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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동작곡에서 계층적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전/중/후 별로 곡의 멜로디가 전개되는 구성을 갖춘 곡을 자동
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계층에서는 하나의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기존의 곡을 학습시키거나 혹은 무작위 멜
로디를 학습시키고 박자후처리를 하여 곡을 출력한다. 두 번째 계층에서는 첫 번째 인공신경망이 만든 멜로디를 전/중/후별로
세 개의 인공신경망에 학습한 후 곡을 출력한다. 두 번째 계층의 세 개의 인공신경망에서는 반복을 만들기 위하여 전/중/후 별로
마디구분을 이용한 반복을 적용하며 이후 박자/화성/조성후처리를 수행하여 곡을 완성한다. 실험결과 구성을 갖춘 곡이 생성됨
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utomatically generate a configured song with melodies composed of front/middle/last
parts by using hierarchical artificial neural networks in automatic composition. In the first layer,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is
used to learn an existing song or a random melody and outputs a song after performing rhythm post-processing. In the second
layer, the melody created by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in the first layer is learned by three artificial neural networks of
front/middle/last parts in the second layer in order to make a configured song. In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of the second layer,
we applied a method to generate repeatability using measure identity in order to make song with repeatability and after that the
song is completed after rhythm, chord, tonality post-processing. It was confirmed from experiments that our proposed method
produced configured song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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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기존의 자동작곡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3절에서는 계층적 인공신경망을 이
용해 구성을 갖춘 곡을 작곡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4절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며 5절의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 등 최
신 ICT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
술은 대부분의 분야에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
다. 그 중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지던 문화 예술 분야,
특히 창작 분야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10].
이에 우리는 음악 분야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작곡을 자동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11]-[14]. 작곡가가 기존의 곡을 듣고 영감을 받아 새로운
곡을 작곡하듯이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만든 인공신경망에
기존 곡을 학습시키거나 혹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곡을 학습
시킨 후에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곡하게 하
였다[11],[12]. 하지만 인공신경망이 출력한 곡은 인공신경
망에 학습된 멜로디를 기반으로 곡을 만드는 것이지 음악이

Ⅱ. 기존 자동작곡 방법
2-1 자동작곡 연구 소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작곡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
법으로 연구되어 왔다[1]-[9]. 그 중 많이 사용된 인공지능
기법으로는 진화알고리즘, 유전프로그래밍 그리고 인공신경
망 방법 등이 있다. 진화알고리즘 방법은 무작위로 초기 개체
를 만들고 점점 더 좋은 개체로 진화시키는 방법이다
[1]-[3],[7]. 그러므로 진화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에서 좋
은 결과를 얻으려면 각 개체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적절히 평
가해야한다. 그러나 각 개체가 표현하는 곡을 컴퓨터로 평가

론을 학습하여 곡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자와 화성
그리고 조성 측면에서 음악이론에 맞지 않는 곡이 출력되었
다. 이를 위하여 박자, 화성, 그리고 조성후처리 알고리즘을
만들어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박자와 화성, 조성의 이론을 만
족하는 곡이 출력되었다[13],[14].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곡은 작곡가가 작곡한 곡의 수준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어떤 곡이 좋은지 나쁜지
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작업으로 알고리즘화하기

과는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곡가
가 만든 곡은 음악적 구성이 있으나 인공신경망이 만든 곡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개체의 적합도를 사람이 직접 평
가하기도 하는데 좋은 곡으로 진화하기까지 많은 개체와 많
은 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지난한 작업이 된

음악적 구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곡가가 작곡한 곡
은 곡의 진행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따라서 각 부분 내에

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작곡 방법은 인공신경망의 학습

서는 유사한 느낌을 가지면서 각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
어 전체적인 곡의 흐름이 진행된다. 그러나 자동작곡이 출력
한 곡은 부분별로 느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

기능을 활용해 기존의 곡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곡
을 작곡하는 방법이다[4]-[6],[8],[9]. 보통 곡을 시계열데
이터로 변환하여 회귀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에 학습시키거나 혹은 데이터를 회귀적으로 구성하여 전 방
향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에 학습시킨다
[10]. 인공신경망 방법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곡을 학습시켜

