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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콘텐츠 소비 시장의 트렌드는 디지털화, 모바일화 

되었고 이용자들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높아진 접근성은 콘텐츠 선택의 어려움을 야기하였고 

음악, 영상, 책, 논문, 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항목을 선별해주는 추천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다. 특히 음악의 

경우, 하루 평균 발매되는 음원의 수가 수만 곡에 이르며 이를 모두 

듣고 선호하는 음악을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이 등장하였고 그 중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며 그 실효성을 입증했지만, 희소성 

문제 및 콜드스타트 문제와 같은 피드백 정보의 특징에서 오는 한계점과 

아이템의 내용적 유사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새롭게 발매된 음악과 같이 사용자 피드백 정보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협업 필터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음악 신호에 딥러닝을 활용하여 곡의 평점을 예측하는 내용기반 추천 

방법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오디오 신호 만을 입력으로 사용하기에 음악적 

분위기를 비롯한 사용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서정적, 의미론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디오 신호에 

분위기와 같은 음악의 서정적, 의미론적 특징을 반영하는 가사 정보를 

추가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단 벡터 모델,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을 활용해 다양한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추출한 특성들로 음악 추천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합성곱 신경망 모델(CNN)을 적용하여 입력 

특성과 평점 특성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한다.  

 



 

 ii 

제안하는 방법은 222,780명의 사용자의 청취 이력으로 구성된 테스트 

데이터에서 0.06의 mAP, 0.151의 평균 NDCG를 달성하였다. 0.045의 

mAP, 0.139의 평균 NDCG를 달성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사용자 

1,000명의 샘플을 추출하여 t-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피드백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콜드스타트 상황에서의 제안하는 특성이 기존 방식에 추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한 특성을 활용하여 연관곡 검색을 

수행한 결과, 다양한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고 추천의 결과의 

해석가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추천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주요어 : 음악추천, 음악검색, 기계학습, 딥러닝, 가사정보, 음악신호 

학   번 : 2016-2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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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기술적 발달로 인하여 대규모 정보의 유통 및 보관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디지털, 모바일 환경 하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제 음반 산업 

협회(IFPI)의 2017년 디지털 음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음악 소비 

규모는 전년대비 8.9% 상승했으며 음악 스트리밍의 경우 전년대비 

62.4%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그림1]. 이러한 환경 하에서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수 많은 음악 콘텐츠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1] 높아지고 있는 음악의 수요 

 

높아진 접근성은 수 많은 음악 컬렉션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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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였고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검색하는 것은 힘들어졌다. 

일례로 전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 ① 의 

경우 하루에 새롭게 발매되는 음원의 수가 수만 곡에 이르며, 하루에 

등장하는 수만 곡의 곡 중 사용자가 새로운 음악을 모두 듣고 선호에 

맞는 음악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림2] 전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선별해주는 음악 추천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고 1990년대 이래로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영상 

콘텐츠 대여 서비스인 넷플릭스(Netflix)②의 경우 전체 비디오 대여의 

2/3이 자체 개발한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고, 

                                            
①
 https://www.spotify.com/ 

②
 https://www.netfl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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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Amazon) ③ 의 경우 매출의 1/3이 추천에 의해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다[1],[2]. 

 

추천 시스템의 목적은 사용자가 소비하지 않은 아이템 중 

선호/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템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3]. 추천 

시스템은 크게 음악 내용기반 추천, 상황기반 추천, 협업 필터링, 두 

방법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추천 

알고리즘 중 협업 필터링 방법은 성능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으로 

상업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며 그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각 아이템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를 활용하여 

추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드백 정보가 희소한 곡 또는 새롭게 

발매되어 피드백 정보가 없는 경우 추천이 이뤄지기 어려우며 아이템의 

내용 간 유사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림3] 아마존(Amazon)의 추천 서비스 

                                            
③
 https://www.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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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피드백 정보 만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은 전체 사용자의 

음악 청취 패턴을 활용해 사용자의 선호를 예측할 뿐 아이템의 내용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 선호에 대한 추천은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행렬 분해(matrix factorization)를 활용한 협업 필터링 

방법의 경우, 사용자 및 아이템의 특성을 결정하는 잠재 요인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요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기 어렵다[4]. 

 

[그림4]와 같은 음악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는 추천 서비스는 

이제 시작 단계로 전문가에 의한 분류 또는 사용자 태그를 활용하여 

규칙 기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모든 곡에 대한 태그 정보가 

필요하고 체계화가 되지 않은 소극적 추천 서비스이기에 개인화가 

불가능하다. 

 

[그림4] 음악의 의미론적 특징을 반영하는 음악 추천 서비스 

 

내용기반 추천 방법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한 음원에 

적용 가능하고, 가사 정보와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사용해 사용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서정적, 의미론적 특성을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이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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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에서 연구 목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음악 검색 및 추천을 위한 내용기반 

특성 추출 및 추천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내용적 특성을 발굴하는 것과 기존의 오디오 기반 

내용기반 추천 방식[7]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콜드스타드 

상황에서의 음악 추천 모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디오 신호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정적, 의미론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사 정보에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수준(state-of-the-art)의 성능을 달성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성 추출 및 음악 추천을 

진행하였다. 내용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 추출을 위해 문단 벡터 

모델(paragraph vector)[28]과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self-attention 

mechanism)[44]을 활용하였다. 추출한 입력 특성들과 사전에 가중 

행렬 분해(weighted matrix factorization)[31]를 통해 추출한 각 곡의 

평점 특성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하였고, 이를 오디오 

신호만을 입력 특성으로 사용한 사용한 기존 방법[7]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 추천 및 검색에서 사용하는 내용적 특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음악의 다양한 내용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추천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추천 시스템의 기본적인 

방법들과 딥러닝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로 오디오와 

텍스트를 활용한 추천 연구와 텍스트 특성 추출에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과정과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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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 특성들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음악 추천 모델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와 추천 정확도 평가 및 발굴한 특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관곡 탐색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한계점 및 연구의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 논의한다.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들을 설명한다. 이론적 배경에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음악 추천 시스템의 기본적인 방법들과 딥러닝 연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관련 연구에선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선행 연구로서 

오디오를 활용한 내용기반 추천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텍스트 기반 추천 연구들과 

텍스트 특성 추출에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본다. 

 

제 1 절 이론적 배경 
 

2.1.1 음악 추천 시스템 

 

음악 추천 시스템이란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필터링 기술로 

특정 사용자의 특정 음악에 대한 선호를 예측하거나 특정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음악의 집합을 추천하는 데 사용된다[10]. 여기서 

사용자의 선호는 사용자가 아직 듣지 않은 음악에 대해서 추후 사용자의 

그 음악에 대한 청취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듣지 않은 노래들에 대해 청취 여부를 예측하고 예측 

값이 높게 나온 곡들을 해당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추천 시스템은 추천 방법에 따라 협업 필터링, 내용기반 필터링,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이 있으며 아래에서 앞의 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8]. 

