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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보기술들이 여러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기사 ‘알파고’와 일본의 인공지능 소설가 ‘제로’가 한 예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기던 문화 예술 분야, 창작 분야 등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과 문화기술을 융합한 CIT 기술은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K-POP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 되거나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음악이라는 문화와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작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1,2]. 인간이 기존의 곡을 듣고 영감을 받아 새로운 곡을 작곡하듯이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만든 인공신경망에 기존 곡을 학습하고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해 새로운 곡을 만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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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작곡에서 음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을 후처리하는 
방법과 멜로디에 반복성을 주는 방법 그리고 다수의 곡을 학습하기 위한 평균 신경망 방법을 제안한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작곡된 곡의 멜로디는 인공신경망에 학습된 곡의 멜로디에 따라서 출력되는 것으로 음악적으로 특정한 조성에 
맞는 곡이 출력되지 않으며 또한 반복적인 멜로디 구성이 나오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이 
출력한 멜로디를 음악이론에 따라서 특정한 조성으로 후처리하는 방법과 마디구분을 반복적으로 구성하여 멜로디 진행에 
반복을 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다수의 곡을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곡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각 곡을 학습한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평균하여 만든 평균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작곡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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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postprocessing method, an iteration method for melody, and an average neural network method for 
learning a large number of songs in order to improve musically insufficient parts in automatic composition using exist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The melody of songs composed by artificial neural networks is produced according to the melodies of trained 
songs, so it can not be a specific tonality and it is difficult to have a repetitive composi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postprocessing method that converts the melody composed by artificial neural networks into a melody having a specific 
tonality according to music theory and an iteration method for melody by iteratively composing measure division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In addition, the existing training method of many songs has some disadvantages. To solve this problem, we 
adopt an average neural network that is made by averaging the weight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trained each song. From some 
experi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solves the exist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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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지만 신경망을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악이론에 맞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1,2]. 그 

이유는 기존의 곡을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출력한 곡은 

인공신경망의 학습 공간상에 매핑된 멜로디와 박자가 출력되는 

것으로 음악적 이론에 맞게 출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공신경망은 기존 곡들의 멜로디와 박자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으로 학습데이터에 들어있는 음악적 이론까지 학습할 수는 

없으며 그러므로 작곡된 곡은 대부분 음악적 이론에 맞지 않는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음악 이론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것으로 

박자를 못갖춘마디가 발생하거나 화성진행이 어울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었으나 이는 이전 연구를 통해 해결하였다[2]. 

추가적으로 조성이 맞지 않는 곡이 발생하는 것과 반복적인 곡의 

구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을 후처리하는 방법과 마디구분을 이용하여 

멜로디 반복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수의 곡을 학습하기 위하여 

각 곡을 하나의 인공신경망에 차례로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뒤에 학습하는 곡을 너무 많이 학습하면 앞의 곡의 학습된 

내용이 많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습하는 

곡은 많이 학습하고 나중에 학습하는 곡은 덜 학습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두 곡까지는 어느 정도 학습 조절이 가능하지만 세곡 

이상의 곡을 학습할 경우에는 조절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다섯 곡 

이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학습하는 곡의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곡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새로 

제안한 방법에서는 각각의 곡을 학습한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평균하고 이 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새로운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새 곡을 작곡한다. 새로 제안한 방법은 곡을 

학습하는 순서에 상관없으며 매우 많은 곡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기존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작곡에 대해서 소개한다. 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 후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4절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작곡한 결과를 기술한다. 5절의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작곡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작곡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왔으며 

주로 인공지능 기법들이 많이 상용되어 왔다[3~12]. 인공지능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진화알고리즘(Evolutionary 

Algorithms)과 유전 프로그램(Genetic Programming)으로 초기 

개체를 진화시켜 점점 더 좋은 개체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3~6]. 

이를 위해서는 개체를 평가하는 적합도 함수가 적절해야한다. 

그러나 자동작곡에서 각 개체를 컴퓨터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12].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화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작곡에서는 사람이 평가한다. 하지만 사람이 수많은 곡을 듣고 

일일이 평가하는 것도 매우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며 또한 사람이 

평가하더라도 개인적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자동작곡에 사용하는 두 번째 인공지능 기법은 인공신경망이다

[7~12]. 인공신경망의 학습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의 곡을 학습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곡을 만든다. 곡은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회귀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s)을 주로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회귀적으로 구성해서 전 방향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s)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작곡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성공적으로 작곡을 한 

경우가 많지 않다[12].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곡의 멜로디나 

박자가 반복적으로 구성되는데 반하여 인공신경망에서 반복적인 

부분을 학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곡의 반복적인 

부분을 제대로 학습하게하기 위하여 마디구분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여 자동작곡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1,2]. 