까지 계속 새로운 느낌의 멜로디가 나타났다[13],[1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 논문에서 계층
적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음악적 구성을 갖춘 곡을 자동으
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하나의 계층
에 하나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구성을
갖추기 위하여 이를 확장해 두 개의 계층을 사용하여 자동작
곡을 한다. 첫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은 기존 연구와 마찬가
지로 기존 곡의 멜로디 또는 무작위 멜로디를 학습한 후 박자
후처리를 적용하여 곡을 출력한다. 두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

다양한 방법으로 작곡할 수 있지만 작곡된 결과가 음악적으
로 완성된 멜로디를 출력하지 못하고 곡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인공신경망이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마르코프체인을 이용하는 방
법, 유한상태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10].
2-2 기존 진행 연구

망에서는 첫 번째 인공신경망이 출력한 멜로디를 세 구간으
로 나누어 전/중/후 세 개의 신경망에 각각 학습한다. 그 후
각 구간별로 멜로디에 반복성을 주기 위해 마디구분을 이용

우리는 기존연구에서 곡의 데이터를 회귀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전방향신경망에 오류역전파알고리즘으로 학습하였다
[11],[12]. 학습에 사용한 인공신경망은 내부적으로 세 개로
구성하여 각각 음표/쉼표/박자를 학습하였다. 학습할 곡의 멜
로디는 음표/쉼표/박자의 시계열 숫자 데이터로 표현되어 학
습데이터화 된다[11]. 음표는 전체 7옥타브 중에 2~4옥타브

한 반복 생성 방법을 적용하여 곡을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박
자/화성/조성 후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음악적으로 구성
을 갖춘 곡을 만든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작곡한 결과 첫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이 만든 멜로디의 전체적인 느낌을 따르면서 두
번째 계층의 세 개의 인공신경망이 전/중/후반부를 만들어 전
체적으로 구성을 갖춘 곡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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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1~36까지의 숫자로 표현된다. 쉼표의 경우는 음
표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음표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별
한 숫자로 표현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쉼표의 경우 숫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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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었다[11],[12].
그러나 이렇게 만든 음표와 쉼표를 하나의 인공신경망에
학습하면 음표공간이 왜곡되었다. 그래서 음표와 쉼표를 다른
인공신경망에 학습하였다[14]. 음표용 인공신경망에 쉼표가
발생할 때는 그 쉼표위치 바로 앞이나 바로 뒤의(맨 앞에서
발생할 경우) 음표와 같은 값으로 학습한다. 쉼표의 경우에는
음표와 쉼표를 그대로 넣어서 학습한다[14]. 쉼표는 자주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쉼표만 따로 학습하기가 어렵다. 작곡할
때는 1~36 보다 큰 값이 발생한 경우 쉼표로 간주된다. 박자
는 4/4박자에서 16분 음표를 1로 가정하고 하나의 점음표까
지만 허용하여 1, 2, 3, 4, 6, 8, 12, 16의 총 8개의 박자를 사
용하였다[12].
학습할 곡이 음표/쉼표/박자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된 후
에는 전방향인공신경망에 학습하기 위하여 회귀적 학습데이
터로 구성한다. 회귀적 학습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인공신
경망의 입력을 10개로 사용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 10개를 입

화성의 음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자
후처리, 화성후처리, 조성후처리를 수행하였다[12]-[14].

Ⅲ. 계층적 인공신경망 방법
3-1 곡의 구성

음악에서 곡은 일정한 구성을 갖고 있다. 보통 많이 쓰이는
구성은 그림1과 같이 Intro-Verse-Bridge-Chorus-Outro
의 구성을 갖는다. 각 부분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Intro
는 전주, Verse는 곡의 전개부, Bridge는 곡의 연결부,
Chorus는 곡의 후렴구, 마지막으로 Outro는 후주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전주와 후주는 곡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
하는 것으로서 멜로디보다는 악기 화성연주가 주를 이룬다.
우리가 제안한 자동작곡은 멜로디를 작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곡의 구성에서 전주와 후주는 제외하였다. 그래서 음악의 구
성 중 전개부, 연결부, 후렴구 부분에 대응되도록 전/중/후반

력으로 넣고 11번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11],[12]. 그 다음 학습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를 제거하
고 두 번째 데이터로부터 11번째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12
번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모든 곡의 데이터를 구성
한다[11].
우리 연구가 기존에 있던 연구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반
복되는 부분이 많아도 학습이 잘 수행되도록 입력 데이터에
마디구분(Measure Identity)을 추가하여 학습 데이터를 만
들었다는 것에 있다[11]. 예를 들어 10개의 입력은 같은데
11번째의 출력이 다른 두 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다면 인공신
경망은 두 학습데이터를 구분해서 학습할 수 없다. 하지만 학

그림 1. 곡의 구성
Fig. 1. Composition of Song

습데이터에 마디구분을 추가하면 곡의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
도 마디구분이 달라서 학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마디구분은

부로 구성한다.