 

2.1.1.1 협업 필터링 

 

협업 필터링 방법은 넷플릭스, 아마존을 비롯하여 실제 상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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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널리 활용되며 그 실효성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Netflix 

Prize[11]를 통해 학술적으로도 널리 연구된 추천 방법이다. 사용자의 

특정 아이템에 대한 기호 정보(taste information)에 따라 사용자의 선

호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과거 선호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

라는 근본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기호 정보로 

사용되는 특성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사용자의 시청 또는 청취 이력

을 비롯한 암시적 피드백(implicit feedback)과 평점, 기호와 같은 명시

적 피드백(explicit feedback)이 존재한다. 초기의 메모리-기반 협업 필

터링 방법론은 크게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에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고객

들을 식별해내는 사용자 기반 방법(user-based)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아이템들을 식별해내는 아이템 기반 방법(Item-based)을 활용하여 계

산된 유사도에 근거하여 추천 목록을 생성한다[21]. 이후 베이지안 빌

리프 네트워크(bayesian belief network) 모델[22], 클러스터링 모델

[23], 행렬 분해 모델[24]과 같은 다양한 기계 학습 방법이 협업 필터

링 방법에 적용되었고 행렬 분해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다.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선호가 인기 있는 아이템에 

집중되기 때문에 추천 결과가 인기있는 아이템에 집중되는 대중성 

편향(popularity bias)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용자가 모든 아이템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 행렬의 정보가 희소하다는 

문제(sparsity)가 있으며 음원이 새롭게 발매된 상황과 같이 완전한 

콜드스타드(cold start)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2.1.1.2 내용기반 필터링 

 

내용기반 추천 방법은 아이템의 특성을 분석하여 내용적 유사성을 

도출하고 도출한 특성(feature)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선호했던 아이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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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법이다. 아이템의 특성은 추천이 이뤄지는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텍스트 기반 문서 추천의 경우, 전통적으로 

토큰화(tokenization), 불용어(stop words) 제거, 어간 

추출(stemming) 등 전처리 작업을 거쳐 단어 벡터를 생성한 후 각 

단어들의 빈도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문서의 특성을 정의한다. 음악 

추천의 경우 곡의 음향적 특성을 추출하여 노래 간의 유사성을 도출한 

후 사용자가 과거에 가장 선호했던 노래와 가장 유사한 노래를 찾아 

사용자에게 추천해준다[25]. 내용기반 추천은 단어의 빈도, 음악 신호와 

같은 아이템의 내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협업 필터링 방법과는 다르게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템의 내용적 특징을 

반영한다. 또한 추천의 이유를 내용적 유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기반 추천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은 해당 아이템의 

내용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특성들을 추출하는 것에 있다. 음악에 

있어서 내용적 특징은 크게 음향적 특성과 비음향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음향학적 특성으로는 리듬(rhythm), 화성(harmony), 

음색(timbre), 음악적 빠르기(tempo), 조성(key) 등이 있으며 

비음향적 특성으로는 분위기(mood), 스타일(style), 장르(genre), 

가사의 의미 등 가사 정보 및 태그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정보들이 

있다. 

 

내용기반 음악 추천은 협업 필터링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지만, 

아이템의 유사성을 제외한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또한 오디오 및 

가사 정보를 제외한 특성의 경우 완전한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원에 대해선 사용자 태그와 같은 정보는 

활용하기 힘들다.  

 

2.1.2 딥러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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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정보와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입력으로 분석하는 내용기반 

추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고자 한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발전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 뇌의 뉴런과 

유사한 정보 입출력 계층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음성 인식, 이미지 분석,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해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사례들이 있다[27]. 최근에는 생성 모델(generative 

model)을 사용해 이미지 및 텍스트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신경망 모델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층(layer)들에서 학습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수들을 조정하게 되며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학습된 모수가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회귀 및 분류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5] 심층 신경망(DNN)의 구조 

 

심층 신경망(DNN)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그림5]와 같이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s),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Layer)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모델은 각 층(Layer)의 뉴런 값과 가중치를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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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후 비선형 변환(Nonlinear transformation)한 형태를 여러 개 

쌓아 복잡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선형 결합한 값을 

비선형 변환하는 함수를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라고 하며, 실제 

출력되어야 하는 정답과 추정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함수를 

손실함수(loss function)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비선형 활성함수로는 

relu, tanh, softmax 등이 있으며 이 함수들을 통해 최종 출력된 결과 

확률 값 중 가장 높은 클래스를 택하는 방식으로 분류 작업이 진행된다. 

손실함수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역전파방법(backpropagation) 

[39]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아무리 복잡한 모델이라도 

연쇄법칙(chain rule)을 통해 모수의 편미분 값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손실 함수로는 수식(1)과 같은 분류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cross-entropy, 수식(2)와 같은 회귀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평균제곱오차(MSE)가 있다. 

 

 

[그림6] 합성곱 신경망(CNN)의 구조 

 

  (1) 

   (2) 

 

합성곱 신경망(CNN)의 경우 컴퓨터 비전 인식 분야에서 사람의 

인식 성능을 능가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한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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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인간은 물체를 인지할 때 픽셀 단위의 

값을 수치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특징을 가지는 물체의 부분 또는 전체를 

인지한다. 합성곱 신경망(CNN)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구조로, 이미지 데이터 같은 2차원 또는 3차원 데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합성곱 신경망(CNN)은 합성곱 층(convolution 

layer), 풀링층(pooling layer), 일반적인 층(fully connected 

layer)으로 구성된다. 합성곱 층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층으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filter, filter의 간격인 stride, 특정 값을 채워 크기를 

조절해주는 padding으로 구성되며, 이 모수들로 인해 출력 크기가 

결정된다. 풀링층은 합성곱 층을 통해 추출한 특징에 공간 

불변성(Spatial invariance) 더해주는 층으로 앞선 합성곱 층의 출력을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풀링층 역시 filter와 stride가 존재한다. 

하지만 filter에 대응하는 입력 값을 선형 결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 

filter에 대응하는 입력 값의 차원을 평균(average pooling) 또는 

최대화(max pooling)를 통해 축소하는 역할을 지니기에 합성곱 층의 

filter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합성곱 신경망(CNN) 핵심인 합성곱 

층과 풀링층은 네트워크의 모수를 비약적으로 줄여주어 전체 모델의 

복잡도를 감소시킨다.  

 

[그림7] 순환 신경망(RNN)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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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신경망(RNN)의 경우, 위의 신경망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비선형 함수를 통해 네트워크를 학습하지만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값을 

추가로 사용한다. 이러한 특성은 내부 메모리에 과거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시간 의존성을 반영할 수 있다. 순환 신경망(RNN)은 시계열 

데이터에 내제되어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유용하기에 자연어 처리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림7]처럼 순환 신경망(RNN)은 은닉 

상태(hidden)와 입력 데이터(input), 결과 노드(output)이 연결되어있다. 

하지만 학습과정에서 은닉 상태들을 연결하는 전이 행렬(U)와 입력 

데이터와 은닉 상태들을 연결하는 행렬(W)가 구해지기 때문에 은닉 

상태를 위한 선형 계산 또는 전이 행렬을 미리 정의해줄 필요가 없다.  

