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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

업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

용한 의료정보 처리, 음성 인식을 이용한 인공지능 

스피커,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챗봇,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카메라 어플리케

이션 등이 있다. 더 나아가 그 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

이라고 여겨지는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나 소설,

시와 같은 창작물들이 전문가들에게 인간수준에 근

접했다고 종종 평가된다.

창작분야 중 작곡 분야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알고

리즘 작곡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왔으며 진화알고

리즘이나 인공신경망 등의 인공지능 기법도 사용해

왔다 [1-8]. 그러나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작곡가 

수준의 곡을 작곡하지는 못하였다 [9,10]. 우리는 작

곡가 수준의 작곡을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작곡을 

자동으로 하는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주로 인공신경

망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9-13]. 인간 작곡

가가 작곡할 때 기존 곡을 듣고 영감을 받아 새로운 

곡을 작곡하듯이 인공신경망에 기존 곡을 학습시킨 

후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곡하게 

하였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이 만들어 낸 곡은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한 멜로디 데이터를 학습한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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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박자, 화성 그리고 조성 측면에서 음악적 이론

과는 맞지 않는 곡을 출력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박자, 화성, 그리고 조성 후처리 알고리즘을 출력

된 곡에 적용하여 음악적 이론을 만족하는 곡을 출력

시켰다[10-12].

기존 연구에서는 곡을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으로 

80년대에 개발된 전 방향 인공신경망(Feedforward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

로 전 방향 인공신경망은 시계열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할 곡의 데이터를 회귀적으로 구

성하여 학습하였다[9,10]. 그러나 이렇게 회귀적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성하여 전 방향 인공신경망에 학습

을 하는 것은 학습할 곡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각각의 

곡이 적절히 임베딩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곡을 잘 학습하기 위한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제안한

다.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Re-

current Neural Network(RNN)과 학습 데이터의 특

징을 은닉층에 압축시키는 신경망 구조인 Auto-

Encoder를 결합했다. 두 가지를 결합한 RNN Auto-

Encoder는 시계열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를 회귀적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멜로디 데이터가 잘 

학습된다. 또한 다수의 곡을 학습할 때 각 곡 데이터

의 특성이 압축된 공간에 저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학습된 신경망으로 새로운 곡을 작곡할 때 신경망

의 입력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 곡으로 작곡할 

수 있다.

우리는 제안한 RNN Auto-Encoder를 텐서플로우 

상에서 구현하였다. Auto-Encoder상의 Encoder 와 

Decoder는 128개의 은닉노드를 갖는 RNN으로 구성

된다. 긴 곡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RNN은 LSTM

(Long Short-Term Memory) 모델을 사용하였다.

학습할 곡은 멜로디와 박자로 나뉘어져서 one-hot

encoding 된 형태로 두 개의 RNN Auto-Encoder에 

학습된다. 하나의 곡 전체가 Auto-Encoder의 En-

coder에 입력된 후 Encoder에 저장된 128개의 상태

가 Decoder에 복사되고 시작태그인 <S>와 함께 

Decoder에 학습된다. Decoder의 출력은 완전연결계

층(Fully Connected Layer)을 거쳐서 출력되며 원래와

동일한 시계열이 생성되도록 반복적으로 학습된다.

학습이 종료되면 Auto-Encoder의 Decoder를 이

용해 새로운 곡을 작곡한다. Decoder에 시작 태그와 

함께 새로운 128개의 벡터를 넣어 주면 새로운 곡이 

출력된다. 만약 학습된 하나의 곡의 벡터와 동일한 

것을 넣어주면 학습된 곡과 동일한 곡이 출력된다.

