객들의 행동을 수치화하여 사용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유명 온라인 서점인 www.amazon.com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심의 방법이다[9]. 아이템 중심의 방법이란 아이템 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아이템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최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용자의 기호를 유추하는 

방식이다. 

 

음악 추천 시스템에서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Last.FM (www.last.fm)이 있다[10][11]. Last.FM의 경우 

사용자들의 이용통계를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한다. 이는 사전에 

음악 메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기곡 중심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기고 롱테일(Long Tail)에 있는 

비대중성 음악은 접근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아래 <그림 2>는 

http://www.kyobobooks.co.kr/
http://www.amazon.com/
http://www.las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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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FM에서 ‘Radio Head’의 ‘Creep’을 검색했을 때 추천해 

주는 내용이다. 

 

 

<그림 2> Last.FM의 Radiohead의 노래 ‘Creep’에 대한 추천 결과 

 

협업 필터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메모리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이 직접 어떠한 아이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용자 간 혹은 아이템 간의 유사성을 구한 다음 

유사성을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12]. 이 방식은 비교적 쉽게 구현 

할 수 있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수동적인 평가가 있어야만 추천이 

정확해진다는 점, 데이터가 부족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적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모델기반 협업 필터링의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닝, 머신 러닝 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전에 습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 패턴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에 대한 추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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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방식은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아져도 추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모델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13].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협업 필터링은 메모리기반 협업 필터링의 

장점과 모델기반 협업 필터링의 장점을 통합한 방식이다[14]. 

하지만 추천을 위해서 계산하는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해결 되지 않고 있어 상용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내용기반 (Content-Based) 필터링 접근 방법 

 

내용기반 필터링 접근 방법은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했거나 

평가(rating)한 컨텐트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사한 컨텐트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이다[15]. 예를 들어 신문 웹사이트를 

생각해보자. 해당 링크를 통해 읽은 뉴스에서 그 뉴스를 이루고 

있는 키워드를 문서의 속성으로 하고 다른 뉴스들 중 비슷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뉴스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준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술은 해당 

컨텐트를 잘 표현하는 속성들을 추출하는 것과 사용자의 프로필을 

관리하는데 있다[3].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경우 책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야, 키워드, 저자, 그리고 출판사 등이 있고 사용자의 

프로필에는 구매 기록과 관심 분야 등이 있다. 책의 컨텐트 속성과 

사용자의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용자의 프로필에서 구매 

기록을 기반으로 구매한 책들의 속성 벡터를 추출하고 그 외의 

책들의 속성 벡터와 거리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추천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의 성능은 각 컨텐트의 특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또 사용자의 프로필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은 음악,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 음악에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속성들을 

이용한 시도들이 많다. 멜로디와 같은 주파수 관련 특성(spectral 

feature)과 템포와 같은 특성(temporal feature)이 주 속성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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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음악에서의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은 <그림 3>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4]. 

 

 

<그림 3> Overall Architecture of Content-Based Recommendation 

System 

 

기본적으로 음악들의 속성을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피드백(과거 구매 

기록이나 과거 음악에 대해 남긴 평가)을 통해 사용자의 프로필을 

관리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된 음악과 사용자의 프로필을 

통해 사용자의 선호를 알고 분류한 후 추천해주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기반 음악 추천 시스템이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음악 추천 서비스 사이트로는 

www.pandora.com이 있다. 아래 <그림 4>는 Pandora에서 음악을 

검색했을 때 유사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페이지이다. Pandora의 

경우에는 음악 전문가들이 사전에 약 400개의 음악 

속성(Gene)값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 곡들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에 소비자가 선호 아티스트 또는 선호 

곡(Seed Data)을 입력하면 ‘Gene’의 관점에서 이와 유사한 

곡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음악 속성 값을 

전문가들이 손수 분석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롱테일(Long tail)에 속하는 곡들도 추천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다. 

 

http://www.pandora.com/


 

 9 

 
<그림 4> Pandora의 Radiohead의 노래 ‘Creep’에 대한 추천 결과 

 

내용기반 필터링 방법은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현존하는 기술로 

해당 컨텐트의 내용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음악의 경우 여러 가지 속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노래가 어떤 악기들로 구성되는지 혹은 

전체적인 멜로디가 주는 느낌 등의 정보는 아직 완벽하게 가져 

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주로 평가 된 컨텐트들만 

계속적으로 추천이 된다는 점이다. 음악의 경우에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노래라도 대중성 있는 음악만 계속 추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음악들은 추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Pandora의 예와 같은 

경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속성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이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확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사용자의 프로필이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인 

만큼 프로필이 정교할수록 추천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프로필은 사용자 개개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정교한 프로필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 



 

 10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측면에서 매우 번거로운 

일이며 시간 소모적인 일로 상용화 되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3.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이란 내용기반 접근 방법과 협업적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이다. 1997년 Marko 

Balabanovic와 Yoav Shoham은 Fab이라는 실험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내용기반 접근 방법과 협업기반 접근 방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을 소개하였다. Fab은 사용자의 프로필을 

내용기반 분석 기법으로 관리하고 이 프로필을 이용하여 유사한 

사용자를 찾는 협업적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아이템들은 사용자 프로필 내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유사한 사용자들에게 역시 높게 평가 될 때 추천 된다. 아래 <그림 

5>은 Fab의 전체적인 구조이다[5]. 