 

순환 신경망(RNN)은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지만, 이전 정보에 대한 

미분값이 0으로 수렴(vanishing gradient)하거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exploding gradient)해버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장기 의존적 

정보는 쉽게 잊어버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블록 내부에 입력/출력/망각이라는 세 가지 게이트를 두어 긴 

시퀀스의 정보를 반영하는 LSTM(long short-term memory)[45]가 

제안되었으며 일반 순환 신경망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제 2 절 관련 연구 

 
2.2.1 오디오 기반 추천 연구 

 

오디오 분석을 활용한 추천 연구로는 음악 신호의 내용적 유사성을 

구한 후 이를 기반으로 내용기반 연관곡 추천을 수행하는 방법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오디오 특성과 사용자 평점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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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신호의 내용적 유사성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리듬(rhythm), 화성(harmony), 음색(timbre), 음악적 빠르기(tempo), 

조성(key) 등의 음향적 특성을 추출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오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장르(genre)와 같은 상징적인 정보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여 임베딩(embedding)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장르 분류의 

경우 전통적으론 MFCC(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와 같은 

특성을 입력으로 활용했지만[41], 최근 비약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딥러닝을 활용한 장르 분류 모델은 주로 STFT(short-time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오디오 파형을 시간-주파수 변환한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을 추출하여 사용한다[그림8].  

 

 

[그림8] 오디오 파형(좌)과 스펙트로그램(우) 

 

추출한 2차원 스펙트로그램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한 합성곱 신경망(CNN)에 입력으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곡에 

해당하는 장르로 분류하게 된다[그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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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CNN 구조를 활용한 장르 분류 모델 구조 

 

음악적 유사성 도출을 위해선 주로 출력(output) 이전의 일반층(dense 

layer)의 값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3) 

 

위에 서술한 내용적 유사성을 활용한 내용기반 추천 방법은 그 

자체로 개인화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Oord 는 오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협업 필터링 방법에서의 가중 

행렬 분해[31]를 통해 분해된 잠재 아이템 특성(latent item feature)을 

예측하는 방법(deep content-based music recommendation)을 

제안하였다[7]. 장르 분류 모델과 마찬가지로 2차원의 스펙트로그램을 

합성곱 신경망(CNN)의 입력으로 사용하며, 장르 레이블을 활용하는 

대신 행렬 분해를 통해 도출한 해당 곡의 잠재 아이템 벡터를 

예측한다[그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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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CNN 구조를 활용한 음악 추천 모델의 구조 

 

정답지 구성을 위해서 사용자-아이템 행렬을 행렬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잠재 사용자 행렬과 잠재 아이템 행렬로 분해한다. 행렬 분해 

방법으로는 암시적 피드백 특성에 효과적인 가중 행렬 분해[31]를 

활용하였으며, 선호가 낮을수록 낮은 가중치를 가지는 가중 평균 

오차항과 L2 정규화항으로 구성되는 아래 두 식의 합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행렬을 분해한다.  

  (4) 

)    (5) 

) (6) 

 

위 식에서 와 는 각각 사용자 의 음악 에 대한 청취 횟수와 

청취 여부를 나타내며, 신뢰 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와 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와 는 각각 행렬 분해를 통해 분해된 잠재 

아이템 행렬과 잠재 사용자 행렬을 의미한다. 최적화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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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lternative least square) 방법을 사용한다[31]. 

 

학습의 목적은 새로운 곡에 대한 오디오 신호를 입력 받아 그 

음악의 잠재 아이템 특성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를 사전에 분해한 잠재 사용자 특성 값과 곱하여 최종적인 사용자 

선호를 계산한다. 이 방법은 오디오 신호가 가진 특징을 반영함과 

동시에 피드백 정보가 없는 완전한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피드백 정보를 정답지로 사용했기에 개인화가 

가능하다. 

 

Oord 의 방법[7]은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기존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한 좋은 모델이지만, 오디오 신호만을 입력으로 

사용했기에 오디오 신호가 예측하지 못하는 음악의 서정적, 의미론적 

정보를 담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보가 사용자 선호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음악에선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2.2.2 텍스트 기반 추천 연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추천 연구는 주로 텍스트로 이뤄진 아이템의 

내용적 유사성을 구한 후 이를 기반으로 내용기반 추천을 수행하는 

방법[33]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아이템의 잠재된 특성(latent 

feature)을 추출한 후 이를 평점 예측 모델과 결합하는 방법[20]이 

있다. Kompan 은 다른 문서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해당 문서에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정보를 나타내는 척도인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한 문서에서 단어의 등장 빈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TF(term-frequency)와 곱한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34]를 활용하여 빠른 유사성 계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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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뉴스기사 벡터 표상(Vector representation)을 제안한다[33]. 

이를 기반으로 뉴스 문서 간의 내용적 유사성을 구한 후, 이를 사용자 

로그 정보와 결합하여 내용기반 추천을 수행하였다. Wang 은 

성공적으로 딥러닝 방법을 하이브리드 추천 분야에 적용하였다. 문서의 

BOW(bag-of-words) 표상(representation)에 SDAE(stacked 

denoising auto-encoder)[42]를 적용하여 영화 및 기사 추천을 위한 

콘텐츠 잠재 특성(content latent feature)을 추출하였고, 이와 협업 

필터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CDL(collaborative deep learning)이라는 

계층적 베이지안 모델(hierarchical Baysian model)을 제안하여 최첨단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20].  

 

음악 추천에서의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내용기반 추천 연구는 

오디오 분석 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Hyung 은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에 온 사연과 신청곡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32]. 

텍스트의 의미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사용자의 맥락(context)이 

동일하다면 신청곡은 유사할 것이라 가정하고 텍스트 정보에 대하여 

pLSA[43] 기법을 사용하여 신청곡 사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활용해 유사한 사연에 대한 신청곡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맥락을 반영하는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Gossi 는 가사의 BOW 

표상에 TF-IDF 변환을 이용하여 가사적 유사성(lyrical similarity)을 

측정하고 이를 내용기반 추천에 활용했다[26]. 23개의 태그에 해당하는 

각 subgraph 를 분석한 결과, 가사적 유사성을 사용한 추천 모델이 

협업 필터링 기반 모델에 비해 태그 범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군집화되었다. 특히 메탈, 힙합, 기독교 음악과 같이 다른 태그 범주에 

비해 가사의 의미가 중요한 음악의 경우 가사 정보를 활용한 방법이 

협업 필터링 방법에 비해 잘 작동함을 보였다. Oramas 는 위키피디아 

(wikipedia)로부터 아티스트의 전기(biographies)를 분석하여 

아티스트를 표현하는 특성을 제안하였다[35]. Oord 의 연구[7]와 



 

 

19 

마찬가지로 아티스트의 전기를 입력으로 협업 필터링 방법에서의 가중 

행렬 분해를 통해 분해된 잠재 아티스트 특성(latent artist feature)을 

예측하였고 이를 오디오 신호와 결합하여 아티스트 및 곡 추천에 

활용하였다[그림11]. 아티스트 표상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문장 

분류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한 합성곱 신경망(CNN)[38]을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의 입력 값은 사전에 학습된 word2vec[36]으로 

초기화하였다. 

