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과 이별한 저녁 김연우의‘이별택시’가 아이폰에서 재생

되고있다.

우리헤어진날에집으로향하는너... 바라보는것이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뒤 창을 적신 빗물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가야하죠아저씨우는손님이처음인가요

달리면어디가나오죠... 빗속을...

연인과이별을해본사람이라면유행가의가사가마음을저미

는경험이있을것이다. 

이렇듯우리는기쁘거나슬프거나항상음악을듣는다. 멜로디

를들으며공감하는사람도있고노랫말의의미를두고공감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음악의 요소들을 조합해 현재 재생

되는곡과유사한곡을추천해주는서비스가있으면어떨까? 이

컨셉으로음악추천서비스의개발을시작했다. 

유사서비스분석

음악추천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유사한 서비스를 살펴

보며해당프로젝트와유사한점과차이점을살펴보자. 

아이튠즈지니어스

아이튠즈 지니어스(iTunes Genius)는 자신이 듣고 있는 음악

과 비슷한 곡을 선별해 재생목록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현재 재

생 중인 곡에 한 분위기만으로도 유사한 곡을 추출하는데, 정

확도가 높아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 또한 현재 아이튠즈에

등록된음악이많으면더정확한음악추천이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서비스되지 않아 국내 가요의 추천은 미비한

실정이니 어권음악을추천받고싶을때만유용하게활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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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말이 마치 당신의 마음을 신하는 것 같아 웃고 눈물 적시게 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필자와 팀원들은 음악가사 성향과 음원요소를 분석해

재생되는 곡과 유사한 곡을 추천하는 바다 플랫폼 기반의 음악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에 그 과정을『마소』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

는 먼저 음악 추천 서비스의 개요와 핵심기술인 음악가사 성향 분석방법에 해 알아보자.

진성주 moleskine7@gmail.com, http://softwaregeeks.org,

권세만, 박지훈, 송락규, 남형주｜호기심 왕성하고 생활 속 자동화를 실천

하려는 개발자다. 검색엔진, 용량 분산처리, 성능튜닝에 관심이 많다. 현재는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20기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연 재 순 서

1회| 2010. 10 | 음악가사성향분석의원리와구현

2회 | 2010. 11 | 음원요소 분석 및 음악 추천 시스템의 원리와 구현

3회 | 2010. 12 | 데스크톱 서비스를 위한 AIR 애플리케이션 개발

4회 | 2011. 1 |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바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마소와삼성SW멤버십이함께하는개발자육성프로젝트

음악가사성향과음원요소분석을통한음악추천서비스개발

음악가사성향분석의원리와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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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1> 아이튠즈 지니어스



멜론의감성검색

멜론(Melon)의감성검색은‘여름에

듣기 좋은 시원한 노래’같은 검색어

를 바탕으로 감성단어를 추출하고 음

악을추천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STS(Search Technology Summit)

2009에서 감성검색으로 발표했고, 웹

과 DBS에서 수집된 문서집합에 숨겨

진 감성과 의미를 추출∙분석하고 종

합해 결과를 시각화함으로써 질의어

에 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검색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네이버 지식

인의 UCC나 블로그의 을 수집해

음악의 성향을 분석하고 추천하는 것

이다.

기존서비스와비교분석

기존 서비스는 사용자가 추천한 데

이터로 추천하거나 음악의 빠르기, 음

악의 장르 등의 요소를 이용해 추천한

다. 물론 추천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

양한 요소를 조합해 추천 성능을 높이

고있다.

우리는 이번 연재를 통해 음악가사

성향과 음원요소 분석을 통한 음악추

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가사를

분석해 음악을 추천한다는 것이 사용

자에게 색다른 경험이 되므로 기존 서

비스와다른차별성이있다.

전체서비스구조살펴보기

전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큰모듈로구성되며, 이번호에서는음

악가사성향분석기에 해살펴본다.

∙ MP3 플레이어

∙ 음원 요소분석기

∙ 음악가사 성향분석기

∙ 음악 추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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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2> 멜론의 감성검색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화면 3> 네이버 지식인의

음악추천 질문



음악가사성향분석

음악가사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단지 문자열일 뿐이다. 음악

가사의 성향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문자열을 분석한다는 의미와

같다. 가사의 성향을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이르는 희노애락

을 기준으로 기쁨, 슬픔, 노여움의 세 가지로 분석한다. 즉, 분석

한결과는다음과같이표시될것이다.

가사A - 기쁨 69.5%, 슬픔 10%, 노여움 0%

가사B - 기쁨 0.5%, 슬픔 80.5%, 노여움 0%

그럼이와같은결과를얻기까지어떤개발과정이필요한지살

펴보자.

