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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악은 매장의 분 기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재 부분의 매장에서는 음악 스트

리  사이트에서 추천해주는 이리스트 혹은 개인의 취향에 의한 선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매장의 분 기와 합하지 않는 곡이 선곡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고객들로 하여  불만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음악 선곡 시스템을 고객 심

으로 환하고자 한다. 고객의 감정 분석, 상황 분석과 머신 러닝을 용하여 재 매장의 분

기와 어울리는 음악이 선곡되고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서론

   사회에서 음악은 다양한 목 으로 리 쓰이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음악은 그 사업장의 분 기를 좌우하는 

요한 요소들  하나이다. 그러나 재 사업장에서 음악

을 선곡할 때, 개인 혹은 멜론, 지니와 같은 스트리  사

이트의 순  차트에 의존한 음악 선곡  추천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수의 음악  공감 를 불러

일으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결론 으로 사업장

의 분 기를 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2].

  본 연구는 사업장 내 음악 선곡  추천 시스템을 고객 

심 으로 환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매장 

내 개인의 감정 정보와 재의 계 , 날씨 등의 상황 정보

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을 통해 음악을 추천하여 실시간

으로 변화하는 감정과 상황에 응하여 음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분 기를 구매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장 분 기나 

인테리어를 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만큼 매

장 고유의 특색 있는 분 기를 연출하는 매장이 늘고 있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과
제번호 (2016-0-00017)

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분 기 연출에 큰 

향을 미치는 청각  요소의 요성 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획일화된 매장 내 음악 선곡  추천 

시스템을 개인화하여 매장의 분 기를 극 화 시킨다는 

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시스템 구성 

본 연구는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Paul Ekman)의 감

정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폴 에크만은 인간에게는 6가

지의 기본 감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이는 1차 감정이

라고도 하며 기쁨, 슬픔, 분노, 오, 공포, 놀람의 감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의 기본 감정과 이로부터 생되

는 2차 감정인 경멸까지 총 7가지 감정을 이용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이러한 7가지 감정들  정 인 감정은 

높이고 부정 인 감정을 낮추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 먼  매장 내 고객의 얼굴을 촬 하여 이로부터 고

객의 7가지 감정을 추출한다. 추출된 감정과 나이, 성별, 

재 기상상태를 기반으로 장르를 추천한다. 추천된 장르

에서 1곡을 선곡하고 이 게 선곡된 1곡을 지식 기반 

업 필터링을 통해 5곡을 선곡한다. 이 게 선곡된 5곡을 

내용 기반 업 필터링[4]을 통해 25곡을 추천한다. 추천

된 25곡을 재생하면서 실시간으로 재 매장 내 고객들의 

감정과 재 날씨를 모니터링하여 설정된 목표와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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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사장르 계도

계절 날씨 시간
봄 맑은날 아침
여름 흐린날 오후
가을 비오는날 저녁
겨울 눈오는날

<표 1> 음악 추천 태그

지 않는 곡을 삭제하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감정과 날씨

에 응하여 설정된 목표에 최 화된 선곡을 제공한다.

3. 감성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한 음악추천 시스템 

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7가지 감정을 촬 된 사진으로부터 

추출하기 해 Microsoft사의 Emotion API를 사용하고 

나이, 성별을 감지하기 해 AWS사의 Rekognition API

를 사용한다. 한 재 날씨 정보를 받아오기 해 

OpenWeatherMap API를 이용하여 재 계 , 날씨, 시간

을 받아온다. 이 게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머신러

닝을 작동시키기 한 입력값 데이터를 만든다. 이 게 완

성된 입력 값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나이, 성별, 시간, 정 감정 차]

나이는 1부터 5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10 부터 50 의 의

미를 가진다.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의 값을 가진다. 

시간은 재 시간을 오 , 오후, 밤으로 나 는데 각각 0.3, 

0.6, 0.9의 값을 가진다. 정 감정 차는 7가지 감정들  

정 인 감정이라고 단되는 기쁨과 놀람 감정을 더한 값

을 목표로 설정된 정 감정에서 뺀 값이다. 정 감정 차

는 재 감정이 목표 감정과 같아지려면 얼마큼이 필요한지

를 의미한다.

  이 게 완성된 입력 값 데이터와 미리 확보한 트 이닝 

세트를 기반으로 SVM(Supported Vector Machine) 알고

리즘을 용시켜 1가지의 장르를 추천한다. 여기서 미리 

확보한 트 이닝 세트란 음악을 듣고 난 과 후의 감정 

값을 추출하는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트 이닝 세트이다. 

한 커피 과 업하여 약 300곡의 음악을 재생하 고 이

로부터 약 200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 다. 한 곡의 장르

를 12가지로 나 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발라드, 팝, 인디, 트로트, 재즈, 포크, R&B, 스, 사운드

트랙, 락, 일 트로닉, 힙합]

SVM을 이용하여 추천되는 장르는 의 12가지 장르  

하나가 추천된다. 그러나 개인이 선호하는 장르를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 장르 계도(그림 1)

를 통하여 추천된 장르와 유사한 장르를 추천 상 장르

에 포함한다. 