 

 

[그림11] 아티스트 추천 모델의 구조 

 

이렇듯 텍스트 분석에 딥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추천 방법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사 정보와 오디오 신호로부터 평점 특성을 

예측하고 유사 음악 추천에 활용가능한 특성을 추출하는 본 연구에서도 

텍스트 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Oord 의 연구[7]를 참고하여 서정적, 의미론적 정보들을 반영하기 

위해 오디오 신호와 가사 정보를 사용한 내용기반 추천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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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 태그 예측 모델을 학습하여 자동 태깅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정적, 의미론적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2.3 텍스트 특성 추출 연구 

 

텍스트 특성 추출 연구는 오랫동안 자연어 처리 기술의 연장선에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기법인 

word2vec 모델과 이를 단락 단위로 확장한 문단 벡터 모델,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을 텍스트 특성 추출 연구로서 살펴본다.  

 

Mikolov 는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단어의 의미를 특정 차원의 

벡터로 표상(representation)하는 skip-gram 모델(Word2vec)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텍스트 특성을 추출 할 수 있음을 

보였다[36]. Word2vec 모델은 유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단어 벡터의 유사도는 키우고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는 단어 

벡터의 유사도는 낮아지도록 학습한다. Word2vec 학습 모델 중 

[그림12]와 같은 skip-gram 방법은 가 중심단어 일 때 이 단어를 

기준으로 일정 window 크기 안에 위치한 주변단어 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식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된다.  

  (7) 

 

위 식은 중심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단어가 나타날 확률로, 식을 

최대화 하기 위해선 분자는 키우고 분모는 줄여야 한다. 중심단어 의 

벡터 와 주변단어 의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는 높이고, 

중심단어 벡터와 주변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 벡터와는 코사인 유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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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최종적인 학습이 끝난 후에 

단어들의 벡터 표상은 의 번째 행벡터로 나타난다.   

 

  

[그림12] skip-gram 모델 

 

[그림13] CBOW 모델 

 

또 다른 word2vec의 학습 모델인 CBOW(continuous bag-of-

word)는 skip-gram과는 반대로 주변단어를 입력으로 중심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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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며 아래와 같은 식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된다.  

   (8) 

   (9) 

 

여기서 은 입력으로 들어온 주변단어 벡터들의 평균값이다. 

 

Le and Mikolov 는 [그림14]과 같은 word2vec의 문단 단위 

확장인 문단 벡터 모델을 제안하였다[28]. PV-DM(Paragraph 

Vector-Distributed Memory)모델은 word2vec CBOW 모델에서 

문단의 ID가 주변단어로 추가된 구조와 동일하다. 학습은 CBOW 

모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림14] PV-DM 모델 

 

문장 또는 문단의 특성을 벡터 단위로 추출해주는 위 모델은 BOW 

표상에 TF-IDF 등을 활용했던 이전의 모델들이 가진 한계점인 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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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완화하였고, 계산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여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Lin 은 양방향 순환 신경망에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self-

attention)을 도입하여 해석 가능한(interpretable) 문장 특성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44]. 전체 모델은 [그림15]과 같다. 

 

 

[그림15] Self-attention 기반 특성 추출 모델 개요 

 

우선 개의 단어벡터 로 이뤄진 문장 S에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아래 식과 같이 LSTM을 양방향으로 활용하여 하나의 문장을 

처리하게 된다.  

     (10) 

     (11) 

 

그 후 와 를 합쳐서 하나의 를 얻는다. 이 때 의 차원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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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의 히든 유닛의 크기인 이며 이를 문장의 단어 수 과 곱한 

값이 전체 의 히든 유닛의 크기가 된다. 가변 길이의 문장에서 고정된 

크기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아래 식을 통해서 를 구하고, 도출한 

를 다시 와 곱해 문장 의 특성 을 추출하게 된다.  

 

 

[그림16] self-attention을 위한  행렬 계산 과정 

 

   (12) 

     (13) 
 

위 식에서 는 형태의 행렬이며, 는 크기를 가지는 

행렬이다. 의 크기가 이기에 는 의 크기를 갖게 된다. 

 함수는 모든 가중치들의 합을 1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가지며, 

문장 분류에 도움이 된 단어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된다. 추출한 행렬 

는 학습 시 한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를 중점적으로 보았는지 알 수 

있는 특성이며, 문장 안에서 개의 의미론적인 부분을 확률 값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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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번의 동일한 벡터를 에 곱한다면 행렬 은 중복 문제가 

생겨 같은 단어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행렬의 

frobenius norm 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의 다양성을 높이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Frobenius norm 의 식은 아래와 같으며, 

    (14) 
 

 의 대각 행렬을 1이 되도록 만들어 번의 연산마다 각각 다른 단어 

또는 구문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부여해 중복 문제를 해결한다.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은 추가 입력이 없는 경우의 주의 집중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전 시간 단계들(time steps)로부터 은닉 

표상(hidden representation)으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LSTM의 장기 기억(long-term memorization)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6 

제 3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사용한 상세한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연구 방법은 딥러닝 네트워크의 접근 방법을 따르며,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 추출과 콜드스타트 상황에서의 음악 추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 1 절 내용기반 특성 추출  

 

3.2.1 문단 벡터 

 

본 연구에서는 음악 신호에 가사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여 콜드스타트 

상황에서의 음악 추천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 

신호가 표현하지 못하는 특징을 담고 있는 특성 벡터 추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추출한 첫 번째 특성으로써 Le and Mikolov 의 문단 벡터 

모델[28]을 변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17]과 같다. 

 

 

[그림17] 가사 벡터 학습을 위한 모델 구조 

전체 가사 데이터셋에서 문단 벡터 모델 학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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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단 벡터 학습으로 380,000여 곡의 영어로 

구성된 가사 정보를 사용한다. 이후 불용어 제거, 토큰화, 어간 추출, 

영어 이외의 단어 제거 등의 작업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결과 얻은 데이터들을 문단 벡터 학습에 입력으로 

활용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PV-DM[28] 모델을 활용하여 특성 추출을 

위한 표상을 학습하였다. 모델 학습을 위한 window 크기는 노래의 한 

소절에 들어 있는 평균적인 단어 수를 고려하여 10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되는 가사 임베딩 벡터의 크기는 100으로 설정하였다.  

 

문단 벡터 모델은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문단 안에서의 단어 간 관계는 

잘 표현하지만 곡의 장르, 분위기와 같은 상징적으로 연관된 의미는 

직접적으로 학습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곡의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10,240 곡의 가사를 [표1]와 같이 

균등하게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하여 coreset을 구성하였고, 

추출된 리스트의 곡들에 대한 문단 벡터를 생성하였다. 그 후 coreset 

문단 벡터들과 각 가사의 문단 벡터 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이를 

특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18]와 같다. 