형태소분석에 한이해

음악가사는 단지 텍스트(문자열)다. 즉, 컴퓨터 내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전까지 0과 1의 데이터일 뿐이

다. 0과 1의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데이터를정보로바꿔야기쁜곡인지슬픈곡인지의분석이

가능하기때문이다.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바이그램(Bi-Gram)이다. “음악가사분석”이라는텍스트

에서“음악, 악가, 가사, 분석”의 식으로 단어를 2 자씩 묶는 방

법이다. 그럼다른방법인형태소분석은무엇일까? 또한형태소

란 체 무엇일까?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

다음과같았다. 

형태분석( )은 단어를 보고 형태소 단

위로 분리해 내는 과정을 말한다. 수작업으로

하기도 했으나 컴퓨터의 발달로 점차 자동화돼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형태 분석은 자연어

처리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로 이후 구문 분석

이나 의미 분석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이뤄

져야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

http://ko.wikipedia.org/wiki/형태_분석

언어학에서 형태소( )는 (일반적인 정의

를 따르면) 일정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말

의 단위로 발화체 내에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더 분석하면 뜻이 없어지는

말의단위다

http://ko.wikipedia.org/wiki/형태소

예를 들면, “철수는 남자이다”의 형태소를 찾아내면, “철수

+ 는 + 남자 + 이다”라고 분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규칙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자열 분리의 과정을 형태소 분석이라 하며, 각 원

소를 형태소라고 한다. 즉, 형태소 분석이란 한국어 텍스트를

입력으로 하고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사전에 있는 정보로 나타

내는것이다.

형태소 분석은 규칙 기반 형태 분석과 음절 단위 형태 분석으

로 나눠질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자연어 처리에 해당되기

에 관련 서적『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정보검색(강승식)』을 살펴

보면도움이될것이다.

루씬한 분석기오픈소스프로젝트

형태소 분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다. 세계

에서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검색엔진 오픈소스 프로젝트 루씬

(lucene)에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루씬 한 분석기 오픈소스

프로젝트(http://cafe.naver.com/korlucene)’다. 자바 기반으로

돼있으며루씬과쉽게통합할수있다. Solr(루씬을기반으로한

프로젝트- http://lucene.apache.org/solr/) 에도적용해사용할

수있다. 

한 분석기는 개발자 이수명님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개됐

다가반응이좋아2008년부터네이버카페를통해공개해커뮤니

티도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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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루씬 한 분석기 오픈소스 프로젝트 주요 클래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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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은방법으로형태소분석기를실행할수있다. 

1) 형태소분석기다운로드

http://cafe.naver.com/korlucene/233

koreananalyzer-20100525.jar 파일다운로드

2) koreananalyzer-20100525.jar를 java Classpath에추가

3) 테스트코드작성

<<실행화면>>

합치(V),어(c),지(W),어(e)->어<100>

뛰어오르(V),고(e)->고<100>

급여생활자(N),나(t),어(e)->급여/생활/자/어<100>

세자 업자(N)-> 세/자 업자/null<100>

세농어민(N)-> 세/농어민/null<100>

서민계층(N),들(s),은(j)->서민/계층/null<100>

온몸(N),으로(j)->null<100>

엄습(N),하(t),고(e)->고<100>

27ms

루씬 한 분석기 오픈소스 프로젝트지만 반드시 루씬과 함께

사용하지는 않아도 된다. 단지 루씬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

터페이스를제공한다는것이다. 

<리스트 1>을 간단히 살펴보면 MorphAnalyzer의 analyze의

메소드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며 List<AnalysisOutput> 구조로

결과값이반환된다. AnalysisOutput 클래스는형태소분석을진

행한 후의 결과인데, 분석기 소스를 확인하면 <리스트 2>와 같은

정보가존재한다.

AnalysisOutput의 getStem(), getPos() 메소드를 통해 형

태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명사는 N, 동사는 V 값을 반

환한다.

음악가사성향분석을위한단어사전구축

지금까지 형태소 분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형태소 분석기의

사용법을 익혔다. 그럼 형태소 분석을 통해 어떻게 음악가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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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java.util.List;

import org.apache.lucene.analysis.kr.morph.AnalysisOutput;

import org.apache.lucene.analysis.kr.morph.MorphAnalyzer;

public class KoreanAnlyzerTes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String[] inputs = new String[] {

"합쳐져","뛰어오르고","급여생활자나"," 세자 업자"," 세농어민","

서민계층들은","온몸으로","엄습하고",

};

MorphAnalyzer analyzer = new MorphAnalyzer();

long start = 0;

for(String input:inputs) {

List<AnalysisOutput> list =

analyzer.analyze(input);

for(AnalysisOutput o:list) {

System.out.print(o.toString()+"->");

for(int i=0;i<o.getCNounList().size();i++){

System.out.print(o.getCNounList().get

(i).getWord()+"/");