 

 

<그림 5> Overall Architecture of Fab 

 

2003년에 Ekkawut Rojsattarat과 Nuanwan Soonthornphisaj은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평가되지 

못한 아이템에 대하여 자동으로 평가하고 전체 매트릭스를 채워 

내용기반 접근 방법과 협업적 접근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경우가 

있다[6]. 최근 2006년에는 앞서 말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Kazuyoshi Yoshii, Masataka Goto, Kazunori Komatani, Tetsuya 

Ogata, Hiroshi G. Okuno가 Bayesian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음악을 

추천하는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Bayesian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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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평가와 데이터의 내용을 사용자의 선호도라는 새로운 

변수로 정의한다. 이 모델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이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론해내는 방식이다[7]. 

 

 

제 2 절 문서 유사도 

 

 정보검색을 위한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한 정보의 적합성(relevance)에 관한 것이다[8]. 적합성은 

시스템 중심 적합성, 이용자 중심 적합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이 중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용자 중심 적합성은 검색 결과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주관적 척도로써 개개인의 경험, 

인식, 이용하는 순간의 인지적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앞서 소개한 음악 추천 시스템의 방법들은 순간의 인지적 상태를 

고려하는 이용자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NS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시점에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는 

라디오 사연이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글들은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문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와 단어의 

빈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사용자가 처한 상황, 지식, 언어적 

습관 등에 의해 같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의어가 

존재하고, 다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기 

때문이다[18]. 그래서 라디오 사연을 분석하기 위해 Latent 

Semantic Analysis (LSA)를 이용하여 문맥적 의미를 고려한 문서 

유사도를 구할 것이다. LSA는 통계학적인 계산이 적용된 텍스트에 

의해 문맥적 의미를 갖는 단어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다[16]. 

문서 집합으로부터 단어들간의 의미관계를 자동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통해 문서 간 유사도 측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 집합 내의 개념 또는 의미 관계의 자동 분석은 보다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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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획득과 단어수준 이상의 개념 수준에서의 문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13 

제 3 장 라디오 사연기반 음악 추천시스템 

 

 

제 1 절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서 간 유사도를 통한 음악 추천시스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라디오 사연을 분석하여 사연 간 유사도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사연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학습시킨 

다음 학습시킨 모델을 이용하여 사연간의 유사도를 구하고 가장 

유사한 사연의 신청 곡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제 2 절 시스템 구성 

 

이 논문에서 구현 된 추천시스템은 사연의 유사도를 통하여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인 www.imbc.co.kr, 

‘홍은희의 음악동네’에서 사용자들이 신청한 사연을 수집하고 

사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한 사연을 

국민대학교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각 사연들의 단어 빈도수 벡터로 나타낸다. 그리고 벡터화한 사연 

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Latent Semantic Analysis를 

사용하여 학습 매트릭스(Learning Matrix)를 작성한다. 위의 세 

단계를 통해 학습시킨 매트릭스에 새로운 쿼리의 사연이 들어올 때 

매트릭스에서 가장 유사한 사연을 찾아 그 사연의 신청곡을 추천해 

준다.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한 음악 추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http://www.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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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라디오 사연 기반 음악 추천 시스템 전체 구성도 

 

1. 라디오 사연 수집 

 

본 논문에서 사용한 라디오 사연은, 오후 4시, MBC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홍은희의 음악 동네’ 프로그램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이트 www.imbc.co.kr의 게시판에서 수집하였다. 직접 개발한 

Java 기반의 웹 크롤러(Web Crawler)를 사용하여 청취자들이 

작성한 사연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 형태(.txt)로 저장한다. <그림 

7>은 실제 사연을 웹 크롤링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것이다. 

 

http://www.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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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라디오 사연의 구성 

 

 라디오 사연은 일반적으로 위의 <그림 7>과 같이 구성된다. 

노란 부분은 청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이고 붉은 

부분은 에피소드에 따라 작성자의 상황과 감정에 어울리는 듣고 

싶은 음악을 기재한 부분이다. 사연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것으로 약 1년간의 데이터, 총 20,000여 개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사연들 중에서 광고성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연, 내용이 없는 사연 등의 노이즈(Noise)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바 기반 필터링(Filtering)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노이즈 데이터를 최대한 제거하려고 했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사연, 특정 가수의 팬이 작성한 의미 없는 

사연 등은 필터링 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연의 

개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숫자로 판단되어 실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필터링 알고리즘을 거친 사연 데이터는 

총 15,470개로, 이 사연들 중에서 14,470개는 시스템의 학습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개의 사연은 실험을 위하여 사용 했다. 

