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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정 분석을 통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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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pop song, the creator's intention is communicated to the user through music and lyrics. Lyric 

meaning is as important as music, but in most cases lyrics are delivered to users in a static form without 

non-verbal cues. Providing lyrics in a static text format is inefficient in conveying the emotions of a 

music. Recently, lyrics video with kinetic typography are increasingly provided, but producing them 

requires expertise and a lot of time. Therefore, in this system, the emotions of the lyrics are fou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ext of the lyrics, and the deep learning model is trained with the data obtained by 

converting the melody into a Mel-spectrogram format to find the appropriate emotions for the music. 

It sets properties such as motion, font, and color using the emotions found in the music, and automatically 

creates a kinetic typography video. In this study, we tried to enhance the effect of conveying the meaning 

of music through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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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중 가요는 음악과 음악에 포함된 가사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창작자의 의도가 전달된다. 음악만큼 가

사의 의미가 가지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가사는 비언

어적 단서가 전혀 없는 정적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적 형태는 가

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에 한계

가 있다. 최근 가수들은 가사의 텍스트에 다채로운 

효과를 적용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제공하

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들이 제공하는 키네틱 타이

포그래피 영상에서 가사는 텍스트의 움직임과 색상, 

폰트와 같은 다양한 속성의 변화를 통해 단순한 텍스

트 형태에서 벗어나 동적 요소를 포함한다. Fig. 1은 

가수 BTS가 제공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 사례

이다. 영상에서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음악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제작하는 것

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한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편집 도구들은 매우 복잡하여 초보자가 능숙하게 도

구를 다루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음악

의 구절과 어울리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모션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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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lyrics music video provided by BTS

(https://youtu.be/qvu4nPMyl3U).

Fig. 2. Rules for using music analysis results.

성을 영상 제작자가 임의로 지정하게 되면 의미 전달 

효과가 떨어진다. 이처럼 영상 제작자가 키네틱 타이

포그래피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많은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기존의 영상 제작 방식이 아닌, 음악의 리

듬과 감정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각 구절과 어울리는 

모션을 적용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생성해

주는 서비스를 설계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높은 

수준으로 유발할 수 있다[1]. 음악과 인간의 감정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므로 음악으로부터 유발되는 감

정을 통해서 음악과 어울리는 모션을 선정하여 움직

이는 가사를 보여줌으로써 음악의 의미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2. 관련 연구

인공 지능의 발전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인간

의 감정을 추출하는 기술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

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추출된 감정을 통해 사용자의 선호도, 경향성을 분석

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확장해 분석한 감정

을 이용해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음악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데, 음악 가사 텍스트의 감정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이용해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한다[2]. 

인간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를 마케팅과 같은 분야

에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술 창작의 범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려는 다양한 시

도 중에서, 인간이 심리를 표출하는 수단인 문장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

장의 감정을 긍정, 부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

려는 연구에서부터 인간의 감정을 범주화하여 분석

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문장의 감정을 분석

하기 위한 학습 기법 중, 순방향으로만 학습하는 

LSTM 모델에서 역방향으로 학습하는 레이어를 추

가한 Bi-LSTM 구조는 시퀀스를 양쪽 방향에서 처

리하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도 수용하여 문맥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문장 감정 분석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

[3]. 음악 감정 분석에서도 많은 연구가 긍정, 부정의 

두 차원으로 감정을 분석한다. 음악을 다중 감정으로 

분석하기 위해 음악의 장르, 가수를 예측하는 음악 

분류 알고리즘을 감정 분석에 적용하려 한다. 음악을 

딥러닝 학습을 통해 분류 하는 연구 중, 음악 파일을 

파형과 스펙트럼의 특징이 결합되어 소리를 시각화

해주는 멜스펙트로그램(Mel-spectrogram)의 형식으

로 변환한 뒤 CRNN(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구조로 학습한 모델에서 평균 F1 스코어

가 0.937 정도의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보였다[4]. 본 

연구에서는 음악 데이터 셋을 감정 별로 분류한 뒤 

이와 같은 CRNN 구조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여 

음악 감정 분류를 진행한다.