}

System.out.print(o.getEomi());

System.out.println("<"+o.getScore()+">");

}

if(start==0) start = System.currentTimeMillis();

}

System.out.println((System.currentTimeMillis()-

start)+"ms");

}

}

<리스트 1> 형태소분석기테스트코드

org.apache.lucene.analysis.kr.morph. AnalysisOutput.java

private String source;   

// 분석하기 전 문자열(띄워쓰기 모듈에서 사용된다.)

private int score;   // score of this result

private int patn;   // word pattern

private char type;   // type of input word

private List<CompoundEntry> compound = new

ArrayList<CompoundEntry>();

// compound noun of input word

private String stem;

private char pos;   // 3 simplified stem type

private char pos2;   // pos attr. for 'pos'

private char dinf;   // pos info. in Han-dic

private String nsfx;   // index of noun suffix

private String josa;   // josa string

private List<String> jlist = new ArrayList<String>();   //

unit-josa sequnce

private String eomi;   // Eomi string

private List<String> elist = new ArrayList<String>();   //

unit-Eomi sequence

private String pomi;   // prefinal Eomi

private String xverb;   // Xverb string

private String vsfx;   // verb suffix

private char vtype;   // irregular type

<리스트 2> <리스트 1>의소스분석, org.apache.lucene.analysis.kr.

morph. AnalysisOutput



향 분석을 한다는 것일까? 성향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어

사전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즉, 슬픈단어 : “슬픔”, “우울”, “이

별”, 기쁜단어: “행복”, “기쁘다”와같은단어사전이필요하다는

의미다. 음악가사의 성향 단어사전을 구축하는 것이기에 다음의

단계로진행한다. 

1) 음악가사 수집

2) 음악가사의 성향 설정

3) 명사추출

4) 단어 빈도수(Term Frequency)로 정렬

5) 일반단어 제거

6) 휴리스틱으로 검증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음악가사 데이터는 기존 음악포털을 이

용해얻었고웹페이지의파라미터를동적으로바꿔가사데이터

를수집했다.

http://music.mnet.com/Lyrics/LyricsView.asp?SongID=IDX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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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wler crawler = new Crawler();

crawler.setBaseUrlString("http://music.mnet.com/Lyrics/Lyr

icsView.asp?SongID=");

crawler.setStartIndex(201400);

crawler.setEndIndex(2014562);

crawler.process();

<리스트 3> 크롤러를동작하는코드

public static String download(String urlString,String

encode) throws IOException

{

String html = null;

HttpURLConnection urlConnection = null;

URL url = new URL(urlString);

urlConnection = (HttpURLConnection)

url.openConnection();

urlConnection.setUseCaches(false);

urlConnection.setRequestProperty("User-

Agent","Mozilla/5.0 (Windows; U; Windows NT 5.1; en-US)

AppleWebKit/533.2 (KHTML, like Gecko) Chrome/5.0.342.3

Safari/533.2");

html =

getContents(urlConnection.getInputStream(),encode);

urlConnection.disconnect();

return html;

}

public static String getContents(InputStream is,String

encode) throws IOException

{

if( is == null )

return null;

String s = null;

StringBuffer dataBuffer = new StringBuffer();

BufferedReader resultStreamBuffer = new

BufferedReader(new InputStreamReader(is,encode));

while((s = resultStreamBuffer.readLine()) != null)

{

dataBuffer.append(s);

dataBuffer.append("\r\n");

}

resultStreamBuffer.close();

return dataBuffer.toString();

}

<리스트 4> HttpURLConnection를사용해다운로드하는코드 <화면 4> 가사DB

<화면 5> 성향사전



필자는3,419개의가사에서명사를추출하고단어사전을구축

했는데, 구축 과정에서 가요에 사용되는 단어는 중복이 많고 어

휘 선택이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6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서총2,146개의성향단어사전을구축할수있었다. 

음악가사성향분석

성향 단어사전이 구축됐다면 이제 가사의 성향을 판단해야 한

다. 총7단계로진행된다.

1) 자동 띄어쓰기

2) 음절분리

3) 한 인지 판단

4) 한 이면 형태소 분석

5) 중의어 검색 - 중의어면 앞 2음절 앞에 감정성향 단어로 판단

6) 감정성향 판단

7) 가사성향 판단

7단계중중의어를찾아처리하는단계가있다. 중의어란무엇

일까? “슬픈 사랑”, “기쁜 사랑”두 문장을 분석하면“슬픈”, “사

랑”, “기쁜”,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뉘어지며 단어의 성향을 찾

게 된다. 여기서“사랑”이라는 단어는 앞 수식어로 성향이 결정

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중의성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사랑”을 중의어로 부르게 된다. 형태소 분석 후 중의성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문분석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구문분석을

발전시켜 의미분석을 하기도 한다. 한국어는 본질적으로 앞에

서 뒤를 수식하는 형태이기에 앞 음절의 성향을 판단해 중의성

을해결한다. 