우리가 사용한 자동작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할 기존 곡은 멜로디의 음표와 박자, 쉼표를 각각 숫자로 

변환하여 세 개의 신경망에 학습하였다. 음표는 음악에서 사용하는 

7옥타브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2~4의 세 옥타브를 사용하였다. 한 

옥타브에 도, 도#, 레, 레# 미, 파, 파#, 솔, 솔#, 라, 라#, 시의 총 12

개의 음이 존재하므로 음표는 1~36까지의 숫자로 표현했다. 쉼표의 

경우는 음표보다 큰 값인 50으로 학습하였다. 박자는 4/4박자에서 

16분 음표를 1로 가정하고 하나의 점음표까지만 허용하여 1, 2, 3, 

4, 6, 8, 12, 16의 총 8개의 박자를 사용하였다[1,2]. 기존 곡 학습을 

위해서 곡 정보를 회귀적으로 구성하였다. 회귀적 학습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인공신경망의 입력을 10개로 사용하는 경우 

학습할 음표와 박자 10개를 입력으로 넣고 11번째 음표와 박자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학습 데이터는 1번째 데이터를 

제거하고 2번째 데이터부터 11번째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12번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모든 곡의 데이터를 구성한다. 

학습 데이터를 구성할 때 음악의 특성상 반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입력은 같은데 출력이 다른 학습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공신경망은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학습데이터에 마디구분을 

추가했다. 마디구분은 학습하는 곡의 인공신경망 입력마디별로 

다른 마디구분을 넣어서 곡에 반복되는 부분이 나와도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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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마디구분을 위해 인공신경망 입력 

마디별로 40개의 숫자를 넣어준다. 그러므로 인공신경망에 

입력되는 것은 학습되는 곡에 대한 정보 10개와 마디구분 40개로서 

총 50개가 입력되고 출력은 1개가 된다. 인공신경망 입력마디 구분 

용 40개의 숫자는 음표와 동일하게 1~36까지의 값을 갖는 무작위 

수를 이용한다. 음표용 신경망에는 음표만 넣어서 학습한다. 이 

때 쉼표가 발생하는 곳에는 이전 음표나 이전 음표가 없으면 이후 

음표와 동일하게 넣어서 학습시킨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쉼표는 음표와 다른 큰 값이 입력되어 음표 공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쉼표용 신경망에는 음표를 같이 

넣어준다. 쉼표는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쉼표만으로 학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음표를 같이 넣어준다. 다만 쉼표용 신경망의 

출력은 쉼표가 발생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며 음표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박자는 음표나 쉼표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변환된 대로 학습하여 사용한다. 변환된 다수의 곡을 차례로 음표/

쉼표/박자 인공신경망에 학습하고 학습된 신경망에 학습된 곡과 

다른 초기마디 10개를 입력으로 넣어 주면 나머지 음표/쉼표/

박자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렇게 작곡 된 곡은 인공신경망의 학습 공간상에 

매핑된 멜로디와 박자가 출력되는 것으로 음악 이론과 맞지 않는 

곡이 출력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자 후처리와 

화성후처리를 해주어 음악 이론에 맞는 곡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2]. 기존 자동작곡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논문[1,2]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새로운 후처리 방법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곡이 출력되려면 조성 후처리와 반복 

후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다수 곡 학습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평균하는 새로운 다수 곡 

학습방법을 제안한다.

3.1 조성 후처리

음악 이론에는 조성이라는 것이 있다. 조성은 으뜸음을 중심으로 

온음과 반음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갖게 되는 음계의 성격을 

말한다. 하나의 곡은 보통 하나의 조성으로 되어 있고 조성에 따라 

곡의 분위기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조성인 C장조의 경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사용되며 으뜸음인 도를 중심으로 하여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순서로 배열된 것이며, 밝은 

분위기를 가진다. 

그러나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해 작곡한 곡은 특정한 조성을 

구성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 후처리를 수행한다. 

조성 후처리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①번처럼 먼저 신경망이 

작곡한 곡을 가장 기본인 C장조의 조성이 되도록 만든다. 즉, C

장조에서 쓰지 않는 음인 도#, 레#, 파#, 솔#, 라#을 모두 C장조에서 

사용하는 음으로 변경한다. 사용하는 음은 위/아래 두 개가 가능한데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일관적으로 위의 

음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레#의 경우 도와 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본 논문에서는 미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 다음 

그림 1. 조성 후처리
Fig. 1. Postprocessing of t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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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음의 차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조성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그림 1

의 ②번과 같이 G장조를 만들고 싶다면, 각각의 근음인 C(도)와 G(

솔)의 차이인 7만큼을 모든 음에서 더해주면 G장조에서 사용하는 

음만 남게 되며 장조의 규칙성도 유지된다. 