음악과 가사라는 두 가지 측면의 감정 분석을 통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의 모션을 선정할 때. 각 감

정에 적합한 모션을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키네

틱 타이포그래피의 투명도, 이동 방향과 같은 속성과 

감정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무드를 

주는 속성과 긍정적 무드를 주는 속성을 조합해 도출

할 수 있는 감정에 적절한 모션을 선정하고자 한다. 

부정적 무드를 유발하는 속성으로는 투명도 사용, 아

래로 이동 등이 있고 긍정적 무드를 유발하는 속성으

로는 규칙적인 움직임, 위로 이동 등이 있다[5].

3. 시스템 설계

3.1 음악 요소 별 감정 분석 

가사 텍스트와 음악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

하여 텍스트에 적용할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모션과 

폰트, 색상 등의 시각적 속성을 선택한다. Fig.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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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ching rules for motion and font according to 

emotion.

Emotion Motion Font

Happiness Hopping Sans-Serif

Hope Scale-up Sans-Serif

Trust Wave Serif

Surprise Blink Serif

Fear X-shape Hand Writing

Sadness Swing Hand Writing

Aversion Fade-in&Move Hand Writing

Anger trembling Hand Writing

Table 2. Ranking of colors related to emotions.

Rank        

Emotion     
1 2 3

Happiness Yellow Green Blue

Hope Blue Orange White

Trust Green Blue White

Surprise Red Yellow Orange

Fear Black Gray Purple

Sadness Blak White Purple

Aversion Red Black Orange

Anger Red Black Orange

음악의 분석 결과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 자동 

생성에서 활용되는 규칙이다. 가사의 텍스트 문장 분

석을 진행해 나온 가사의 감정을 기준으로 폰트 종류

와 모션 종류를 선택한다. 음악 감정 분석 결과값은 

색상 선택에 사용한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모션의 

빠르기, 크기와 같은 모션의 속성값은 음악의 템포, 

평균 주파수, 엔벨로프 강도를 분석해 설정한다

3.2 가사 감정 분석

가사 감정 분석으로 나오는 감정은 기쁨, 기대, 신

뢰, 놀라움, 공포, 슬픔, 혐오, 분노이며 8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갖는 대표 감정 한 가지를 

이용한다. 관련 연구에서 조사한 키네틱 타이포그래

피 모션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

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를 본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8가지의 감정을 동일하게 긍정과 부정의 감정으로 

분류한다. 감성 분류 체계 중 Mehrabian의 PAD 감

정 분류 모형을 참조해 기쁨, 기대, 신뢰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분류하고 공포, 슬픔, 혐오, 분노는 부정적

인 감정으로 분류한다. 놀람은 중립 감정으로 분류한

다[6]. 분류한 기준에 따라 감정에 적합한 긍정과 부

정 모션을 선택한다. 중립적인 감정으로 분류한 놀람

은 긍정과 부정 모션을 결합해 모션을 선택한다. 폰

트의 종류도 가사 감정 분석을 통해 설정한다. 세리

프, 산세리프, 손글씨라는 세 가지 계열의 폰트를 각 

감정과 매칭시킨다. 감성 분류를 한글 폰트에 적용하

기 위해 PAD(Pleasure, Arousal, Dominance) 모형

에 Organize를 추가한 PADO 모형으로 정렬한 결과

[7]와 weems에서 제공한 폰트 계열과 연관 있는 형

용사[8]들을 기반으로 각 감정에 적합한 폰트를 설정

한다. 각 폰트 계열별로 저작권이 없는 폰트를 수집

해 설문을 통해 8개를 선정한다. Table 1은 감정 별로 

모션과 폰트 종류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나타낸다. 