음표/쉼표/박자별로 해당 데이터와 같은 범위의 무작위 수를
생성하여 만든다. 마디구분으로 사용하는 수는 그 값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 시와 작곡 시에 마디를 구분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만들어도 된다. 학습된 인공신
경망으로 작곡 할 때 학습 시 사용한 마디구분을 이용하여 곡
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 시에 사용한 마디구분

3-2 계층적 인공신경망

우리는 전/중/후반부의 곡 구성을 만들기 위해 인공신경망
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계층적 인공신경
망의 전체 구조는 그림2와 같다. 그림 2에서 ANN은 2.2절에
서 설명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음표/쉼표/박자 세 개의 인공신

값을 변형함으로서 작곡하는 멜로디에 변형을 가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작곡 시에 마디구분을 반복
적으로 배치함으로서 반복적인 곡을 생성할 수 있다. 보다 자

경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한 방법은 두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계층에서는 하나의 인공신경망을 두 번
째 계층에서는 전/중/후 구성을 만들기 위해 3개의 인공신경
망을 사용한다. 첫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은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목적의 인공신경망으로서 여러 곡을 학
습하거나 혹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곡을 학습해서 출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습 후 무작위 초기마디(Random Initial

세한 것은 기존논문[13]을 참고하기 바란다.
학습 후에는 학습한 곡과 다른 초기 음표/쉼표/박자를 만
들어 넣어주면 나머지 음표/쉼표/박자를 만들어준다. 이러한
초기 음표/쉼표/박자는 해당 시계열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범위에서 무작위로 만들어도 되며 이 초기 음표/쉼표/박자
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곡이 출력된다[14]. 그러나 인공신경
망이 출력한 음표/쉼표/박자는 학습된 음표/쉼표/박자 공간의
값을 출력한 것으로 음악적 이론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

Measure),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무작위 초기 음표/쉼표/박
자를 입력해서 새로운 곡을 출력한다. 학습이 잘된 경우 특정
한 느낌의 멜로디가 출력된다. 출력된 멜로디는 박자후처리를
통하여 갖춘마디로 만든다. 그림 3은 첫 번째 계층의 인공신

생한다. 박자의 경우 못갖춘마디가 발생하고 음표의 경우 특
정 조성에 없는 음이 발생하거나 마디 내에서 어울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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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곡의 구성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계층적 인공신경망
Fig. 2. Hierarchical Artificial Neural Network for composing a Configured Song

경망에서 멜로디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멜로디를 음악적 마디의 개수를 기준으

째 계층의 전/중/후 세 개의 인공신경망에서 각 부분별로 내

로 두 번째 계층의 각기 다른 3개의 전/중/후 인공신경망에
새로 학습시킨다. 이때 새로 학습 시킬 멜로디의 음악적 개수
는 임의로 정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처럼 새롭게 작곡된
멜로디의 음악적 마디의 개수가 60개라면 전/중/후 신경망에
는 음악적 마디 개수 20개만큼의 멜로디를 학습시킬 수 있다.
같은 예시에서 음악적 마디 10개만큼의 멜로디를 전/중/후
신경망에 학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1~10번째, 11~20번째,
21~30번째 음악적 마디를 전/중/후 신경망에 학습시키는 것
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
의 출력은 같지만 두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에 각각 다른 부
분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곡이 출력되게 된다.
그 후 각각의 신경망에 서로 다른 무작위 초기마디를 입력
으로 하여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준다. 출력되는 멜로디의
개수는 두 번째 계층 인공신경망에 학습된 멜로디의 개수와

그림 3. 첫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 출력
Fig. 3. Output of ANN in the first layer

부적으로 반복하면서 전/중/후반부가 유사한 느낌으로 이어
지는 곡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는 상관없이 결정한다. 두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이 출력하
는 멜로디 또한 음악적 이론에 맞지 않고 못갖춘마디이기 때
문에 다시 박자 후처리, 화성 후처리, 조성 후처리를 해준다.
그 후 전/중/후 신경망에서 각각 출력된 멜로디들을 하나로

