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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전 학습된 심층생성모델을 기반으로 가수 별 가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사

를 생성하는 모델을 소개한다. 베이스 모델로 한국어 사전 학습 모델 KoGPT-2 를 사용하였으며, 총 

가수 10 명의 노래 823 곡을 수집하여 미세조정 기법을 바탕으로 학습하였다. 특히, 가수 별로 구분

한 가사를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여, 가수 별로 독특하게 나타나는 가사 스타일이 전이되도록 하였

다. 가수의 이름과 시작 단어를 입력으로 주고 작사를 수행한 실험 결과, (i) 가수 별로 생성되는 가

사의 어휘와 스타일이 그 가수의 기존 곡들의 가사와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ii) 작사 결과 가수 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추후 설문을 통해, 개별 가수들의 가사와 생성된 가사의 어휘와 스타일 유사성

을 확인하고, 가수 별 차이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1. 서론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

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 연구

는 사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성별, 나

이, 성격 등과 같은 고유한 페르소나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이러한 접근은 대부

분 페르소나에 따라 다른 어투로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챗봇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그러나, 자연어로 성격을 구현하는 어려움과, 공적 

상황에서 관찰되는 대화에서 페르소나 희소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2].  

위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페르소나를 

내포하고 있을 만한 노래 가사를 이용, 가수의 작사 

스타일이 반영된 가사를 생성하고, 생성 결과가 그 특

성을 포함한 가사 스타일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가수 별로 같은 입력 단어가 주어지더라도 생성된 문

장에 어휘나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비

교해보고자 한다. 이는, 페르소나를 직접 디자인하는 

대신 이미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가수의 가사 

스타일을 페르소나로 설정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사

용자에게 더욱 친밀감이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실험 

2.1 베이스 모델 

본 논문에서는 KoGPT-2 를 베이스 모델로 선정하였

다. 이는 Open-AI 사의 GPT-2 를 약 20GB 의 한국어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한 모델이다 [3]. 

GPT-2[4]란 Transformer decoder 를 사용하는 self-

attention 기반의 딥러닝 언어 모델이다. 기존 GPT 모

델[5]과 유사한 구조이나, context size 가 더 크며 약 

800 만개의 텍스트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됐다는 특징

이 있다. 임의의 문장이나 단어를 입력하면 맥락을 고

려한 다음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글의 창의성

이나 표현 범위를 변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4]. 

GPT-2 는 residual 층의 개수에 따라 4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KoGPT-2 는 그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모델

인 GPT-2 small 을 사용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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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입력 단어에 따라 가수 별 생성되는 가사 사례 

가수 시작단어 - 나를 시작단어 –  너를 

ITZY 

나를 외치며 외쳐라 I'mma make it myself

난 멈추는 법을 몰라 I'mma make it myself

난 멈추는 법을 몰라 차갑게 보여도 어떡해

Cool 한 나니까 눈치 볼 마음 없어 Oh Come 

on 당당하게 Let it go Here we go 길거리를 

누비고 On a rollBackground 

너를 보고 싶어 나야 나지만 널 원해 원해 원

해 원해 We gon ’ run this town like we 

ain’t got no tomorrow20 carat diamond 너

는 확 눈이 멀어 Can’t nobody hold 

IU 

나를 부를 때 나는 왜 숨을 쉬지 못하고 비

틀거리는 거야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잠시만 

가만히 있으면 눈을 뜨면 눈을 뜨지 않아 꺼

져 있는 꿈속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

물이 흘러 나오고 마음을 다 비우면 나 혼자

만의 방으로 들어가서 잠시만 가만히 있으면 

눈을 뜨지 않아 

너를 부르고 싶었어 그래 불러줘줘 정말 예뻐

지자고 불렀던 그 목소리 널 불러줘 정말 예

뻐지자고 불러줘 정말 예뻐지자고 불러줬던 

그 목소리 잊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날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계세요 

루시드

폴 

나를 부르러 찾아왔단다 공공장소에서 흘러

나오는 뜨거운 온기에 몸을 맡긴듯 작은 몸

을 실으리 지금 쉴 곳이 없어 성큼 걸어가자 

쉼 없이 몰아치는 더 큰 불길 세상은 두렵지 

않아 우리 함께 뛰어들자 우리 함께 뛰어들

자 우리 함께 가자 손 흔드는 순간 두근두근

대며 나를 보내준 사람 하얗게 마른 땅에 파

묻힌 얼굴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니 멀리 

사라지고 있어 성큼 걸어가자 함께 가자 손 

흔드는 순간 두근두근두근대는 우리 둘만의 

홀로 아니 그냥 셋이서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걸어가자 

너를 보고 있으면 강물이 생각나 강물이 생각

나 상류도 하류도 아니라 아마 중류 어딘가쯤 

굽이굽이 허위허위흐르는 강물 강물 당신을 

보고 있으면 강물이 생각나 강물이 생각나 느

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때론 맑은 낯으로 때론 

슬픈 빛으로 흐르는 강물 갈대도 억새도 모래

도 철새도 조개도 돌게도 물고기도 친구가 되

고 흐르는 강물을 보면 당신이 생각나 당신이 

생각나 요란하게 고고하게 그림자 드리운 산

이 아니라 그냥 보름달의 친구 강물 가을도 

겨울도 봄도 여름도 구름도 어른도 아이들도 

친구가 되고 흐르는 강물을 보면 당신이 생각

나 거칠게 광활하게 넘치고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그.. 