사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기 위한 단계는 <그림 8>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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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라디오 사연 수집 및 분류 

 

1,000개의 사연은 전체 15,470개의 사연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것으로, 에피소드 부분과 별개로 신청곡을 따로 추출하는 

수작업을 거쳤다. 신청 곡을 따로 추출한 이유는 시스템 평가 

부분에서 음악추천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적합성을 구하기 

위해 미리 표기 해 놓은 것이다. 이 1,000개의 사연이 포함하는 

신청곡의 빈도수에 따라 곡들을 정렬하고 이 중 상위 10곡에 

해당하는 사연을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상위 10곡에 대한 

사연은 292개이다. 아래의 <표 3-1>은 상위 10곡의 노래 제목과 

해당 곡을 신청한 사연의 개수이다. 

 

 

 

 

 

 

 

 

 

 



 

 17 

<표 3-1> 청취자가 신청한 상위 10개의 노래 

가수-노래 제목 신청한 사연의 개수 

권진원- 

Happy Birthday to You 
41 

지드래곤- 

Heartbreaker 
40 

김남길- 

사랑하면 안되니 
37 

이적- 

다행이다 
37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28 

이승기- 

나랑 결혼해줄래 
24 

소녀시대- 

힘내 
22 

2ne1- 

I Don’t Care 
22 

변진섭- 

눈물이 쓰다 
21 

김태우- 

사랑비 
20 

총 10곡 292개 

 

 

2. 형태소 분석 

 

사연을 단어의 집합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국민대학교 

강승식교수가 연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17]. <그림 9>는 위에서 언급한 <그림 7>의 사연을 

형태소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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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라디오 사연을 형태소 분석한 결과 

 

형태소 분석한 사연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는 총 100,000여 

개이다. 형태소 분석기가 띄어쓰기 오류, 오타 등은 자동으로 

고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 빈도수가 5 이하인 단어들은 

띄어쓰기 오류, 오타 혹은 은어 등으로 간주하고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총 79,579개의 단어로 구성된 목록을 작성하였다. 각 

사연은 이 단어 목록을 사용하여 단어 등장 빈도수를 구해 

벡터화하였다. 

 

3. Latent Semantic Analysis (LSA)를 통한 문서 분석 

 

한 사연에는 평균적으로 40여개의 단어가 사용 된다. 전체 단어 

목록의 개수, 79579개에 비해서 한 사연에 사용되는 단어의 개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각 사연들을 표현하는 벡터는 매우 밀도가 낮은 

벡터이다. 이 벡터들을 모아서 79,579(단어 개수) x 14,710(문서 

개수) 행렬을 만들면, 각 열은 사연에서 사용 된 단어 빈도수를 

벡터로 표현한 값인데 이 벡터는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행렬 

역시 매우 낮은 밀도로 표현된다. 따라서 각 열끼리 단순 비교를 

통하여 사연간의 유사도를 구하면 의미있는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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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총 79,579개의 단어 중 한 사연을 표현하는 단어는 

불과 40여 개이기 때문에 문서 간에 공유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도 단어 벡터의 79,000개 이상이 빈도수 0으로 공통된다. 

그렇게 되면 문서 간의 유사도는 아주 유사한 것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게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 되는 것이 Latent Semantic Analysis (LSA)이다. 

 

LSA는 각 문서를 표현하는 단어들 사이의 숨겨진 변수들을 

찾아내어 밀도가 낮은 단어-문서 행렬을 가공해주는 알고리즘이다. 

LSA는 자연어 분석 기법에서 많이 쓰이며 키워드 매칭으로 찾을 

수 없는, 의미가 가까운 문서-문서, 단어-단어 그리고 단어-

문서를 찾을 때 사용 된다. LSA에서 중요한 단계는 바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하 SVD)이다. SVD는 직사각형의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이다. 임의의 m x n 의 행렬 M이 있다고 하면 

SVD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 된다. 