유사 장르 계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6 

음악산업백서를 참고하여 작성하 다. 를 들어 힙합이 

선정된 경우, R&B와 일 트로닉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장르를 추천한다.

<힙합, R&B, 일 트로닉>

이 게 추천된 장르들에 해당되는 곡들을 트 이닝 세트에

서 선별해낸 후 이와 이 에 완성된 입력 값 데이터를 기반

으로 다시 한 번 SVM 알고리즘을 용시켜 1곡을 추천한

다. 이 게 추천된 곡은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지식 기반 

업 필터링을 거치게 된다. 이때 음악 스트리  사이트의 

태그별 음악 추천 리스트가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스트리  사이트인 지니의 태그별 음악 추천 리스트를 사용

하 는데 이때 태그는 <표 1>과 같다.

지니의 특성상 한 번에 최  2개의 태그로만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그를 계 과 날씨, 계 과 시간,날씨와 

시간으로 조합한 후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10곡씩 총 38

개의 추천 리스트와 380곡을 확보하 다. 음악 추천 리스

트를 선정할 때 태그별로 조회한 음악 추천 리스트들  

가장 추천 수가 많은 리스트들을 주로 선정하 다. 음악 

스트리  사이트의 태그별 음악 추천 리스트를 이용한 이

유는 감정과 나이, 성별, 시간으로만은 상황을 기반으로 

한 음악 추천이 어려웠고 추천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다양한 음악 스트리  사이트들  지니는 

태그별 음악 추천 리스트들을 검색할 때 쓰이는 태그의 

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주기 으로 추천 리스트를 검토하

여 추천 수가 많은 리스트를 선별하는 등 지속 인 리

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리스트들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지니를 이용하 다.

  그리고 두 번의 SVM 알고리즘을 용시켜 추천된 곡

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지식 기반 업 필터링을 

거칠 때 재의 계 , 날씨 시간 등의 상황을 이용하여 3

개의 태그별 음악 추천 리스트를 선택한다. 이 게 선택된

3개의 태그별 음악 추천 리스트의 곡, 30곡과 지식 기반 

업 필터링을 용하여 가장 유사한 상  5곡을 선정

한다. 이 게 선정된 5곡은 지니의 태그별 음악 추천 리스

트의 곡들이다. 지식 기반 업 필터링을 용하여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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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이름 의미
Signal Magnitude 소리크기
Spectral Controid 음악의 밝기에 대한 인지 

척도
Spectral Flux 각 악구의 에너지 변화량
MFCC 음성의 특징
Tempo 박자
Pitch 음의 높이
Intensity 음의 세기

(그림 2) 좌측 상단의 그래 는 재 매장내 나이별 

감정상태 (청색은 정, 색은 부정)를 나타내며 이에 

따른 추천 음악 리스트는 우측에 그리고 음악 재생 후 

감정의 변화는 좌측 하단에 보인다.

5곡은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내용 기반 업 필터링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메타 데이터는 곡의 신호에서

부터 추출한 데이터들이며 이들은 <표2>와 같다.

<표 2> 메타데이터 정보

의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용 기반 업 필터링이 

용되며 이를 통해 한 곡당 5곡씩 총 25곡이 선곡된다.

선곡이 완료되고 재생이 될 때마다 이  곡이 재 매장 

내 고객들의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속 으로 확

인한다. 확인 결과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선곡된 곡들  해당 곡과 같은 장르를 가진 곡들을 선곡

된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이 게 선곡과 삭제를 반복해 나

가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감정과 상황에 응하여 선

곡과 추천을 제공한다.

4. 결과 

본 과제를 통해 제작된 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

지고 있다. 하나는 음악을 선곡  재생하는 기능이다. 웹

캠을 이용하여 매장 내 고객들의 감정과 나이, 성별을 추출

하고 재 계 , 날씨, 시간에 맞는 곡을 추천하 다. 한 

실시간으로 재 고객들의 감정과 상황을 분석하여 설정된 

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곡은 삭제하고 새로운 곡을 추천한

다.  다른 기능은 재 매장 내 고객들의 감정을 그래

화 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로그램에서 선

곡된 음악을 통해 매장 내 고객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 찰 할 수 있었다. (그림 2)

5 결론

본 연구는 재 매장 내에 존재하는 고객들을 상으로 

한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이므로 실제 매장 내 

CCTV를 통하여 고객을 분석하고 POS기와 스피커를 연

동하여 한 음악 추천  재생이 가능하다. 카페, 스

토랑, 편집샵 등 분 기가 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서비스

를 이용하면 특색있는 분 기 조성에 도움을  수 있으

며 고객 친화  사업장으로 고객들에게 정 인 인식을 

 수 있다. 나아가 사업장의 수익향상에 도움을  수 있

다.

  한 본 과제를 모바일 서비스로 만든다면, 음악 어 리

이션 내의 개인화 서비스로 발 할 수 있다. 어 리 이

션의 백그라운드에서 스마트폰의 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감정  상황에 맞

는 사용자 개인을 한 음악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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