몬스타

엑스 

나를 노래해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남긴 노래 가사 중 하나가 돈과 사랑에 미쳐 

허전해 이런 나를 두고 넌 왜 자꾸 Hope 

MeSwitch 을 불러 My baby you're so 

beautiful 

왜냐면 널 갖고 싶어 You're so beautiful

왜냐면 It's your beautiful beautiful 왜냐

면 It's your beautiful beautiful 왜냐면 

It's your beautiful beautiful 왜냐면 It's 

your beautiful beautiful 

너를 본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black out 그 

어둠 속에서 너 혼자서만 빛나 날 보는 눈빛

은 블랙홀 위험할 것 같아 근데 한 없이 빠져

들어 분홍빛 입술과 pony tail 목소리 다 내 

스타일 이미 다른 여자들과는 비교가 안돼 너

가 걸어오면서 뿜어내는 빛이 두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여 거짓말처럼 니가 눈에 보여 다

른 일들은 할 수 없어 매일 매일 이제 난 너

만 생각해 하루종일동안 my baby 오직 너만 

생각해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려 나는 Oh 

This is 

노라조 

나를 부르지 말고 나를 비하더라가 아니라 

나를 환하게 웃어주더라가 더러워도 숨을 쉴

수조차 없이 아픈데넌 치료약도 발라먹고 치

료효과도 역시 역시 탁월한미양행 구호재단

인 한미글로벌의 사회공헌 활동인 나를 따뜻

하게 만들어줘요 미칠듯이 말을 걸어주더라

가 오히려 독하다 나는 오히려 약해 보여도 

그게 사랑해줄수 있는 사람이라 나에게말 걸

어줘요 내가 참 멋진 사람이라는 걸 환하게 

들려줘요 

너를 보내며 세 번의 눈물이 내 가슴에 새겨

진다 내 마음 속 어두운 장막으로 부딪히고 

너를 보내며 세 번의 눈물이내 가슴에 새겨진

다 내 마음 속 어두운 장막으로 부딪히고 너

를 보내며세 번의 눈물이 내 가슴에 새겨진다 

내 마음 속 어두운장막으로부딪히고 너를 보

내며 세 번의 눈물이내 가슴에 새겨진다 내 

마음 속 어두운장막으로부딪히고 너를 보내며

세 번의 눈물이내 가슴에 새겨진다내 마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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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사 스타일 전이를 위한 학습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가수 중에서 가사의 

어휘나 분위기가 독특해 스타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수 10 팀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해당 가수들의 전곡 

가사를 크롤링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 때 가

사 구분의 편의와 전처리 과정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가수와 제목 컬럼 또한 데이터셋에 추가하였다. 한국

어 가사 생성 모델로 한정한 바, 데이터 수집 시 제목 

컬럼에 English version 이나 Japanese version 등의 단어

가 포함된 곡들은 제거하였다. 또한, 제목에 remix 와 

instrumental 단어가 포함된 곡들을 제거함으로써 중복

된 곡들이 없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823 곡 데이

터를 구축하였으며 각 곡은 평균 87.8 개의 단어로 구

성되어 있다. 한 가수 당 평균은 곡 수는 82.3 곡, 표

준편차는 40.60 으로 가수들 간 데이터셋의 크기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PT-2 모델이 end-to-end 모델 

기반이며, encoder 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가 처리되는 

바, 각 데이터의 별도 레이블링은 수행하지 않았다. 

 

2.3 미세 조정을 통한 모델 학습 

앞서 구축한 한국어 노래 가사 데이터셋을 이용, 

KoGPT-2 모델에 미세 조정을 시행하였다 [6]. 이 때 

베이스 모델에서 제공하는 최대 시퀀스의 길이는 기

본값 1024 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퀀스 

길이를 가진 데이터는 학습에서 제외되었다. Optimizer

는 Adam 을 사용하였고, learning rate 는 3e-5 로 고정하

였으며, 손실 함수로는 CrossEntropy 를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상기 미세 조정된 심층생성모델 기반 작사 모델에 

가사 시작 단어를 입력으로 주면, 해당 단어로 시작하

는 가사가 출력된다.  

가사 생성 시 하이퍼파라미터로 temperature 를 조절

할 수 있다. 이것은 생성된 단어의 뒤에 올 다음 단어

의 임의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emperature 조

절을 통해 생성되는 가사의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지

만 temperature 값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 가수의 스타

일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설정한 값 

(여기서는 1.0)을 사용하였다.  