 

M = USVT 

 

여기서 U는 각 열이 직교(orthogonal)하면서 법선(normal)인  

m x m의 유니터리 행렬(unitary matrix)이고 S는 m x n의 대각 

행렬(diagonal matrix), 그리고 V는 n x n의 유니터리 

행렬(unitary matrix)이다. S의 대각선 값들을 특이 값이라고 하고 

분해 된 행렬을 재 구성할 때 몇 개의 특이 값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M과 유사해진다. 이를 이용하면 한 문서가 여러 개의 

단어로 표현 되었을 때 SVD를 통하여 k차원의 벡터로 데이터를 

축소 해 줄 수 있다. 여기에서 k는 위에서 언급한 S의 특이 값 

개수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연의 단어 빈도수 벡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U를 이용하여 같은 공간으로 투사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값을 10,000으로 설정하여 79,579 x 

14,710행렬을 10,000 차원으로 축소하고 79,579 x 10,000의 

학습 행렬 U를 구한다. 이 U와 10,000 x 10,000의 S를 곱하여 

변환 행렬을 만들어 학습시킨다. 79,579개의 단어가 차원 축소된 

10,000차원에 투영되면서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단어는 근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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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어 간의 유의미한 유사도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실험 데이터인 79,579 x 292의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문서 간의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 실험 데이터인 292개의 사연 

간의 유사도, 즉 문서 간의 유사도는 평가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4. 사연의 유사도 기반 음악 추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악 추천시스템은 인풋(input) 사연과 

가장 유사한 사연을 찾아 그 사연에서 신청한 음악을 추천한다.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사연간의 유사성에 따라 사연을 정렬하고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미 학습 되어 있는 데이터와 같은 

공간으로 투사된다. 그리고 가장 유사한 사연에서 작성자가 신청한 

음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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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평가 

 

 

제 1 절 실험 방법 

 

제안한 음악 추천시스템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두 단계의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1>은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지표인 Mean Average Precision (MAP), Mean 

Reciprocol Rank(MRR)을 구한다. 기존 음악 추천 시스템의 경우, 

문서간의 유사도 보다는 사용자의 상품 구입 로그데이터 및 음악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MAP, MRR 등의 지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MAP, MRR은 문서의 유사성을 고려한 검색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본 연구는 문서의 유사성에 따른 음악 

추천 시스템이기 때문에 MAP, MRR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다른 추천 시스템과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랜덤 기반으로 

실험 사연을 뽑았을 때의 MAP, MRR과 비교한다. <실험 2>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노래가 청취자에게 얼마나 적합한 추천으로 

인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고 음악을 듣는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은 스마트폰과 데스크탑에서 모두 실행 가능하도록 제작 

되었다. 

 

1. 객관적 지표 실험 

 

정보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정확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이다.  

 

정확도는 쿼리 (Query)에 응하여 시스템이 가져오는 목록 

중에서 쿼리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 개수의 비율이고 재현율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관련 있는 데이터 목록 중에서 시스템이 쿼리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한 비율이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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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와 재현율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정확도 =  
쿼리  결과 검색된  관련  문서의  개수

쿼리  결과  검색된  총 문서의  개수
 

재현율 =  
쿼리  결과 검색된  관련  문서의  개수

전체  관련  문서의  개수
 

 

이 중 본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정확도를 

사용하였다. 

 

 문서간의 유사도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Cosine Similarity)과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Euclidean Similarity)을 사용하였다.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은 벡터와 벡터 간의 각도를 구하는 방식이고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은 벡터와 벡터 간의 실질적인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과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Cosine Similarity =  
A ∙  B

 A  B 
=

 Ai × Bi
n
i=1

  (Ai )
2n

i=1 ×   (Bi )
2n

i=1

 

 

Euclidean  Similarity =    (qi − pi )
2

n

i=1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과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을 

통하여 쿼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정렬한 후 위의 정보검색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각 쿼리의 정확도를 구하였다. 총 292개의 사연을 

각각 쿼리로 사용하여 정확도를 구하고 각 노래에 대하여 Mean 

Average Precision (MAP)을 구하였다. 

 

MAP는 특정 쿼리의 모든 정확도를 평균한 것이다. 쿼리 qj ∈ 

Q와 관련 된 문서들이 {d1,…,dmj}이고 Rjk는 문서 dk가 검색 될 

때까지의 검색 된 결과의 상위 집합일 때 MAP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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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Q =
1

|Q|
 

1

mj

|Q |

j=1

 Precision(R jk )

mj

k=1

 

 

최근 정보검색 연구에서는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MAP@5와 MAP@10, 즉 쿼리에 대한 검색결과 상위 5개, 

상위10개의 MAP를 구하는 척도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역시 제안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MAP@5와 MAP@10을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각 쿼리를 줬을 때 쿼리와 관련된 사연이 

가장 먼저 나온 등수를 구하기 위하여 Mean Reciprocal Rank 

(MRR)이라는 척도를 사용한다. MRR 역시 정보검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쿼리 qi ∈ Q를 줬을 때 관련된 문서가 가장 

먼저 검색된 순위의 역수를 취해서 각 쿼리에 대한 결과를 평균 

내는 것이다. 

 

MRR =
1

 Q 
 

1

rank i

 Q  

i=1

 

 

객관적 지표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292개의 사연 

데이터를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습 데이터로 구해진 학습 

행렬 U를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 292개의 사연을 축소된 공간에 

투사해준다. 투사 된 공간에서 각 사연을 나머지 291개의 사연과의 

거리를 구하고 가까운 순서로 정렬한 후,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 

지표인 MAP@5, MAP@10, MRR을 구한다. 