 

 

[그림18] coreset 유사도 특성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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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의미론적, 상징적 정보를 반영하면서 해석이 가능한 

특성 추출을 위하여 Lin 이 제안한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44]을 장르 

분류 연구에 적용한다. 또한 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주의 집중 가중치 

행렬(attention weight matrix)을 활용하여 각 곡의 가사 안에서 중요한 

단어를 탐색하고 이를 음악적 유사성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장르는 

총 10개이며 단일 레이블로 구성된다. 전체 모델 개요를 정리하면 

[그림19]와 같다. 전체 데이터 셋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곡의 가사 

정보를 선정한다. 이후 문단 벡터를 추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용어 

제거, 토큰화, 어간 추출 등의 작업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한다. 가사 전체의 단어 수를 고려하여 각 가사의 단어 수는 

500단어로 정하며, 전체 단어 사전으로는 10만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 학습된 Word2vec[36] 모델을 거쳐 생성된 각 

단어에 대한 300차원의 단어 임베딩을 사용한다. 생성된 임베딩을 

양방향 LSTM 에 통과시킨 후 각 방향의 은닉 상태를 결합하여 

500 256 크기의 를 생성한다. 

 

[그림19] Self-attention을 활용한 가사 특성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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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는 Lin 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입력 없이 가사 안의 

단어들을 해석 가능한 가중치로 구성된 행렬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림16]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성한 30개의 주의 집중 가중치 벡터(attention weight 

vector)로 이루어진 행렬을 다시 에 곱해서 새로운 임베딩 행렬 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이를 신경망 층(fully connected layer)에 통과시켜 

최종적인 장르 분류를 수행한다. 이렇게 학습된 장르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최종 출력 직전 층을 통과한 값을 특성으로 추출한다. 

하이퍼파라미터 과 는 가사 전체의 단어 수를 고려하여 각각 500, 

700으로 설정하였고 는 128으로 Lin 의 연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장르와 관련된 오디오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가사 

정보와 마찬가지로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을 활용하여 장르 분류 모델을 

학습하였다. 각 가사 학습에서 단어에 해당하는 정보로 1초 단위의 음악 

신호를 사용하였으며, 1초 단위 특성 추출을 위하여 CNN 구조로 사전 

학습된 Hershey 의 오디오 태그 분류 모델(Vggish)[46]을 활용하였다. 

전체 학습 구조는 [그림20]과 같으며 하이퍼파라미터 은 30, 주의 

집중 횟수를 나타내는 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1로 

설정하였다. 와 는 각각 350, 128으로 Lin 의 연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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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Self-attention을 활용한 오디오 특성 추출 

추출된 특성이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식(3)의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연관곡 검색을 수행한다. 연관곡 

검색의 흐름은 [그림21]과 같다.  

 

[그림21] 추출특성 기반 연관곡 검색의 흐름 

제 2 절 음악 추천 모델  

 

본 연구에서는 가사 정보와 음악 신호를 결합하여 내용기반 

음악추천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써 Oord 의 방법[7]을 변형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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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가사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였으며, 가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전체 학습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23]와 같다.  

 

우선 전체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위한 입출력 특성을 추출한다. 

오디오의 경우 STFT와 mel-scale 변환을 통해서 mel-

spectrogram을 추출하고, 제안하는 특성들의 경우 coreset PV(coreset 

using paragraph vector) 모델과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 모델을 통과한 

각각의 특성을 추출한다. 

 

 

[그림22] 학습 및 선호도 계산을 위한 가중 행렬 분해 

 

다음으로 정답지 구성 및 최종 사용자 선호 예측을 위해 각 곡에 

해당하는 잠재 곡 벡터(latent song vector)와 잠재 사용자 벡터(latent 

user vector)를 가중 행렬 분해[31]를 통하여 추출한다[그림22]. 이 때 

수식(6)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행렬을 분해하며 잠재 차원의 수는 

50으로 설정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 와 는 각각 2와 e-07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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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제안하는 음악 추천 방법의 학습 구조 

 

학습의 목적은 새로운 곡에 대한 가사와 오디오 신호를 입력 받아 

그 음악의 잠재 차원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들을 예측하는 것이다. 

모델의 앞 부분에선 입력 특성들을 활용하여 가사 및 오디오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추출한다. Coreset PV 특성의 경우 coreset 벡터값을 

입력으로 1D-합성곱 층과 풀링층들로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였고,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 기반 특성은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 층들로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오디오의 경우 Oord 의 연구와 동일하게 

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2D-합성곱 층과 풀링층들로 구성된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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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추출한 가사 및 오디오 임베딩을 결합하여 최종 임베딩을 

구성하며, 이를 일반적인 층(fully connected layer)들에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50차원의 잠재 곡 벡터를 예측한다. 과적합을 막기 위해 

0.2 비율로 dropout을 설정하였으며 batch size는 16으로 설정하였다.  

 

가중 행렬 분해를 통해 도출한 잠재 사용자 행렬 와 학습을 통해 

예측한 잠재 곡 벡터의 집합 잠재 곡 행렬 는 다음과 같은 벡터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15) 

    (16) 

 

여기서 와 는 차원으로 구성된 번째 음악의 잠재 곡 벡터와 

번째 사용자의 잠재 사용자 벡터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7) 

   (18) 

 

위 식에서 는 번째 사용자의 번째 잠재 변수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이며 는 번째 음악의 번째 잠재 변수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이다. 

학습된 모델로부터 새로운 음악에 대한 잠재 곡 벡터가 예측되면 번째 

사용자의 번째 음악에 대한 사용자 선호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19) 

 

최종 추천 결과는 모든 음악에 대한 값을 계산한 후 이 값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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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정렬하여 각 사용자들에 맞게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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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제 1 절 실험 데이터 설명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입력 데이터 베이스로는 오디오와 가사 

정보가 있으며, 특성 추출 및 평점 예측을 위해서는 태그 정보와 사용자 

청취 이력이 필요하다. 실험에는 총 100만곡에 대한 곡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MSD(Million Song Dataset)[29]가 사용되었다. 입출력 

데이터 쌍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MSD를 

기준으로 약 43만곡의 가사 정보와 약 55만곡의 태그 정보를 

수집하였다. 가사 정보의 경우 Lyricwikia ④ 라는 웹페이지에서 

수집하였고 사용자 태그는 Last.fm API⑤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청취 

이력 정보는 Echo Nest Taste Profile Subset[30]를 사용하였으며 

청취 이력이 100회 이상 존재하는 곡을 선정하였다. 모든 데이터를 

MSD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55,000곡의 음악 추천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가사 특성 추출을 위해선 총 38만곡의 장르 

레이블이 존재하는 KAGGLE⑥에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음악 

추천을 위한 학습 데이터에 해당되지 않는 영어 가사만을 MSD를 

기준으로 추출하여 총 143,000곡을 학습에 사용하였다. 장르 별 구성은 

[표2]와 같다. 오디오 특성 추출을 위해선 MSD Allmusic Top Genre 

Dataset ⑦ 의 장르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음악 추천을 위한 학습 

데이터에 해당되지 않는 총 122,000곡을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장르 별 

구성은 [표3]과 같다.  