3.3 리듬 분석

모션이 정해지면 모션이 움직이는 속도, 크기와 

같은 모션의 속성을 설정해야 한다. 모션의 속성은 

음악의 리듬 분석한 결과를 통해 설정한다. 음악 리

듬 분석을 통해 템포, 주파수 평균, 엔벨로프 강도 

값이 나온다. 각 모션이 이동하거나 변화하는 속도는 

음악의 빠르기와 비례하게 설계하고 주파수 평균과 

엔벨로프 강도는 각 모션의 크기와 관련된 속성을 

설정하도록 설계한다. 주파수 평균과 엔벨로프 강도

는 음악마다 연속적인 값이므로 해당 값이 변화하면 

모션의 속성이 변화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감정

이 혐오라면 템포를 통해 투명도가 변화하는 시간, 

움직이는 속도가 바뀌고 주파수 평균과 엔벨로프 강

도의 변화를 통해 움직이는 거리가 변한다.

3.4 음악 감정 분석

음악 감정 분석 결과는 색상과 이모지와 매치한

다. 빨강은 차분한 감정 차원이 낮고 열정, 흥분, 분

노, 불안, 혐오 등의 감정과 관련성이 높은 것처럼 

색상에서 유발되는 감정에 차이가 있다[9]. Table 2 

는 감정과 관련 있는 색상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

다. 감정별로 색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색상이 중복되면 다음 

순위의 색상을 이용하거나 명도, 채도의 조정한다. 

음악 감정 분석 결과값이 높을 경우에는 이모지가 

나타나 감정 전달을 효과를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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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ll system flow diagram of motion subtitle auto-

matic creation service.

Fig. 4. Example of separating time and text from lyric 

file.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에서 각 요소들이 너무 

빈번하게 변화하면 사용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

므로 음악과 가사의 전체 감정 분석 결과를 초기값으

로 설정하고 임계치를 정하여, 각 구절에서 분석한 

음악 및 가사의 감정 결과 수치가 임계치를 넘는 경

우에만 모션, 폰트, 색상이 변화한다.

4. 시스템 구현 및 결과

4.1 시스템 구현 및 환경

본 시스템은 파이썬 언어로 기반으로, 장고 프레

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텍스트 감정 분석은 Bi-LSTM을 기반 한

국어 감정 분석 API인 “Saltlux API”[10]를 이용했으

며, 주어진 한국어 문장에 대해 다중 감정을 추론해

준다. 8가지(기쁨, 기대, 신뢰, 놀라움, 공포, 슬픔, 혐

오, 분노) 중 가장 유사한 감정을 한 가지 이상 추론해

주고 감정값을 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다. 음 감

정 분석은 “Librosa”[11]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음악

을 멜스펙스토그램 형태로 변경하고, 이 데이터를 이

용해 “Keras”[12]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학습한다. 

“Librosa”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 리듬에 관련한 함수

들은 음악 리듬 분석에서 사용된다. “Mutagen”[13] 

라이브러리를 통해 화면 구성에 필요한 음악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한다. 

Fig. 3는 전체 시스템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

자에게 음악 파일과 가사 파일을 입력받아 음악과 

가사의 감정 분석과 리듬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분석 결과를 전달 받아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

을 생성한다.

4.2 가사 감정 분석 및 적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사 파일은 가사와 가사가 

시작되는 지점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시간 

정보는 구절 변화 지점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기준

으로 화면에서 가사와 모션을 전환한다. 따라서 입력

받은 가사 파일에서 시간 정보와 가사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한다. Fig. 4는 실제 가사 파일의 형태

와 파일에서 분리한 시간 정보와 가사 텍스트다. 분

리된 시간 정보는 음악 감정 분석에서도 사용한다. 

우선, 가사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입력하여 가

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도출한다. 전체 감정을 

확인한 뒤에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분리된 가사를 

각각 하나의 입력값으로 하여 구절 별 감정을 확인한

다. 전체 감정 결과를 통해 음악에 전반적으로 사용

될 기본 모션과 폰트가 설정하고 구절이 바뀌는 지점

에서의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감정값이 0.7을 넘으면 

모션 종류가 변한다. 결과 감정은 미리 설계한 규칙

에 따라 모션과 폰트가 설정되어서 키네틱 타이포그

래피 영상에 포함된다. 