그러므로 많은 곡을 학습시킨 후 작곡을 위한 벡터 

입력을 적절히 넣어주면 다수의 학습시킨 곡의 특징

을 갖는 곡이 출력된다. 본 논문에서는 작곡을 위한 

새로운 벡터를 넣는 방법으로 학습된 두 곡의 벡터 

평균을 넣는 방법과 무작위 벡터를 넣는 방법에 대하

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두 곡의 벡터 평균을 넣는 

경우 해당 곡의 특징이 잘 섞이는 것을 볼 수 있었으

며 무작위 벡터를 넣는 경우 다양한 곡의 특징이 융

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에 

연구한 자동작곡 방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RNN Auto-Encoder와 이를 이용해 

자동 작곡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 실험결과

에 대해 설명하며 5장의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기존 자동작곡 방법

우리는 기존연구에서 곡의 데이터를 회귀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전방향 인공신경망에 오류역전파알

고리즘으로 학습하였다[9-13]. 학습에 사용한 인공

신경망은 내부적으로 세 개로 구성하여 각각 음표/

쉼표/박자를 학습하였다. 학습할 곡의 멜로디는 음

표/쉼표/박자의 시계열 숫자 데이터로 표현하여 학

습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음표는 전체 7옥타브 중에 

2～4옥타브를 사용하여 1～36까지의 숫자로 표현하

였다. 쉼표의 경우는 음표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음표에서 사용하지 않는 숫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쉼표의 경우 숫자 50을 사용하여 시계

열 데이터를 만들었다[9,10]. 박자는 4/4박자에서 16

분 음표를 1로 가정하고 하나의 점음표까지만 허용

하여 1, 2, 3, 4, 6, 8, 12, 16의 총 8개의 박자를 사용하

였다[9].

학습할 곡이 음표/쉼표/박자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된 후에는 전방향 인공신경망에 학습하기 위하

여 학습데이터를 회귀적으로 구성한다[9]. 회귀적 학

습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인공신경망의 입력을 

10개로 사용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 10개를 입력으로 

넣고 11번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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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학습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를 제거하고 

두 번째 데이터로부터 11번째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

여 12번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모든 곡의 

데이터를 구성한다[9]. 그러나 이렇게 구성을 하면 

대부분의 곡이 반복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입력은 

같은데 출력은 다르게 학습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인

공신경망이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0]. 예

를 들어 10개의 입력은 같은데 11번째의 출력이 다른 

두 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다면 인공신경망은 두 학습

데이터를 구분해서 학습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 데이터에 마디구분을 추가하여 학습 데

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시켰다[9,10].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처럼 RNN을 사용할 경우에는 

RNN이 내부에 상태를 갖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마디구분은 음표/쉼표/박자별로 해당 데이터와 

같은 범위의 무작위 수를 생성하여 만든다. 마디구분

으로 사용하는 수는 그 값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학습 시와 작곡 시에 마디를 구분만하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만들어도 된다. 학습된 인공신

경망으로 작곡 할 때 학습 시 사용한 마디구분을 이

용하여 곡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 시

에 사용한 마디구분 값을 변형함으로서 작곡하는 멜

로디에 변형을 가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작곡 시에 마디구분을 반복적으로 배치함

으로서 반복적인 곡을 생성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기존 논문[9,10]을 참고하기 바란다.

학습 후에는 학습한 곡과 다른 초기 음표/쉼표/박

자를 만들어 넣어주면 나머지 음표/쉼표/박자를 만

들어준다. 이러한 초기 음표/쉼표/박자는 해당 시계

열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작위로 

만들어도 되며 이 초기 음표/쉼표/박자에 따라서 다

양한 다른 곡이 출력된다[11,12]. 그러나 인공신경망

이 출력한 음표/쉼표/박자는 학습된 음표/쉼표/박자 

공간의 값을 출력한 것으로 음악적 이론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박자의 경우 못갖춘마디가 발

생하고 음표의 경우 특정 조성에 없는 음이 발생하거

나 마디 내에서 어울리지 않는 화성의 음표가 발생하

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자후처리, 화성

후처리, 조성후처리를 수행하였다[11]. 또한 음악적

으로 완성된 곡을 위해서는 곡이 구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공신경망이 작곡한 곡은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구성을 갖춘 곡의 생성을 위해 신경

망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고안했다[13]. 계

층적 인공신경망으로 학습 후 작곡한 곡은 전, 중,

후의 일정한 구성을 갖는 곡으로 생성되었다.