 

                                            
④

 https://www.lyricwikia.com/ 
⑤

 https://www.last.fm/api/ 
⑥

 https:// www.kaggle.com/gyani95/380000-lyrics-from-metrolyrics/ 
⑦

 https://www.ifs.tuwien.ac.at/mir/msd/TopMAG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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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Hip-hop Rock Metal Country 

1,024 1,024 1,024 1,024 1,024 

Jazz Electronic Folk R&B Indie 

1,024 1,024 1,024 1,024 1,024 

 

[표1] 장르 별 coreset 구성 

 

Pop Hip-hop Rock Metal Country 

20,000 20,000 20,000 20,000 17,000 

Jazz Electronic Folk R&B Indie 

17,000 16,000 3,000 5,000 5,000 

 

[표2] 가사 특성 추출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성 

 

Rock Hip-hop Vocal Blues Country 

20,000 19,000 5,000 6,000 10,000 

Jazz Electronic Folk R&B Reggae 

15,000 20,000 5,000 16,000 6,000 

 

[표3] 오디오 특성 추출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성 

 

제 2 절 추출 특성 탐색 

 

본 연구에서는 내용기반 음악 추천에 앞서, 문단 벡터 학습 및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을 활용한 장르 분류를 통해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 추출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특성이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성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정성적 탐색은 특성 간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한 연관곡 검색으로, 추출한 특성들 및 실제 청취 

이력을 기준으로 쿼리곡과 가장 유사한 4곡을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가사 정보와 음악 신호를 입력으로 각각 학습한 주의 집중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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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을 시각화하여 가사 안에서 중요한 단어들 및 음악 신호 안에서 

중요한 시간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추출한 특성의 해석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림24] 가사 정보를 활용한 장르 분류 결과와 정답 분포 

 

장르 분류 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학습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5개의 집합으로 

나눠서 4개를 학습 데이터로 나머지 1개를 평가 데이터 사용하는 5-

fold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진행하였다. 가사 정보를 입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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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모델로부터 도출한 5개의 정확도의 평균은 [표4]와 같으며,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각 장르 별 300곡을 추출하여 장르 

분류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24]과 같다. 정확도는 아래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예측한 장르와 실제 장르가 동일한 경우를 계산한다.   

   (20) 

 

10개의 장르에 대해 5-fold 교차 검증을 수행한 결과 평균 0.53의 

정확도를 보였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장르 별 분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사의 의미가 강한 hip-hop, metal 등은 14%, 28%로 

오분류율이 다소 낮았지만 오디오를 활용한 장르 분류에 비해선 

대체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가사 정보에 비해 오디오 신호가 

장르를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electronic 장르의 경우 정확도가 매우 

낮았으며 다양한 특징을 가진 가사들이 혼재하는 pop 장르로 

오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사 정보 만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rock 장르와 pop 장르의 경우 서로 오분류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소 

격한 표현 및 비속어 가사가 많은 metal 장르의 경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가사들이 많이 분포하는 hip-hop 장르로 오분류되는 비율이 

높았다.  

 

 [표4] 가사 정보를 입력으로 학습한 장르 분류 정확도 

 

 

 [표5] 음악 신호를 입력으로 학습한 장르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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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신호를 입력으로 활용한 모델 역시 5-fold 교차 검증을 

진행하여 5개의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평균 정확도는 

[표5]와 같으며,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각 장르 별 

300곡을 추출하여 장르 분류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25]과 같다.  

 

 

[그림25] 음악 신호를 활용한 장르 분류 결과와 정답 분포 

 

10개의 장르에 대해 5-fold 교차 검증을 수행한 결과 평균 0.63의 

정확도를 보였다. 학습하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한 장르별 분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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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가사 정보와는 다르게 electronic 장르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를 통해 가사 정보보다는 오디오 신호의 특징들로 인하여 

electronic 장르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디오로 분류하기 

모호한 folk 장르의 경우 정확도가 매우 낮았으며, country 장르, rock 

장르 등으로 오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Vocal 장르의 경우 역시 

정확도가 다소 낮았으며, vocal 의 비중이 강한 R&B 장르와 Country 

장르로 오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분류 정확도가 다소 높았던 hip-hop 

장르는 적은 비율로 electronic 장르로 오분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hip-hop 음악에 electronic sound를 사용하는 최신 유행을 

분류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분류 정확도는 가사 

정보에 비해 높았다. 

 

학습한 주의 집중 가중치 행렬을 시각화하여 가사 안에서 중요한 

단어들 살펴 본 결과,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hip-hop 장르의 경우 

F word, N word 등 힙합 가사 본연의 특징인 마초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hip-hop 장르에 해당되는 여러 

가사들에 위와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장르 분류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hip-hop 음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의 연속적인 배치로 

가사를 구성하는 rhyme에 집중하는 경향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Hip-

hop 장르 다음으로 분류 정확도가 높았던 metal 장르 역시 ripped, 

burning, destroy와 같은 거친 오디오 소리와 어울리는 강한 단어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Hip-hop 가사와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Demon, evil, death 등 선과 악을 비롯한 종교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이 metal 장르를 

분류하는 단서가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Jazz 장르의 경우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장르인 블루스 혹은 노동요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론 tears, wrinkled, grey, work,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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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와 같은 단어들의 가중치 값이 높게 형성되었다. 이 밖에도 

장르 분류 정확도는 높지 않지만, pop 장르의 경우에 인기 곡의 

필수요소인 사랑 또는 이별과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는 경향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6] 가사 모델 attention weight 시각화 결과 

 

[그림27] Audio 모델 attention weight 시각화 결과 

음악 신호를 입력으로 학습한 1초 단위 특성의 주의 집중 가중치 

행렬을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27]과 같다. 대부분의 장르에서 목소리가 

등장하는 부분부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Coldplay의 fix you의 경우 

보컬이 시작하는 14초 부근부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Al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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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의 no one 역시 보컬이 시작하는 13초 부근부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작부터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hip-hop 장르의 경우 

약한 집중 이후 beat 음악이 강해지는 시점부터 강한 집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칠고 강한 소리가 특징인 metal 장르의 경우 

보컬이 등장하지 않아도 시작부터 집중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초 단위 특성을 추출하는데 사용된 모델이 단일 음성과 악기 소리들을 

모두 사전 학습에 사용했기 때문에, 보컬이 시작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을 활용한 장르 분류를 통해 

장르 정보와 입력 정보를 모두 반영하는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으며 

영어 가사가 아닌 오디오 정보 역시 학습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인 

데이터로 학습하였다. 출력 직전의 임베딩을 특성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예측 장르가 동일하다면 음악적 유사도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상징적인 장르 정보와 입력 정보를 모두 반영하도록 두 모델 모두 

2,000차원의 중간 임베딩 층을 추출하여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으로 사용하였다. 