 

2. 주관적 지표 실험 

 

음악의 선호도에 있어서 개인적인 취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우울할 때 잔잔한 단조의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신나는 장조의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객관적인 지표가 시스템 적합성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유사한 사연을 잘 찾는지를 확인하였다면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서는 이용자 적합성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한 

음악이 사연과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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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지표를 모으기 위한 설문 실험은 웹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다수의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스마트폰에서도 참여 가능하게 제작 

되었다. 설문 페이지는 http://147.47.120.243의 주소를 가진다. 

설문 실험 설계는 다음의 4단계로 나눈다. 

 

1. 신청 곡이 기재된 1,000개의 사연 중에서 랜덤으로 10개의 

사연을 뽑고 사연에서는 신청 곡을 삭제한다. 

2.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실험 사연과 가장 유사한 

사연들을 코사인 기반 유사도 측정 방법과 유클리디안 기반 

유사도 측정 방법을 통해 1개씩 검색한다. 

3. 각 실험 사연마다 실제로 작성자가 신청한 음악,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유사한 것으로 검색된 사연에 신청되어 있는 

음악 각 두 곡, 그리고 1,000개의 사연 중에서 랜덤으로 뽑은 

사연에 신청되어 있는 음악을 각 사연마다 제공하여 총 4개의 

음악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노래마다 제목과 가수 정보를 주고 실제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1(매우부적합), 2(부적합), 3(보통), 

4(적합), 5(매우적합)점의 척도로 사연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실험의 인터페이스는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로 첫 페이지에서 

설문에 관한 설명이 있고 다음 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에 사연이 한 

개씩 제공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연의 오른편으로 위 

단계에서 언급한 4개의 음악을 랜덤 순서로 나열하고 각 

음악마다 사용자가 평가를 할 수 있다. 최근 흔히 사용되는 mp3 

음원은 44.1khz의 샘플링 레이트 (Sampling Rate)와 128kbps의 

비트 레이트 (Bit Rate)를 가진다. 하지만 이 설문 웹 페이지는 

한 페이지에 음악 데이터가 4개씩 있기 때문에 일반 mp3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이 심하기에 다운 샘플링 

(Down Sampling)을 해야만 했다. 본 실험은 사연과 음악이 

어울리는지를 실험하는 것이었기에 음원의 선명도는 실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샘플링 레이트를 11.025khz, 

http://147.47.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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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트 레이트를 32kbps로 기본의 1/4으로 다운 샘플링 

하여 데이터 사이즈를 1/4으로 줄였다. 실험에 사용된 인터넷 

페이지 인터페이스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설문 웹 사이트 

 

사용자 설문조사 데이터는 2주간 지속 된 웹 기반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 되었다. 20-30대의 남녀 참여자는 전체 59명이었고 이 

중 문항에 대한 답이 없는 데이터는 실험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무효 설문데이터를 제외하고 56명의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제 2 절 실험 결과 및 분석 

 

1. 객관적 지표 결과 

 

앞에서 설명한 수식을 이용하여 각 사연을 쿼리로 하고 같은 

노래를 신청한 사연들의 집합을 쿼리 집합 {Q1, Q2,…, Q10}으로 

했을 때 각 Qi에 대한 MAP@5는 다음 <표 4-1>와 같다. 먼저 

언급한 것과 같이 MAP는 정보 검색에서 자주 사용 되는 지표로 

추천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용 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랜덤으로 

추천해준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의 MAP@5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26 

<표 4-1> 각 노래에 대한 MAP@5 

No. 
가수-노래 제목  

(쿼리 Qi)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안  

유사도 

랜덤 

유사도 

1 
권진원- 

Happy Birthday to You 
0.49 0.44 0.29 

2 
지드래곤- 

Heartbreaker 
0.41 0.43 0.43 

3 
김남길- 

사랑하면 안되니 
0.45 0.38 0.35 

4 
이적- 

다행이다 
0.34 0.34 0.27 

5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0.34 0.46 0.29 

6 
이승기- 

나랑 결혼해줄래 
0.43 0.33 0.32 

7 
소녀시대- 

힘내 
0.40 0.33 0.37 

8 
2ne1- 

I Don’t Care 
0.75 0.64 0.23 

9 
변진섭- 

눈물이 쓰다 
0.46 0.45 0.26 

10 
김태우- 

사랑비 
0.29 0.33 0.32 

평균 0.44 0.41 0.31 

 

모든 쿼리에 대한 평균 MAP@5는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으로 

실험 데이터를 정렬한 것은 0.44이었고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으로는 0.41이 나와 코사인 측정 방식이 근소하게 높게 나왔다. 