4.3 음악 리듬 분석 및 활용

음악 리듬 분석 결과를 통해 나오는 값은 분당 비

트 수인 템포. 프레임 당 주파수를 대표하는 평균 주

파수, 음표가 시작하는 지점의 강도를 추정한 엔벨로

프(envelope) 강도이다. 평균 주파수와 템포는 절대

적인 값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분리된 음악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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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analysis of emotions by the entire lyrics and verses in the music.

verse
Lyrics Music

emotion value emotion

“네 빛이 말해주고 있어. Liar liar liar 더 날 속이지마 ...” anger 0.79

“네 빛이 말해주고 있어” aversion 0.43 sadness

“Liar liar liar 더 날 속이지마” anger 0.75 sadness

“이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hope 0.34 fear

“I don't wanna know know know” aversion 0.47 fear

“더는 No no no 다 끝났어” trust 0.47 fear

“가요 가요 여기까진가 요” trust 0.92 happiness

“Get out get out 뒤돌아서 나가요” anger 0.25 aversion

“이 사랑의 끝에는 미움만이 남았네요 oh” trust 0.75 surprise

“끝이 없던 우리 사랑에도 끝이 보여” trust 0.92 surprise

“어 잖은 이유들로 질질 끌지 마요” anger 0.74 surprise

Fig. 5. Rhythm analysis extracted from music. (a) 

Envelope Strength and (b) Spectral_Centroid.

로 값을 얻어도 되지만 엔벨로프 강도 값은 첫 시작 

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리되기 전 음악을 통해 값을 이용한다. 이 시스템

에서는 리듬 분석을 통해 나온 값이 임계치를 넘어야 

화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설계했기 때문에 연속적

인 값인 평균 주파수와 엔벨로프 강도 값은 극대, 극

소의 값만 저장해서 메모리 낭비를 방지한다. 평균 

주파수와 엔벨로프 강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변화

하는 비율에 맞춰서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해서 음악

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4 음악 감정 분석 및 활용

음악 감정 분석은 미리 음악의 분위기가 분류되어

있고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데이터 셋으로 활용하여 

음악 감정 분석 모델을 학습한다. 학습에서 음악들은 

멜스펙트로그램 형식으로 변환하여 CRNN 구조의 

모델에서 학습을 진행한다. 가사 감정 분석과 마찬가

지로 구절 별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된 음악 

파일은 가사 파일에서 추출한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파일을 분리한다. 분리한 음악은 멜스펙트로그램 형

식으로 변환한 뒤 미리 학습한 모델에 입력하여 감정

과 정확도를 예측한다. 모델에서 예측된 결과는 미리 

설계한 규칙에 맞춰서 영상의 색상과 이모지를 설정

하는 데에 사용한다.

4.2 시스템 구현 사례

본 연구에서 구현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 자

동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결과 영상 중 두 가

지에 사례를 통해 구현 결과를 설명한다.

(사례 1) 포미닛(4Minute)의 “싫어(Hate)”

전체 가사를 분석한 결과 대표 감정은 “분노” 였으

며 감정의 값은 0.79다. 이 노래는 설계 규칙에 따라 

모션은 “Trembling”으로 나타나고 손글씨 계열의 

폰트를 기본으로, 구절이 변하고 감정 값이 기준 값

을 넘으면 구절 감정에 해당하는 모션을 나타낸다. 

Table 3는 “싫어(Hate)”의 전체 가사의 감정과 첫 번

째 구절부터 열 번째 구절까지 가사의 감정 및 음악

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다. 

Fig. 5는 음악의 리듬에서 분석한 평균 주파수와 

엔벨로프 강도 같은 연속적인 값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가시화한 그래프다. 이 값들이 변화함에 따라 

모션의 크기, 속도와 같은 모션의 속성을 변경한다.

Fig. 6 생성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상 화면이

다. Fig. 6(a)가 해당하는 구절에서 문장 감정 분석 

결과는 “혐오” 이지만 감정 값이 0.47로 기준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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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6. Example of a kinetic typography video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system. 