3. RNN Auto-Encoder를 이용한 자동작곡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RNN Auto-

Encoder 의 구조 및 학습방법 그리고 작곡방법을 설

명한다. 먼저 RNN Auto-Encoder와 관련이 있는 

RNN 인공신경망과 Auto-Encoder를 설명하고 RNN

Auto-Encoder의 구조 및 학습방법을 설명한다. 마

지막으로 RNN Auto-Encoder를 이용하여 다수의 

곡을 학습하고 작곡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1 Recurrent Neural Network(RNN)

RNN은 신경망의 한 종류로 은닉층이 순환하는 

구조를 가진 신경망이다. 순환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

문에 연속성을 갖는 시계열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적

합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RNN의 경우 단기적인 의

존관계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의존관계

를 학습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RNN

의 종류 중 장기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LSTM(Long

Short Term Memory) 구조를 사용한다. Fig. 1의 (a)

와 (b)는 일반 RNN과 LSTM의 구조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일반 RNN의 경우 은닉층의 상태가 단순히 현

재 입력()과 이전 은닉층의 상태(  )로 결정된다.

(a)

(b)

Fig. 1. Structure of RNN and LSTM. (a) RNN (b)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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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하면 시간 간격이 긴 정보, 즉 오래 

전에 입력한 정보에 의존해서 출력을 내야하는 경우 

오래 전에 입력된 정보가 거의 사라져 이러한 의존 

관계를 학습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LSTM

에서는 은닉층의 상태정보()와 함께 RNN의 셀 상

태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셀 상태 정보도 은닉층

의 상태정보처럼 순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기의

존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셀 상태정보의 순환에 이전 

셀 상태정보(  )를 잊기 위한 망각게이트(forget

gate)와 현재 입력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입력게이트

(input gate)를 추가하였다. 망각 게이트와 입력게이

트는 현재입력()과 은닉층의 이전 상태정보(  )

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결국 일반 RNN에서는 현

재입력()과 은닉층의 이전 상태정보(  )로 은닉

층의 현재 상태정보()를 만드는 반면 LSTM에서

는 현재 입력()과 은닉층의 이전 상태정보(  )로 

은닉층의 임시 상태정보와 망각게이트, 입력게이트,

출력게이트를 만든다. 셀의 현재상태()는 셀의 이

전 상태(  )가 망각게이트틑 통과한 값과 은닉층의 

임시상태가 입력게이트를 통과한 값으로 결정된다.

은닉층의 현재 상태()는 셀의 현재 상태()가 출력

게이트를 통과한 값으로 결정된다.

3.2 Auto-Encoder

Auto-Encoder는 출력레이블 없이 입력 데이터만

으로 신경망을 학습하여 은닉층에 데이터의 특징을 

압축시키는 비지도 학습 방법이다. Encoder와 De-

co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2에서 보듯이 서로가 

반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높은 차원의 입력데이터

를 낮은 차원의 코드로 만들기 때문에 코드에는 입력

데이터의 주요한 특징이 포함된다. 다수의 데이터를 

Auto-Encoder에 학습하면 압축된 공간에 다수 데이

터의 특징들이 매핑되는 효과가 있으며 Decoder에 

임의의 코드를 넣어주면 해당 코드와 유사한 코드를 

만드는 학습데이터들과 유사한 새로운 출력을 만들

어 낼 수 있다.

3.3 RNN Auto-Encoder

본 논문에서는 RNN과 Auto-Encoder를 결합한 

새로운 구조의 신경망을 제안한다. RNN Auto-

Encoder는 기존 Auto-Encoder의 Encoder와 Decoder

를 RNN으로 구성한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Auto-Encoder의 구조를 보여준다. Fig. 3(a)는 학습

시의 구조를 보여주며 Fig. 3(b)는 작곡시의 구조를 

보여준다.