위의 <표 4-1>을 보면 2ne1의 ‘I Don’t Care’가 가장 높은 

MAP@5 수치를 기록하였고 반면에 김태우의 ‘사랑비’가 가장 

낮은 MAP@5 수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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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알고리즘과 랜덤을 이용한 음악별 MAP@5 

 

MAP@5의 경우에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과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랜덤 기반보다는 대체로 

높은 수치롤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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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Qi에 대하여 검색된 상위10개의 값으로부터 구한 

MAP, 즉 MAP@10의 결과이다.  

 

<표 4-2> 유사도 측정 방식별 MAP@10 

No. 
가수-노래 제목  

(쿼리 Qi)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안 

유사도 

랜덤 

유사도 

1 
권진원- 

Happy Birthday to You 
0.36  0.32  0.13  

2 
지드래곤- 

Heartbreaker 
0.28  0.28  0.22  

3 
김남길- 

사랑하면 안되니 
0.29  0.24  0.17  

4 
이적- 

다행이다 
0.22  0.21  0.17  

5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0.22  0.14  0.17  

6 
이승기- 

나랑 결혼해줄래 
0.29  0.19  0.16  

7 
소녀시대- 

힘내 
0.24  0.21  0.26  

8 
2ne1- 

I Don’t Care 
0.60  0.51  0.13  

9 
변진섭- 

눈물이 쓰다 
0.34  0.33  0.15  

10 
김태우- 

사랑비 
0.18  0.15  0.15  

평균 0.30 0.2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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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알고리즘과 랜덤을 이용한 음악별 MAP@10 

 

MAP@`10의 경우에도 역시 2ne1의 ‘I Don’t Care’가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과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고, 랜덤기반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4.5배 이상의 

성능 향상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 MAP@10보다는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 MAP@10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 객관적인 지표로 MRR이 있다. MRR은 검색 결과에서 

쿼리와 유사한 문서가 평균적으로 몇등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등수는 값이 작을수록 좋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과 값이 크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이 판단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등수의 역수를 구한다. 각 쿼리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측정 기반 MRR와 유클리디안 측정 기반 MRR는 <표 4-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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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유사도 측정 방식별 MRR 

No. 
가수-노래 제목  

(쿼리 Qi)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안 

유사도 

랜덤 

유사도 

1 
권진원- 

Happy Birthday to You 
0.47  0.42  0.08  

2 
지드래곤- 

Heartbreaker 
0.36  0.37  0.16  

3 
김남길- 

사랑하면 안되니 
0.32  0.23  0.10  

4 
이적- 

다행이다 
0.25  0.22  0.10  

5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0.21  0.07  0.11  

6 
이승기- 

나랑 결혼해줄래 
0.34  0.23  0.06  

7 
소녀시대- 

힘내 
0.31  0.28  0.10  

8 
2ne1- 

I Don’t Care 
0.61  0.52  0.05  

9 
변진섭- 

눈물이 쓰다 
0.50  0.47  0.07  

10 
김태우- 

사랑비 
0.14  0.10  0.06  

평균 0.35 0.29 0.09 

 

랜덤 기반의 MRR과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해진 MRR은 다음 

<그림 13>에서 비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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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알고리즘과 랜덤을 이용한 음악별 MRR 

 

MRR 역시 2ne1의 ‘I Don’t Care’ 가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정 

방식과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식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대체적으로 코사인기반 이 유클리디안 기반보다 높게 나왔다. 

알고리즘을 랜덤으로 추천해주는 것과 비교했을 경우 적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의 시스템 성능의 효과를 보여준다.  

 

2ne1의 ‘I Don’t Care’는 위에서 보여준 결과와 같이 모든 

척도에서 평균보다 꽤 높은 결과가 나왔다. 실험 데이터 사연 

292개 중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22개를 하나씩 

살펴보니, 한 학생이 여러 날에 걸쳐 신청한 사연이 6개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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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1 

 

 

<그림 15>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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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3 

 

그 중 3개의 사연에서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학’, 

‘공부’, ‘힘들다’, ‘힘내다’ 와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비슷한 상황과 감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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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4 

 

 

<그림 18>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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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2개의 사연에서는 아빠를 걱정하는 내용의 사연으로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고, 아래 사연도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으로, 위의 사연과 유사하게 걱정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그림 19>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6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연으로 보이지만 비를 맞은 

내용에 관한 유사한 상황의 글이 2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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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7 

 

 

<그림 21> 2ne1의 ‘I Don’t Care’를 신청한 사연 #8 

 

2ne1의 ‘I Don’t Care’ 을 신청한 22개의 사연 중 반 이상은 

‘힘들다’, ‘슬프다’, ‘우울하다’, ‘힘내다’ 의 단어를 포함하는 내용의 

사연으로, 이는 시스템이 유사한 사연을 효과적으로 찾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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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의 사연은 같은 음악을 신청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에 힘을 싣는다.  