그림 2. 조성 후처리 예
Fig. 2. An example of postprocessing of tonality

그림 2는 조성 후처리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2의 a는 조성 후처리 

전으로서 여러 조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음을 갖고 있다. 파#, 라#, 

레, 레, 레#, 파, 솔, 파의 음들을 갖고 있는데 레와 레#은 반음 관계로 

내림 마장조에서 사용하는 음이다. 내림 마장조의 음계 구성은 레#, 

파, 솔, 솔#, 라#, 도, 레, 레# 이므로 파#이 존재할 수 없다. 파와 파#

은 내림 라장조에서 사용하는 음이다. 그러므로 작곡된 곡은 하나의 

조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성 후처리를 통해 하나의 조성을 

구성하도록 음을 조정해야한다. 그림 2의 b는 조성 후처리를 위해 

먼저 음들을 C장조로 만들어준 모습이다. 파, 라, 레, 레, 미, 파, 

솔, 파의 음으로 만들었고 이 음들은 C장조를 구성하는 음들이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조성으로 바꾸어 주는 모습을 그림 2의 c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림 c는 원하는 조성이 E장조 일 때이다. 음은 

시, 레#, 파#, 파, 솔#, 라, 시, 라로 바뀌었고 E장조의 음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C장조로 변경한 후에 원하는 조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C장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하는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C장조를 거쳐서 변경하는 것과 직접 변경하는 것의 

결과는 사용하는 음의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 다만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3.2 학습 마디 구분으로 인한 반복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기존 곡을 신경망에 학습할 때 반복되는 

멜로디를 확실하게 학습하기 위하여 마디구분을 사용했다. 

마디구분은 인공신경망에 학습하는 학습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디구분 입력을 넣어주어 입출력 학습데이터가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학습할 곡의 한 부분의 입력이 ‘
미, 레, 도, 레, 미, 미, 미, 레, 레, 레’의 10개의 멜로디이고 출력이 ‘미’
라고 하자. 음악에는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곡을 학습하는 도중에 

다른 부분의 입력이 ‘미, 레, 도, 레, 미, 미, 미, 레, 레, 레’의 10개의 

멜로디이고 출력이 ‘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신경망은 

같은 입력에 두 가지 출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의 멜로디에 

대한 출력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력 멜로디 10개 이외에 마디구분 값을 추가로 같이 학습해준다. 

마디구분을 추가로 입력을 할 경우 반복되는 멜로디에 출력이 다른 

경우에도 제대로 학습이 되는 것을 이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1].

그림 3. 마디구분을 이용한 반복성 만들기 예 
Fig. 3. An example of repeatability using division 

이러한 마디구분은 해당 학습 곡에 대한 마디 위치를 지정하는 

효과도 갖는다. 즉, 다수의 곡을 학습할 때 곡들의 마디구분을 같게 

넣어주기 때문에 마디별로 다수의 곡이 학습되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마디구분의 효과는 새로운 곡을 출력할 때 반복되는 마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새로운 곡을 출력할 때 마디구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통하여 

출력되는 곡의 반복성을 조절 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마디구분에 

의도적인 반복성을 주어서 출력되는 곡의 원하는 부분에 반복성을 

만들 수 있다.

그림 3은 마디구분을 이용한 반복성 만들기의 예이다. 다수의 

곡을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초기 멜로디와 박자 그리고 학습할 때 사용한 마디구분을 

넣어 주어야한다. 이 때 마디구분을 학습할 때의 마디구분과 

동일하게 넣어주면 출력되는 곡은 반복성이 거의 만들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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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출력되는 곡에 반복성을 주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마디구분에 반복성을 주었다. 즉 마디구분을 10

개씩 반복시키고 입력 멜로디는 학습 때와 동일하게 회귀적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하면 마디구분의 반복으로 출력되는 곡은 

반복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회귀적으로 구성한 입력이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출력이 완전히 같게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정도는 마디구분을 

어느 정도로 반복시킬지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3은 10

개의 마디구분별로 반복을 시킨 예이며 이러한 반복이 진행된 후에 

반복되는 마디구분을 변경시켜서 새로운 반복을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설정한 반복횟수를 이용하면 실제 출력되는 곡의 

음악적 마디와는 다르게 반복이 형성된다. 향후에 음악적 마디와 

일치하게끔 반복을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3.3 평균 신경망을 이용한 다수의 곡 학습