RNN Auto-Encoder의 RNN Encoder는 one-hot

encoding 된 시계열데이터가 입력되어 학습되며 RNN

Decoder는 시작태그 <S>와 함께 입력 시계열데이

터의 역순으로 출력되게 학습된다. RNN Decoder 의 

출력을 입력 시계열데이터의 역순으로 학습시키는 

이유는 RNN Encoder에서 모든 입력 시계열데이터

Fig. 2. Structure of Auto-Encoder.

(a)

(b)

Fig. 3. Structure of RNN Auto-Encoder. (a) When train-

ing, the structure of RNN Auto-Encoder (b) When 

generating songs, the structure of 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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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된 후에 결정된 은닉층의 상태가 RNN De-

coder의 초기 상태로 복사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

로 Encoder와 Decoder가 대칭의 형태를 이루게 된

다. 이러한 구조가 RNN Auto-Encoder의 학습에 이

점을 갖고 있다[14]. RNN Decoder의 출력에 완전연

결 층이 있는 이유는 one-hot encoding된 출력을 원

래의 시계열데이터로 변환하려는 의도이다.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가 학습되면 해당 곡은 하나의 RNN

Encoder 은닉층 상태벡터로 수렴한다. 다수의 시계

열 데이터를 학습하면 각각의 데이터는 각각의 은닉

층 상태벡터로 수렴한다.

3.4 RNN Auto-Encoder를 이용한 작곡

Fig. 4는 RNN Auto-Encoder를 이용하여 작곡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RNN Auto-Encoder를 이용한 

자동작곡의 전체적인 과정은 Fig. 4의 (a)와 같다. 먼

저 학습할 다수의 midi 파일을 전 처리 한다. 전처리

는 화음이 있는 곡에 대해서 근음만을 추출하고 추출

한 근음에 대해서 음표와 쉼표 그리고 박자를 추출한

다. 음의 경우 학습 곡 데이터에 사용된 음의 범위를 

고려해 2 옥타브 솔부터 6 옥타브 도(G2～C#6)까지 

총 42개의 음을 사용한다. 박자의 경우 4분 음표를 

1.0이라 할 때 2개의 점음표까지 허용하여 4.0, 3.5,

3.0, 2.0, 1.75, 1.5, 1.0, 0.75, 0.5, 0.25 총 10가지 박자를 

사용한다. 추출한 정보는 one-hot encoding으로 변

환되어 Auto-Encode의 학습데이터가 된다. 음표와 

쉼표는 같이 one-hot encoding 되고 박자는 따로 

one-hot encoding 된다. 그러므로 두 개의 Auto-

Encoder에 음표와 쉼표 그리고 박자가 각각 학습된

다. 화음을 제거하고 근음만으로 학습하는 이유는 화

음까지 고려하면 one-hot encoding 될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입력데이터가 많아져 학습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단 근음만 학습

시켜서 근음만 작곡하고 따로 화음을 처리하는 인공

신경망을 개발할 예정이다.

Auto-Encoder의 학습은 One-hot encoding 된 시

계열데이터를 RNN Encoder의 입력으로 하고 동일

한 데이터를 RNN Decoder의 출력으로 하여 학습한

다.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곡을 학습할 수 있으며 학

습이 종료된 후에 작곡을 할 수 있다. 작곡하는 방법

은 Fig. 4(b)의 방법 1에 있는 것처럼 시작 태그 <S>

와 사용자가 선택한 상태벡터를 RNN Decoder에 넣

어주면 된다. RNN Decoder는 시작태그와 상태벡터

를 받아서 새로운 곡을 작곡한다. 작곡용 상태벡터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기존 곡의 상태

벡터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Fig. 4(b)의 두 번째 

방법에서 보여 주듯이 학습한 곡을 다수 개 선택하고 

해당 곡의 RNN Encoder 출력 상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의 곡을 선택한 경우 해당 

곡의 출력상태의 평균을 구해서 작곡용 상태벡터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선택된 곡들의 특징이 작곡한 

결과 곡에 반영된다. Fig. 5는 4개의 곡의 평균 상태

벡터로 작곡 할 경우의 상황을 보여준다. 곡을 대량

으로 학습할수록 점점 더 상태 공간에 매핑되는 곡이 

많아지며 그러므로 점점 더 다양한 곡의 특징이 반영

된 곡이 출력될 수 있다. 출력된 곡을 midi 파일로 

만들면 작곡이 완료된다.