가사 성향 분석기는 코어와 Utililty, 그리고 검증도구의 패키

지구조로이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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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음악가사 성향 분석

<그림 4> 음악가사 성향 분석 전체 클래스 구조

public LyricsState analyze(String lyrics) throws Exception

{

LyricsState lyricsState = new LyricsState();

LyricsState sentenceState = new LyricsState();

int pos = 0;

int ordering = 0;

// 전처리- 띄워쓰기처리

String[] sentences =

PreProcess.processWordSpace(lyrics);

lyricsState.setLyrics(PreProcess.processString(sentences))

;

// 문장단위로처리

for(String sentence : sentences)

{

ordering = 0;

if( StringUtils.isEmpty(sentence) )

{

pos = pos + "<br>".length();

continue;

}

// 어절로나눔.

String[] syllables = sentence.split(" ");

for( String syllable : syllables )

{        

processSyllable(sentenceState,syllable,pos,ordering);

pos = pos + syllable.length() + 1;

<리스트 5> 성향분석의핵심코드

시작

자동 띄어쓰기

가사성향
판단

감정성향
판단

앞 2음절
내 감정성향이

있는가?

음절 분리 형태소 분석

중의어 검색

예

예

아니오

한 인가?



형태소 분석기에서 활용됐던 MorphAnalyzer를 사용하고

AnalysisOutput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코드다. 기본적으로

음악의 성향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곡들도 있지만 슬프거나 화나

는 성향들이 함께 분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가 바람을 피워

서헤어지는가사가한예다.

이미 메말라 모두 피폐했다 쉽게 생각했다. 실패했다 긴 패배감

만이 지배해가. 난 외톨이 차가운 바닥에 내쳐진 내 처지 아직도

채꺾지못한외고집때문인지는몰라도주위를맴돌지.

이와같은가사는슬픔과노여움이함께분포하는가사라고볼

수 있다. 인기곡 3,000여 곡에 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한국

가요는슬픈가사들이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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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

// 중의문판단

ambiguousProcess.process(lyricsState,

sentenceState);

sentenceState.clear();

pos = pos + "<br>".length();

}

return lyricsState;

}

private void processSyllable(LyricsState

sentenceState,String syllable,int pos,int ordering) throws

Exception

{

char[] chars = new char[1];

String morph = "";

if( StringUtils.isEmpty(syllable) )

return;

// 어절을형태소분석진행, 여러가지양태가나타나기때문에형을판단함.

List<AnalysisOutput> list = analyzer.analyze(syllable);

for(AnalysisOutput o: list)

{

String wordString = o.getStem();

if( o.getStem() != null )

{

// 명사, 동사등의형을체크

chars[0] = o.getPos();

morph = new String(chars);

// 별도클래스로매핑

Word word = new Word();

word.setWord(wordString);

word.setMorph(morph);

word.setPos(pos);

word.setOrdering(ordering);

// 가사성향이있는지판단

processLyricsState(sentenceState,word);

}

}

}

private void processLyricsState(LyricsState sentenceState,

Word word)

{

// 단어와양태를모두체크해판단

sentenceState.setTotalTermCount(

sentenceState.getTotalTermCount() +

word.getWord().length() );

String morph = word.getMorph();

String wordString = word.getWord();

if(

DictionaryRegister.containsJoyWords(wordString,morph) )

sentenceState.addJoyWords(word);

else if(

DictionaryRegister.containsAngerWords(wordString,morph) )

sentenceState.addAngerWords(word);

else if(

DictionaryRegister.containsSorrowWords(wordString,morph) )

sentenceState.addSorrowWords(word);

else if(

DictionaryRegister.containsAmbiguousWords(wordString,morph

) )

sentenceState.addAmbiguousWords(word);

}

<화면 6> 가사 성향 분포도



<화면 7>은 아이유의 마시멜로우라는 곡에 해 성향 분석을

진행한결과다.

성능평가

음악가사 성향 분석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비교해 정확도를

검증하는것이다. 검증은다음과같은절차로진행된다.

1. 일반 사람들이 총 500곡의 가사에 해 성향 분류

2. 가사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500곡의 분류

3. 1, 2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정확도 계산

성능평가를진행했고, 87.80%의결과가나왔다.

음악가사성향분석을개발하면서

가사의 성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에 해

당하며, 성향사전을 구축하는 것이 성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가요라는 제한적인 역을 선택해 재미있게 개발할 수

있었다. 

다음 호에서는 음원요소를 분석하는 방법과 음악 추천법에

해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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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7> ‘아이유 - 마시멜로우’의

성향 분석 결과

<화면 8> 설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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