Table 4. Result of analysis of emotions by the entire lyrics and verses in the song.

verse
Lyrics Music

emotion value emotion

“Oh 태양이 뜬다. 널 찾아줄 지도를 들고 ... ” trust 0.94

“Oh 태양이 뜬다” aversion 0.40 trust

“널 찾아줄 지도를 들고” aversion 0.82 trust

“좌표를 따라 나서는 항로” aversion 0.65 trust

“No matter 저 은빛 나침반은” anger 0.49 trust

“오늘도 오늘도 이대로 넌 눈부셔” hope 0.76 trust

“너를 닮은 하늘은 아름다워” trust 0.69 surprise

“익숙한 듯 낯선 길 휘어버릴게” anger 0.34 surprise

“I don’t mind” aversion 0.22 surprise

“큰 파도에 밀려 이 항해의 끝에 내가” aversion 0.93 surprise

“휘몰아치는 순간 내 세상에 멈춰선” aversion 0.68 surprise

기 때문에 노래의 기본 모션인 “trembling”이 나타난

다. Fig. 6(b)는 감정 분석 결과가 “분노”이므로 

“trembling” 모션이 나타나고 해당 구절에서 엔벨로

프 강도의 큰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장의 크기가 

엔벨로프 강도의 변화와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변화

한다. Fig는. 6(c)에서는 감정 분석 결과가 “혐오”이

고 감정 값이 0.92로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Fade- 

in&Move” 동작이 나타난다.

(사례2) EXO의 “Lucky One”

Table 4는 “Lucky One”의 전체 가사의 감정과 첫 

번째 구절부터 열 번째 구절까지 가사의 감정 및 음

악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가사를 분석한 결

과 대표 감정은 “신뢰” 였으며 감정의 값은 0.94다. 

이 노래는 설계 규칙에 따라 모션은 “wave”다. Table 

4에 나타난 초반 구절들은 가사 전체를 분석한 감정

과 상충하는 부정적 감정들이 다수 나타난다. 하지만 

감정값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모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ig. 8(a)가 해당하는 구절에서 문장 감정 분석 결

과는 “신뢰”로 “wave” 모션이 나타난다. 음악 감정 

분석 결과는 “행복” 이기 때문에 배경 색상은 노란색

이고 감정값이 기준치보다 높아서 이모지가 나타난

다. Fig.  8(b)는 “기대”라는 감정을 가지지만 감정값

이 0.50으로 모션 변경 기준보다 낮아 모션이 변경되

지 않는다. 음악 감정 분석 결과는 “신뢰”이며 초록

색 색상이 나타나고 Fig. 8(a)와 마찬가지로 감정값

이 기준보다 높아 이모지가 나타난다. 각 모션은 Fig. 

7에 나타나는 리듬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음악 감정 분석을 통한 모션 

자막 자동 생성 프로그램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음악에 어울리는 모션과 속성

을 자동으로 제공해 가사의 텍스트가 가지는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 이를 위해 각 감정에 적합

한 모션과 폰트, 색상을 매칭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음악 감정 분석을 통해 감정에 어울리는 모션 자막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했다. 하지만 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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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hythm analysis extracted from music. (a) 

Envelope Strength and (b) Spectral_Centroid.

Fig. 8. Example of a kinetic typography video automati-

cally generated by the system.

정에 어울리는 모션과 폰트, 색상을 고르는 과정은 

개인의 선호와 주관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를 도출하

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한글 폰트의 감정

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해 영어 폰트에서 진행된 연구

를 기반으로 영어 폰트의 속성을 한글 폰트에 적용한 

결과로 감정에 어울리는 폰트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

용자가 느끼는 감정과 불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시스템에서는 일반인 및 전문가에게 

감정 별 모션 선정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모션 선정

하고 현재 진행한 여덟 종류의 모션 외에도 다양한 

모션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한글 폰트에서 적용 가능한 폰트 별 감정값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해 사용자에게 보편적으로 통

용 가능한 감정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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