 

또한 이승기의 ‘나랑 결혼해줄래’와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는 신청 사연의 목적이 분명할 것이라 예상되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이승기의 ‘나랑 결혼해줄래’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해당하는 사연도 각각 

살펴본 결과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를 신청한 사연은 

41개의 사연 중 1개만을 제외하고 모두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생일을 축하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연의 내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아 

슬프다거나 자신의 생일이라 놀러간다는 내용,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엄마의 생신, 남편의 생일과 같이 축하하는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그에 따른 에피소드가 상이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승기의 ‘나랑 결혼해줄래’에 해당하는 사연은 이성친구와의 

기념일, 결혼기념일, 청혼, 생일 축하, 상견례, 이성친구 혹은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사연의 내용이 나뉘어 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적의 ‘다행이다’ 역시 좋은 결과를 예상했으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축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인만큼 배우자에 

관한 사연이 많았으나, 고마움, 다툼, 기념일, 걱정 등 배우자에 

관한 각양각색의 에피소드로 글의 유사성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련하여 사연을 좀 더 세분화한 클러스터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다행이다’의 제목 그대로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이만하길 다행이다’의 내용을 담은 사연들도 있었다. 음악을 신청할 

때, 음악의 가사, 템포 외에 제목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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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길의 ‘사랑하면 안되니’, 변진섭의 ‘눈물이 쓰다’, 김태우의 

‘사랑비’는 인기유행곡으로 라디오 사연의 수집 기간 중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신청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변집섭의 

‘눈물이 쓰다’를 신청한 사연은 모두, 노래의 제목과 분위기에 맞게 

무거운 내용, 밝지 않은 내용이었다. 작성자의 비슷한 상황을 잘 

반영한 문서 유사도에 의해 평균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  

 

김남길의 ‘사랑하면 안되니’는 평균에 근접한 의외의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 곡은 인기 드라마의 OST였던 히트곡으로 사연의 

내용에 상관없이 신청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외의 결과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하는 김남길에 관한 

내용의 사연과 김남길의 팬이 되었다는 내용의 몇몇 매우 유사한 

사연을 발견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서유사도에 힘을 실어 

주었다. 

 

2. 주관적 지표 결과 

 

설문 실험은 총 56개의 유효한 데이터가 있었고 각 사연에 

대하여 사연을 작성한 사람이 신청한 음악 한 곡, 알고리즘이 

추천한 음악 두 곡, 그리고 랜덤 기반으로 추천된 음악 한 곡, 총 

4곡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각 추천된 음악에 

대한 사연과의 연관성 평균 점수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사연과 음악간의 적합성 설문 조사 결과 

사연 ID 
실제 

신청곡 

코사인 기반 

추천곡 

유클리디안 

기반 추천곡 

랜덤 

추천곡 

1 1.78  2.02  2.69  1.78  

2 4.00  2.26  3.16  4.00  

3 4.21  3.73  2.60  4.21  

4 3.77  2.58  3.47  3.77  

5 3.05  3.03  3.40  3.05  

6 3.42  2.13  3.37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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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44  4.18  2.74  4.44  

8 2.44  2.33  2.29  2.44  

9 3.68  3.82  2.57  3.68  

10 2.66  2.32  2.97  2.66  

 

위 결과를 토대로 실제 신청곡과 나머지 3곡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실제 신청곡과 코사인 기반 추천곡간의 상관계수는 

0.67로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실제 신청곡과 

유클리디안 기반 추천곡간의 상관관계는 0.19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실제 신청곡과 랜덤 추천곡간의 상관계수는   

-0.20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상관 관계로 미루어 보아 

응답자들은 코사인 기반으로 추천해준 음악이 실제 신청곡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음악이 사연과도 

어울린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사연 1, 8, 10의 

경우에는 실제 신청곡도 사연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만큼 문서 유사도를 통해 추천 된 음악 역시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추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사연에 대한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사연을 이용하여 각 음악에 대한 평균 

점수를 구한 것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각 음악별 평균 청취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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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22>에서 보여주듯이 피실험자들은 설문의 해당 

사연에서 작성자가 신청한 음악은 대체적으로 사연에 어울린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연간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설문의 해당 

사연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사연의 신청곡은 정답인 실제 

신청곡보다는 평균점수가 낮았지만 보통에 해당하는 3점보다는 

높게 나옴으로써 대체적으로 어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코사인과 

유클리디안 기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데이터의 유의미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신청곡과의 유의수준(p-value)을 구하였다. 코사인 기반 추천곡은 

p>0.05에 해당하는 0.076의 값을 얻음으로써 실제 신청곡과 

코사인 기반 추천곡 간의 데이터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유클리디안 

기반 추천곡은 0.07, 랜덤 기반 추천곡은 0.003의 값으로 

p<=0.05에 해당하는 값을 얻었다. 이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유의하고 실제 신청곡과의 데이터 간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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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컨텐츠의 증가와 함께 음악 추천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음악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콜드 스타트 문제 외에도 사용자가 음악을 듣고자 

하는 순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디오 사연을 이용하여 이용자 적합성을 높이는 

음악추천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서 간 유사도를 통한 음악추천시스템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라디오 사연으로부터 청취자들의 상황과 그에 따르는 

신청곡 데이터를 수집하고 LSA를 통하여 학습 모델을 구축한다. 