 

추출 특성을 활용한 연관곡 탐색 결과는 [표6][표7]와 같으며, 

사용한 특성들과 관련된 음악적 유사도가 잘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사 정보 기반 특성의 경우 연인 간의 다툼 또는 이별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는 곡과 다소 선정적인 표현이 담겨있는 열정적인 

사랑 곡을 구분하였다. 연관곡 탐색은 협업 필터링 기반 특성과 

제안하는 3가지 특성을 사용하였으며 코사인 유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곡과 가장 가까운 곡들을 추출하였다. Maroon 5의 kiwi는 “Kisses on 

your back”, “Fingers through your hair” 등 다소 선정적인 표현이 

담겨있는 사랑 노래로 드럼 소리와 보컬 음색이 강한 노래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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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쿼리로 연관 곡을 탐색한 결과 협업 필터링 기반 특성의 경우 

동일한 아티스트의 곡들이 연관곡으로 탐색되었다. 가사 정보를 통해 

추출한 문단 벡터 기반 특성의 경우 addicted, want it, kiss and control 

등 곡 제목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 애정 표현 및 선정적인 가사들이 

담겨있는 곡들이 탐색되었다.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self-attention) 

기반 가사 특성 역시 연인 간의 사랑을 비롯한 선정적인 가사들이 

담겨있는 곡들이 탐색되었다.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 기반 오디오 

특성은 대체로 장르 또는 보컬의 음색이 유사한 곡들이 탐색되었으며, 

kiwi의 경우 동일한 아티스트의 Harder to breathe가 가장 유사한 

곡으로 탐색되었다. 또한 보컬의 음색이 비슷한 노래인 sleepless 역시 

유사하게 탐색되었다. Coldplay의 trouble은 “A spider web and I'm 

caught in the middle” 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직접적인 상황은 

나와있지 않지만 상대방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 자신의 상황을 후회하는 

가사가 담겨있다. 협업 필터링 기반 특성의 경우 역시 동일한 

아티스트의 곡이 연관곡으로 탐색되었다. 문단 벡터 기반 특성의 경우 

사랑에 있어 곤경에 처한 가사 들이 탐색되었으며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 기반 특성의 경우엔 이와 더불어 비유적으로 사용했던 spider가 

등장하는 곡 역시 탐색되었다. 오디오 신호 기반 특성은 보컬이 

강조되는 잔잔한 음악들이 탐색되었으며 trouble에 등장하는 피아노 

선율은 잡아내지 못하였다. Daft punk의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의 경우 문단 벡터 특성에서 remix 곡이라고 볼 수 있는 

kanye west의 stronger가 탐색되었고 오디오 특성의 경우 동일한 

electronic 장르의 음악들이 탐색되었다. Beyonce의 deja vu의 경우 

아티스트인 beyonce의 가사와 유사한 노래들이 문단 벡터 특성으로 

탐색되었고 피쳐링 아티스트인 jay-z의 가사와 유사한 노래들이 자기 

주의 집중 방법의 특성으로 탐색되었다. Rihanna의 don’t stop the 

music 같은 경우 가사와 오디오의 분위기가 일치하는 곡으로, 가사 

특성을 기반으로 탐색한 곡들이 party와 같이 흥겨운 상황에 어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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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들이 탐색되었다. 오디오 특성의 경우 rihanna와 보컬의 음색이 

유사한 여성 아티스트들의 곡들이 탐색되었다. 이는 오디오 신호 특성 

추출 모델의 입력 특성으로 사용된 Vggish 모델[46]이 음악뿐만 

아니라 speech 역시 분류하는 사전 학습을 진행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6] 추출한 특성들을 활용한 연관곡 탐색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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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추출한 특성들을 활용한 연관곡 탐색 결과 2 

 

제 3 절 추천 정확도 평가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222,780명의 

16,000곡에 대한 청취 이력을 평가에 사용하였다. 이때 222,780명은 

가중 행렬 분해[31]에 사용된 데이터의 사용자와 동일하다. 데이터를 

살펴 본 결과 각 사용자들은 16,000곡 중 평균적으로 102.25개의 곡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청취 이력을 기준으로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특성들을 기존 방법에 추가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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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의 목표를 검증하기 위해선 추천 정확도에 대한 정량적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제안하는 추천 방법은 수식19를 계산하여 사용자의 

곡에 대한 예상 선호를 예측한 뒤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사용자가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위의 곡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천 및 검색 분야에서 

알고리즘간의 성능 비교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mAP(mean Average 

Precision), Recall@k,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ulative 

Gain) 세 가지 지표를 평가 방법으로 사용한다. mAP의 경우 

AP(average precision)의 평균을 나타내며, AP는 실제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N개를 추천했을 때 시스템이 추천하는 k개 안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의 평균을 나타낸다.  

   (21) 

   (22) 

 

위 수식에서 는 k번째 추천에서의 precision을 뜻하며 

은 정답을 맞춘 여부를 나타낸다. 이렇게 도출한 AP를 쿼리에 

해당하는 전체 사용자 수로 평균 낸 값이 mAP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청취했던 곡 수를 고려하여 실제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200곡을 사용자 별로 추천하였다. Recall은 

precision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실제 청취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N개를 추천했을 때, 전체 정답과 시스템이 추천하는 k개가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Recall의 경우 k를 40부터 200까지 

40의 차이를 두며 총 5구간의 recall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NDCG는 정확한 순위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precision, recall의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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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는 평가 지표로 두 알고리즘에서 결과로 출력한 랭킹의 

성능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NDCG는 추천 결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DCG를 이용하며, DCG는 높은 순위에 있는 곡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낮은 순위에 있는 곡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NDCG는 상위 N개의 추천 리스트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DCG인 

IDCG로 정규화한 값이다. 상위 N개의 추천 결과에 대한 DCG와 

NDCG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23)  

    (24) 

 

이 수식에서 는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곡의 평점 또는 청취 이력을 

나타낸다. DCG는 낮은 순위에 있는 곡일수록 만큼의 패널티를 

적용하여 각 곡의 연관성을 계산하기에 높은 순위에 곡이 추천될수록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NDCG 계산을 위한 N값은 각 

사용자 별 청취한 곡의 수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안하는 특성이 내용기반 음악 추천에 있어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를 위해 Oord 의 

연구[7]에 제안하는 특성을 한 가지씩 추가하여 최적의 입력 특성을 

찾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28]은 학습 시 학습 데이터의 

MSE loss와 검증 데이터의 MSE loss를 시각화한 결과로, 각각의 

방법들 모두 학습 및 검증 데이터의 loss 감소 추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모델들은 총 222,780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음악 

추천을 수행하였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 척도인 AP와 

NDCG는 사용자 1명마다 계산되므로 실험의 결과로 각 시스템은 

222,780개의 AP와 NDCG 값을 갖는다. 시스템의 평균적인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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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 위하여 mAP를 계산하였고 recall과 NDCG의 경우 역시 

평균을 이용해 시스템들을 비교하였다.  

 

 

[표8] 특성 설명 및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그림28] 학습 및 평가 데이터에 대한 learning curve 

 

전체 청취 이력 중 추천을 통해서 맞춘 비율을 나타내는 recall을 

40 차이로 계산한 결과의 전체 사용자 평균은 [표9]과 같으며 mAP와 

전체 사용자 평균 NDCG는 [표10]과 같다.  

 

 

[표9] 제안 방법과 기존 방법의 recall@N 기준 성능 평가 

 

Feature1은 문단 벡터 기반의 coreset similarity 특성이며 

Feature2는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을 가사 정보 및 오디오에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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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두 임베딩을 결합한 특성이다. WMF은 콜드스타트 상황이 아닌 

모든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서의 성능으로 본 연구로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의 상한선 값이다. Feature1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가사 단일 정보 만으로는 오디오에 비해 사용자 선호를 

예측하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eature2의 경우 단일 정보 

만으로는 학습에 실패하였다. Recall@40과 recall@80과 같이 높은 

순위로 추천된 곡들에 대한 성능은 대체로 오디오 정보만을 사용한 기존 

연구와 오디오와 장르 정보가 담겨있는 Feature2를 함께 사용한 경우의 

성능이 대체로 높았다. 이는 연관곡 탐색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오디오 특성이 평점, 유사 아티스트, 장르 등을 반영하기에 높은 순위로 

적합한 곡들을 추천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120 이후 recall 

부터는 가사 특성을 사용한 방법의 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사 정보는 오디오 정보에 비해 평점을 잘 예측하진 못하지만 

오디오 신호가 반영하지 못하는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오디오 특성과 함께 사용된다면 전체적인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10] 제안 방법과 기존 방법의 mAP, NDCG를 활용한 성능 평가 

 

mAP와 NDCG의 경우도 recall과 같은 순서의 평가 지표 값을 보인다. 