또한 생성되는 가사의 스타일이나 문맥에 맞지 않

는 단어를 필터링하기 위해 top_k, top_p 변수를 조절

하였다.  두 변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높은 확률

부터 정렬한 k 개의 단어 중 누적확률이 p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 단어는 제외하고 가사를 생성할 수 있도

록 진행하였다. 

표 1 은 입력으로 해당 단어가 주어였을 때 가수별

로 생성되는 가사를 나타낸 결과이다. 입력 단어로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빈도수가 많았던 

단어를 선정하였다.  

 

4. 고찰 

실험 결과, 가수별로 같은 입력이 주어져도 다른 

가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원래 가수가 가지

고 있는 가사의 장르는 물론 어휘가 비슷하게 생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사 생성이 잘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몇몇 결과의 경우 원래 학

습데이터와 동일한 가사가 생성된 부분도 있었다. 

학습데이터와 생성된 가사의 스타일 간 유사성을 

비교해보기 위해 학습데이터의 단어 중 영어 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ITZY 52.31%, 

몬스타엑스 38.56%, IU 15.43%, 노라조 2.73%, 루시드

폴 1.24%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내 k-pop 아이돌(ITZY, 

몬스타엑스)의 가사에는 영어 단어의 비율이 매우 높

다. 그에 따라 생성된 가사에서도 전체 단어 중 영어 

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해본 결과, ITZY 49.23%, 

몬스타엑스 27.20%로 원곡에서의 영어의 비중이 결과

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에 반해 IU, 루시드폴, 노라조의 가사를 보면 학습데

이터에서 단어 빈도를 측정했을 때 영어 단어의 비중

이 크지 않았고 생성된 결과도 모두 한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사한 스타일을 갖는 가사가 생성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생성된 가사를 각각 살펴보면, 기존에 선정한 10 팀 

중 가장 적은 데이터셋을 가진 ITZY 의 경우, 첫 문장

을 제외하고는 원래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가사가 생

성되었다. 데이터가 적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고 과적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루시

드폴과 몬스타엑스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입력 단어가 

‘나를’ 인 경우, 가수에 맞는 새로운 가사가 잘 생성

된 것으로 보이지만 입력 단어가 ‘너를’ 인 경우, 기

존 곡의 가사와 동일한 가사가 생성되었다. 

반면, 가장 많은 데이터셋을 가진 IU 의 경우, 기존 

가수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입력 단어에 따른 새

로운 가사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충

분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충

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노라조의 경우, 학습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가사

가 잘 생성되었지만 몇몇 구간에서 문법적으로 어색

하거나 구간의 반복이 많은 가사가 생성되었다. 

Transformer 에서는 Byte Pair Encoding(BPE)을 통해 문

장들을 토큰으로 나누고 이 토큰들은 임베딩 행렬로 

변환되어 Decoder Stack 에 들어가게 되는데, Self-

attention 과정 이후 들어온 임베딩 벡터를 통해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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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구한 뒤 이 확률 값이 가장 높은 문장을 출력하

는 형태로 진행된다 [7]. 그렇기 때문에 노라조의 경

우처럼, 학습 데이터에 단순히 반복되는 구조가 많이 

나온다면 결과 생성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결과는 휴리스틱 방법으로 가사의 유사성에 

대해 논한 바, 추후 생성한 가사들의 품질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생성 모델의 경우 생성된 문장의 동일 의미 대비 구

조적 다양성, 생성문장 품질 수용도(perplexity)[8-10] 

등의 지표를 사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통상적

인 의미/구조적 다양성 등 일반적인 텍스트 평가 지표

로 성능을 측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생성된 가사

의 라벨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이 없어, 문장 구조, 의

미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가사가 시적 예술

성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일반적 문장 구조 및 내용으

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가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설문 기반 평

가를 바탕으로 향후 품질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11]. 

예를 들어, (i) 품질: 가사가 자연스럽게 잘 생성되었는

지, (ii) 개인화: 가수와 가사가 어울리는지 등을 제시

할 예정이다. 모델의 성능 평가 관점에서, 가수마다 

생성된 가사가 일관성이 있는지, 입력 단어에 맞는 가

사가 생성되었는지, 특정 가수의 가사 특징을 반영하

는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여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

다 [12]. 추가로, 생성된 가사를 보고 가수를 떠올릴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수 개성 반영도 또한 확인할 예정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페르소나의 한 예로 간주할 수 있는 

가수의 가사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사 생성 시 가수 

별 특성이 발현되는 지 보았다. 실험 결과, 같은 입력 

단어에 대해 각각 다른 특징을 갖는 가사를 잘 생성

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아직 반복되는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갖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가사가 출력되는 경우도 존재했는데 이는 데이터셋이 

보다 큰 가수에 대해서는 특징을 갖는 가사를 잘 생

성해낸 것으로 보아 이 연구가 추후에 가수가 아닌 

페르소나로 확장을 하였을 때 페르소나 별로 다른 특

징을 갖는 텍스트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준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추후 페르

소나에 따라 다른 어투로 대화가 가능한 챗봇 시스템

으로 확장하여, verbal communication 시 사용자의 만족

도를 높이고, 감성적 측면에서 더 깊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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