Ⅳ. 실험결과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다양한 곡을 학
습시킨 후 새로운 곡을 작곡했다. 자동작곡에서 출력되는 곡
은 제안한 방법의 의도대로 곡이 출력되는지를 보는 것으로

합쳐 곡을 완성시킨다. 두 번째 계층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작
곡할 때 마디구분을 이용하여 반복을 만들어 주면 각 전/중/
후반부별로 멜로디가 반복되는 곡을 작곡할 수 있다.
그림 4는 두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이 작곡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그림이다. 이 예에서는 두 번째 계
층의 세 개의 인공신경망이 각각 40개씩의 음악적 마디를 출
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방법은 첫 번째

다른 방식과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출력된 곡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 방법별로 중점을 둔 것이 다르기 때문
에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위주로 실
험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5는 그 중 하나의 예시로 첫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에서 출력한 특정 느낌의 멜로디를 두 번

http://dx.doi.org/10.9728/dcs.2017.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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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두 번째 계층의 인공신경망 작곡 방법
Fig. 4. Composition Method of ANN in the second layer

인공신경망에 이루마의 “Kiss the rain”이라는 피아노곡을
학습한 후 계층적 구조의 인공신경망으로 새롭게 작곡한 곡

는 것으로서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
다.[13] 그림 5의 예시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구

의 일부이다. 이 예시에서는 첫 번째 인공신경망의 출력을 6
개의 음악적 마디씩 두 번째 계층의 전/중/후 신경망에 학습

성을 갖춘 곡을 작곡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곡은
[15]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작곡 예

하였고 전/중/후 신경망에서 곡을 출력할 때 마디구분 반복
방법을 이용해 전/중/후별로 반복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시 곡은 [16]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두 곡에
서 드럼은 곡의 분위기를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넣어준 것이

그림 5에서 빨간색으로 묶여진 부분이 순서대로 전반부와
중반부를 나타낸다. 후반부는 악보의 길이 관계상 생략하였
다. 전반부와 중반부는 서로 다른 멜로디로 진행해가지만 전
체적인 멜로디가 유사한 음과 박자로 구성됨을 확인 할 수 있

며 나머지는 모두 자동작곡 알고리즘이 만든 것이다.

Ⅴ. 결

다.
이 예시에서 사용한 마디구분 반복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자동작곡 방법이 음악적인 구성을 갖
추어 작곡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을 갖춘 곡
을 작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하나의 계층의 하나
의 인공신경망만을 사용하던 구조에서 두 번째 계층을 추가

음과 같다. 전반부 신경망에 학습한 멜로디 개수는 음악적 마
디 6개의 멜로디 개수인 32개이다. 여기서 내부적인 반복을
만들기 위해 32개의 멜로디를 출력할 때 10개씩 마디구분을
반복시켰다. 즉 멜로디가 10, 10, 10, 2씩 반복되어 출력되게
된다. 그리고 전반부 멜로디가 출력할 멜로디의 개수는 임의
의 숫자인 74개로 지정했다. 이때 33번째 멜로디부터 마디구

하였다. 두 번째 계층에서는 구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중/후
세 개의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였다. 계층적 인공신경망 방법으
로 작곡한 결과 전/중/후반부가 모두 다른 멜로디를 보여주지
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구간별로
마디구분을 이용한 반복을 생성함으로써 특정 멜로디가 반복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층적 구조의 인공신
경망들을 사용하여 좀 더 음악적으로 완성된 곡이 만들어짐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을 반복시켜 출력하도록 했다. 즉 74개의 멜로디 중 반복되
는 멜로디는 32, 32, 10이 된다. 결론적으로 마디구분을 이용
해 이중으로 반복되는 구조로 출력한 것이다.
그림 5를 보면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들이 완전히 같
지는 않지만 유사한 멜로디가 반복되며 그 외에 다른 전반부
의 멜로디도 32개씩 유사한 멜로디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멜로디가 정확히 기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이유
는 마디 구분이 반복되더라도 회귀되어 인공신경망에 입력되
는 멜로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완전히 동일한
멜로디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약간씩 변형된 멜로디가 출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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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성과 반복을 갖춘 곡의 생성 예
Fig. 5. An Example of a Configured Song with Repea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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