Feature1만을 사용한 경우 성능이 가장 낮았으며, 제안하는 2가지 특성 

모두를 오디오와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 mAP와 

NDCG 모두 feature1을 추가했을 때 가장 큰 폭의 성능 개선이 

있었으며 feature1과 feature2을 모두 사용한 경우 역시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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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특성 별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방법 별 

1,000명의 사용자를 추출하여 대응 t-검정을 실시하였다. Oord 의 

방법과 feature1을 추가한 방법에서 출력한 AP 값들에 대하여 대응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은 -21.903, 유의 확률 p는 5.1e-75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 두 방법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Oord 의 방법과 feature2만 추가한 

방법에서 출력한 AP 값들에 대해 대응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은 -

6.6, 유의 확률 p는 1.03e-10으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 두 방법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Oord 의 방법에 

feature1만 추가한 방법과 feature1, feature2를 모두 추가한 방법에서 

출력한 AP 값들에 대하여 대응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은 -10.97, 

유의 확률 p는 2.86e-25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 두 방법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Oord 의 방법과 

feature1을 추가한 방법에서 출력한 NDCG 값들에 대하여 대응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은 -8.67, 유의 확률 p는 1.68e-17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 두 방법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Oord 의 방법과 feature2를 추가한 방법에서 출력한 NDCG 

값들에 대하여 대응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은 -1.49, 유의 확률 p는 

0.136으로 0.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방법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Oord 의 방법에 feature1만 추가한 

방법과 feature1, feature2를 모두 추가한 방법에서 출력한 

NDCG값들에 대하여 대응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값은 -3.53, 유의 

확률 p는 0.0004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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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본 연구에는 세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가사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언어가 공존하는 경우는 반영하지 못한다. 

모든 음악에 본 연구를 적용하기 위해선 여러 언어를 한 공간에 

표현하는 벡터를 학습하거나 번역을 통해 한 언어로 통일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학습의 정답지로 활용하는 가중 행렬 분해 방법에 성능 및 

사용자가 종속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중 행렬 분해의 경우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천 방법론이지만, 딥러닝을 활용한 여러 협업 

필터링 방법론들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떨어지는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및 아이템 임베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자 역시 가중 행렬 

분해 방법에 종속되기에 사용자 측면의 콜드스타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아이템의 경우 음악 신호, 가사 정보, 태그 정보 등 잠재적인 

특성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존재하지만, 사용자 

특성의 경우 사용자의 취향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청취 이력을 제외한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악 신호에 대한 음악적 유사성 반영이 불완전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음악 신호를 입력으로 학습한 자기 주의 집중 방법론 

기반 특성을 활용해 연관곡 검색을 수행한 결과, 상위에 노출된 곡들이 

보컬의 음색은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용된 악기 또는 템포는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음원 분리 등을 활용하여 보컬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 신호와 보컬을 

각각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템포의 경우 보컬의 템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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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들의 템포가 다를 수 있기에 위와 같은 방법은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악기의 경우도 전체 신호에 비해 분리된 신호에서 보다 높은 

인식 성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분리된 보컬 역시 아티스트의 음색을 

분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보다 높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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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사 정보와 음악신호를 활용하여 내용기반 특성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 추출한 특성들을 활용하여 음악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입력 데이터 특성 별 추천 성능 비교를 통해 가사 

정보를 기존 음악 신호에 추가하여 사용한 점이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악을 듣는 사용자의 선호가 가사 정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가사 정보와 음악 신호 모두가 사용자의 취향에 잘 

어울리는 경우 단일 모델과 비교해 추천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성 추출을 위해 활용했던 모델을 통해 자기 

집중 행렬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 집중 행렬을 통해 가사의 

의미론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어 및 표현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장르의 특징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연관곡 추천 결과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고도화하여 발전시킨다면 서비스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추천의 이유를 

파악하게 해주어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추천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 정보만을 활용한 경우 음악 신호만을 활용한 경우만큼의 

성능을 달성하진 못했다. 음악 신호는 대체적으로 가사 정보에 비해 

아티스트, 장르, 사용자 맥락과의 연관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가사 

정보에는 중의적,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사용자 선호 예측을 

방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여러 언어가 혼용되어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점 

역시 음악 신호 대비 낮은 성능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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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내용기반 추천 방법은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아이템의 

사용자 평점 또는 청취 이력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콜드스타트 

상황에서의 추천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가사 정보를 추가하여 

음악 신호론 반영하지 못하는 음악적 분위기를 반영하였고, 사전에 태그 

정보로 기 학습된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그를 이용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더불어 다양한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을 

발굴하여 새로운 연관곡 추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다양한 음악 취향을 반영하는 추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로는 추출한 가사 특성들과 사용자의 음악 청취 시의 

맥락을 연관 지을 수 있는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플레이리스트 태그 정보 (e.g. 운전 중 듣기 좋은 노래,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 또는 페이스북 대나무숲 신청곡 사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 맥락을 반영하는 참신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설명했던 세부적인 

음악 신호 기반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특성 추출을 위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딥러닝을 활용하여 비약적인 성능 개선이 

있었던 음원 분리를 활용하고자 한다. 맥락 정보를 인지하고 세부적인 

음악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추천이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감지해 세부적인 취향을 추천해주는 자동화된 추천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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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ntent-based feature 

exploration using lyrics and music 

signals for music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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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utilize the lyrics reflecting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music such as the atmosphere or mood with audio 

signal. Lyrics contain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mood, genre, and style of music, as they contain a variety of words 

that reflect the emotion and mood of the music. Using a multimodal 

network combining lyrics and audio signals, we predict the latent 

item matrix decomposed by weighted matrix factorization. As inputs 

of networks, we propose two features containing lyrics inform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information of symbolic genre tags, pre-

trained genre classification model with self-attention was applied to 

extract feature. We found the usefulness of the lyrics in music 

retrieval through similar song exploration experiments and 

visualization of attention weights.  

 

To evaluate our method, we use playcount of 222,780 users for 

16,000 songs. We calculate three different evaluation metrics, mAP, 

NDCG, recall@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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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xisting algorithm, the error of the matrix completion 

(Mean Squared Error) is decreased. And the methods using 

proposed features outperformed the existing method in terms of 

mAP, NDCG, recall@N.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replace the existing method in the case where play count or 

rating information does not exist. In this study, we have discovered 

new characteristics tha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music retrieval 

and recommendation engines. 

 

Keywords : content-based music recommendation, similar music 

exploration, deep learning, lyrics, music signals, self-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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