우리는 기존연구에서 다수의 곡을 학습할 때 학습할 곡을 

차례로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학습 방법의 문제점은 

하나의 신경망으로 다수의 곡을 차례로 학습하다 보니 나중에 

학습하는 곡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곡의 특성이 치우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 학습하는 곡의 

학습정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학습 파라미터로는 MSE(Mean 

Square Errors)가 있다. MSE는 학습할 곡의 데이터와 인공신경망의 

출력간의 오류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파라미터의 특정 값을 

종료조건으로 하여 학습하면 특정한 곡을 어느 정도 정밀하게 

학습할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조정 하여 두 번째 곡의 학습정도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A 곡과 B 곡을 학습하는 경우 A 곡은 완전히 학습(즉 

MSE=0)이 될 때까지 학습한다. 그 후 B 곡을 학습하는데 B 곡의 MSE

는 A 곡을 학습한 인공신경망에 B곡을 적용해 초기 MSE를 구하고 

이 초기 MSE의 특정 비율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A 곡에 비해 B 

곡을 더 적게 학습하여 나중에 학습하는 곡에 치우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학습할 

곡이 점점 더 많아지면 초반에 학습한 곡들의 정보가 많이 사라지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곡을 학습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많은 곡을 학습하는 경우 각 곡들이 편중되지 

않게 학습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곡을 학습한 

신경망들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곡을 학습한 신경망을 새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4에서처럼 먼저 각각의 곡이 학습된 

신경망들의 히든 층과 출력 층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모두 구한다. 

그 후, 같은 층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들을 평균을 내어 각 층의 뉴런 

별로 평균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평균 가중치와 

바이어스들을 가지는 뉴런들로 구성된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평균 신경망을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방법이다. 평균 신경망이 각각의 인공신경망에 학습된 동적 특성을 

모두 갖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인공신경망의 출력이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평균한 평균 신경망은 학습한 두 곡의 동적특성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이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 

보다 더 면밀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평균 신경망 방법은 이전 연구에서 다수의 곡을 학습할 때 

편중되지 않게 각곡을 학습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학습하는 곡의 

순서에 따라 곡의 특성이 바뀐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매우 많은 곡을 학습할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후처리 방법을 구현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4. 평균 신경망
Fig. 4. Average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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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은 이루마의 피아노곡 두곡 ‘River flows in you’와 ‘Kiss the rain’과 

티아라의 ‘롤리 폴리’ 곡을 사용했으며 결과 조성은 C장조로 하였다. 

각 곡을 완전히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각각 저장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불러와 평균 신경망을 만들어 작곡하였다. 반복은 3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림 5는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와 티아라의 ‘롤리 폴리’
곡으로 평균 신경망을 만들어 작곡한 결과이다. 작곡된 결과를 보면 

C 장조에서 사용하는 음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 

자동작곡에서처럼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확실히 느끼기는 어렵지만 멜로디에 ‘River flows in you’와 ‘롤리 

폴리’ 두 곡의 느낌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반복은 멜로디 30음으로 하였고 30음 내에서 마디구분이 10

번씩 3번 반복되는 반복구조를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얇은 사각형은 

멜로디 10음별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굵은 사각형은 

마디구분이 반복되는 전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굵은 사각형을 

만드는 마디구분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마디구분이 반복되며 진행된다. 내부반복에서 

똑같은 마디구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다른 출력이 나오는 것은 

데이터를 회귀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완전히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르면서 반복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만약 곡의 뒷부분에서 또 다시 곡의 초반부를 

반복하고 싶으면 뒷부분에 초기 마디구분을 넣어주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마디구분을 이용하여 작곡되는 곡의 반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곡 이외에 많은 다양한 실험을 수행해보았다. 모든 곡에서 

의도한대로 조성과 반복이 발생하였으며 상당부분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인공신경망이 출력한 곡을 특정 조성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인공신경망의 마디구분을 이용하여 반복을 주는 

방법 그리고 다수의 곡을 적절히 학습하기 위하여 평균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인공신경망이 기존의 

곡을 학습한 공간으로부터 작곡한 곡이 음악적 이론과 일반적인 

음악구성과는 다르게 출력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작곡에서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기능이다. 

제안한 기능을 실제로 구현해서 작곡을 수행해보았다. 실험결과 

그림 5. 자동작곡 결과(‘River flows in you’와 ‘롤리 폴리’)  
Fig. 5. A result of automatic composition(‘River flows in you’ and ‘Roly-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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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의도한대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평균 신경망을 이용한 다수의 곡 학습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좀 더 학습한 곡들과 유사하게 출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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