새로운 사연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학습 모델을 통하여 

유사한 사연들을 찾고 가장 유사한 사연의 신청 곡을 추천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구한다. 

객관적인 지표는 같은 노래를 신청한 사연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함으로써 사연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과 감정이 신청한 곡과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특정 사연들에 

있어서 듣고싶은 음악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악을 추천하는데 있어 상황과 감정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라디오 

사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관적인 지표를 구하는 과정은 추천되는 음악이 대중적인 공감을 

형성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사연에 제공 된 4곡의 

음악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설문 평가를 한다. 이 역시 특정 



 

 42 

사연들에 관해 추천 된 노래에 대하여 응답자는 높은 점수를 

평가하였다. 

 

 앞서 보여준 결과에 의하면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추천곡이 

의미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문서 기반 음악 추천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노래를 듣고자 하는 순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사용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 부분과 그 상황에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는 신청곡으로 구성된 라디오 사연을 이용하여 음악 

추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위해 수집한 라디오 사연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것으로 약 1년간의 데이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의 유행곡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오후 4시에 

방송되는 특정 시간대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수집했기 

때문에 청취자가 특정 연령대에 치우쳐졌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수집 범위를 넓혀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보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된 라디오 사연은 사용자들이 특정 템플릿 

없이 작성된다. 이에 따라 철자 오류, 띄어쓰기 오류 등 문서 

데이터 자체에서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재 제공 된 

형태소 분석기는 띄어쓰기 및 철자 오류는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기 

때문에 노이즈 데이터에 대하여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오류의 상대적인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보안할 수 있고, 형태소 분석기의 개선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음악추천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악추천시스템은 사용자의 과거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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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데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인 콜드 스타트 문제(Cold Start 

Problem)를 해결해 줄 것이다.  

 

 또한 문서 유사도 기반 음악추천시스템은 최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혹은 다이어리의 글을 통해 

음악을 추천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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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ic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Radio Episode 

Analysis 
 

Lee Myoung a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provided us accessibility to 

abundant amount of data. However, such abundance in 

accessible data doesn't directly satisfy the user's need for 

information. Therefore, research in automatic analysis of music 

contents is increasing and many commercial companies provide 

recommendation service to end users. 

 

 There are three different types of music recommendation 

based on the recommending algorithm: 1) Collaborative 

Filtering music recommender which uses a large database of 

user's preference to recommend music, 2) Content-based 

Filtering music recommender which analyzes the music content 

using musical features to discover similar music, and 3) hybrid 

music recommender which combines the advantages of the two 

methods described above. The problem with these approaches 

is that they don't consider user's situational context. Therefore, 

we provide a music recommender that use radio episodes. In 

each radio episodes, the user's situational context is provid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sic recommend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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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radio episode analysis. In Korea, radio station DJ 

introduces the radio episode, written by the audience. These 

radio episodes are associated with reqeust songs and the DJ 

plays this song. In some occasions where the request song is 

missing, the DJ selects a song that suits the radio episode.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usic recommender 

that acts as this radio DJ. 

 

 Our algorithm gathers radio episode data from www.imbc.co.kr 

via webcrawler and performs morpheme analysis to create a 

word-document matrix. Then LSA (Latent Semantic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word-document matrix to find the semantic 

meanings of the episode. Once the semantic meaning is 

discovered, the similarity between episodes is calculated. Our 

assumption is that if episodes are similar then the requested 

song would be similar as well. 

 

There are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in the 

evaluation to make sure the possibility of this system. The 

objective indicator evaluates if the suggested algorithm finds 

similar episodes well. The subjective Indicator evaluates if the 

suggested music matches with the specific episode. 

 

The result of the objective indicator showed that the algorithm 

found similar episodes better than random based approach. This 

proved that it is possible to recommend music by solely 

analyzing text data. The result of the subjective indicator 

showed that there is high similarity between the actual song 

request and the song provided by our algorithm.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ong recommended by our algorithm matched 

the situational information written in the radio episode.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is that by analyzing 

purely the textual data written by individuals, our algorithm was 

http://www.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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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to extract contextual information of the users and was able 

to recommend music based on the contextual information. Also, 

since our algorithm is based on textual information, it will be 

possible to implement the algorithm in SNS and diaries to 

recommend music. 

 

Keywords : Radio Episode, Music Recommendation, Latent 

Semantic Analysis(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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