4. 실험 결과

우리는 제안한 RNN Auto-Encoder의 성능을 보

기 위하여 텐서플로우 상에서 구현하고 다양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 RNN Auto-Encoder의 RNN Encod-

(a)

(b)

Fig. 4. Automatic Composition Process using RNN Auto- 

Encoder (a) Training process of RNN Auto-En-

coder using MIDI files (b) Two ways to create a 

new song using the learned RNN Auto-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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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ate vector space of trained RNN Auto-Encoder.

Fig. 6. Generated song (a) first training song, (b) second training song, (c) generated song using average state 

vector of two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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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와 RNN Decoder는 단층의 128개의 은닉노드를 갖

는 구조를 사용하였다. 하나의 곡을 학습한 후 해당 

곡의 상태벡터를 넣어주면 원곡이 그대로 출력됨을 

볼 수 있었다. 다수의 곡을 학습한 후 학습한 곡 중 

두 곡의 평균상태벡터를 넣어주면 두 곡의 특징이 

적절히 섞인 곡이 출력됨을 볼 수 있었다.

Fig. 6은 그 중 하나로 (a)와 (b)는 학습한 곡 중 

두 곡의 일부를 보여주며 (c)는 (a) 와 (b) 두 곡의 

상태벡터의 평균으로 작곡한 결과의 일부를 보여준

다. Fig. 6에서 보듯이 작곡된 곡이 학습된 두 곡의 

특징을 모두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대규모 학습 

실험으로는 26개의 곡을 학습하고 임의의 상태벡터

를 넣어서 작곡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Fig. 7은 하나

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경우에도 학습한 곡들의 특

징이 작곡한 곡에 나타났으며 임의로 넣어준 벡터공

간에 학습된 곡들의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학습한 곡들이 매핑되는 상태공간과 작곡용으

로 넣어준 상태벡터 공간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곡된 곡이 어떤 곡들의 특징

을 주로 반영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작곡이라는 것은 기존 곡들의 특징을 적절히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다. 장르별로 다수의 곡을 학습하고 장르별 평균과 

편차를 이용하여 작곡용 상태벡터를 생성하면 장르

별 작곡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연

구에서 장르별 대량의 곡을 학습하여 장르별로 작곡

하는 것을 실험해볼 예정이다.

Fig. 6의 작곡결과와 Fig. 7의 작곡결과는 midi 파

일로 아래의 사이트를 접속하여 들어볼 수 있다.

∙ http://itsys.hansung.ac.kr/dn/make_test_20180

702-035219_988-v01_988-v02.mid

∙ http://itsys.hansung.ac.kr/dn/make_test_20180

702-035219_randn_input4.mid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NN Auto-Encoder를 이용한 자

동작곡 방법을 제안하였다. RNN Auto-Encoder를 

구현하여 곡을 학습시켰다. RNN Auto-Encoder에 

곡을 학습하면 동일한 곡을 출력하는 상태벡터로 해

당 곡이 임베딩 되었다. 다수의 곡을 학습한 후 학습

한 곡 중 두 곡의 상태벡터 평균을 RNN Decoder에 

넣으면 두 곡의 특징이 나타나는 곡을 출력하였다.

또한 다수의 곡을 학습한 후에 임의의 상태벡터를 

RNN Decoder에 넣어주면 기존 곡들의 상태벡터와 

작곡을 위해 넣어준 상태벡터의 관계를 통하여 기존

의 학습된 곡들의 특징을 갖는 새로운 곡을 출력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음만을 학습하고 근음만

을 작곡하는 것을 구현하였다. 추후 작곡된 근음으로 

화성을 만들어 화성이 있는 곡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

Fig. 7. Generated song using a random vector after training 26 number of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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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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