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음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자 및 코드 데이터 
분석 기법
정우성1, 이은주2*

1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부교수, 2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부교수

Analysis technique to support personalized music education based 
on learner and chord data

Woosung Jung1, Eunjoo Lee2*

1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디지털 미디어와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문맥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음악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숙련도와 연습량, 능력치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드를 습득하려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악보를 추천하는데 도움을 주
기 위하여 연습 데이터와 악보의 코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숙련도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악보로부터 코드 시퀀스 패턴을 추출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악보
유사도, 학습자의 숙련도 유사도, 학습자의 악보 및 코드 숙련도, 학습자별 마스터된 코드와 코드 시퀀스 패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맞춤형 교육에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이후 사용자가 선택한 악보 리스트를 대상으로 통합 요약된 코드
시퀀스 그래프를 생성하면 여러 악보를 동시에 고려한 코드 연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주제어 : 음악 교육, 맞춤형 교육, 코드 시퀀스, 숙련도, 유사도

Abstract  Due to the growth of digital media technology, there is increasing demand of personalized 
education based on context data of learners throughout overall education area. For music education,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r providing appropriate educational contents to learners by 
considering some factors such as the proficiency, the amount of practice, and their capability. In this 
paper, a technique has been defined to recommend the appropriate music scores to learners by 
extracting and analyzing the practice data and chord data. Concretely, several meaningful relationships 
among chords patterns and learners were analyzed and visualized by constructing the learners' profiles 
of proficiency, extracting the chord sequences from music scores. In addition, we showed the potential 
for use in personalized education by analyzing music similarity, learner’s proficiency similarity, learner's 
proficiency of music and chord, mastered chords and chords sequence patterns. After that, the chord 
practice programs can be effectively generated considering various music scores using the synthetically 
summarized chord sequence graphs for the music scores that the learner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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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 컨텐츠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사용자 문맥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이 자리 잡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도 온라인학습을 통한 
적응형 학습이나, 숙련도나 연습상황과 같은 데이터를 활
용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교육 컨텐츠를 검색하거나 추
천할 수 있다 [1,2]. 같은 학습자료도 학습자가 이미 습득
한 지식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
므로, 맞춤형 교육에서 사용자의 배경에 대한 정밀한 고
려도 필수적이다 [3]. 코드 시퀀스(chord sequence)는 
음악 작품의 정체성(identity)을 결정하고[4], 음악의 감
성(emotion)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5]. 또한, 악기 
연주에서 코드의 운지법을 익히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연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악보를 수동으로 찾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악보나 음원과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음악 정보 추출(MIR: Music Information 
Retrieval) 시스템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들이 생겨나
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6,7]. 음악 
정보 추출을 위해서 음악의 사운드 패턴, 스코어, 원작자
에 대한 정보, 장르 등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러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가 그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8]. 시각화는 추출된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 정보 추출 시스템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8]. 

음악 데이터 시각화 및 그 응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악보, 사운드, 음악가, 악기 등을 
대상으로 구조 분석(structure analysis), 악기 성능, 유
사도, 감정,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8]. 이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코드(chord) 대상 연구들은 
코드 기반 단체 복합체(simplicial complexes) 사용 
[9], 코드 시퀀스 그래프 [10], 3차원 코드 큐브(chord 
cube) 모델 [6], 코드 거리 모델 [11], 데이터 기반 코드 
시퀀스 활용 [4] 등이 있는데,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음악
을 찾거나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용자 맞춤형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코드 정
보를 추출하여, 커버리지(coverage)와 빈도(frequency)
가 높은 코드와 핵심 코드 시퀀스(CCS, Core Chord 
Sequence)를 구하는 과정을 보인다. 이후, 핵심 코드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사용자들의 수준에 따른 학습 상태를 
시뮬레이션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악보를 추천하고, 유사

한 유형의 악보나 사용자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
하여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코드 
시각화와 음악 정보 추출 시스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연구 방법
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 분석 결과를 보이
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무수한 디지털 음악 컨텐츠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사
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컨텐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
제가 되었다. 음악 정보 추출은 디지털 오디오 파일, 밴드
의 웹페이지, 가사 등으로부터 자동으로 의미 있는 정보
를 찾는 것이며, 여기서 음악은 음악 컨텐츠, 음악 컨텍스
트(context), 사용자 컨텍스트, 사용자 속성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12].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사용자 맞춤형 음
악 교육이고 구체적으로는 코드 연습을 위한 악보선택이
다. 따라서 사용자의 속성이나 컨텍스트 데이터와 음악 
컨텐츠의 유사도 측정이 주요 관건이 된다. 

코드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원하는 음악 컨텐츠를 찾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중, 음악 코드 시퀀스의 유사도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음악과 유사한 음악들을 3
차원 공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 Chord-Cube가 개발되
었다 [6]. Chord-Cube는 코드 진행이 전체 음악의 분위
기(mood)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입
(introductive) 멜로디, 반복 멜로디, 연결(bridge) 멜로
디 시퀀스를 3개의 축으로 하여, 코드 벡터 공간(chord 
vector space)을 구축한다. 이후 거리 계산을 통하여 사
용자가 선택한 곡과 유사한 곡들을 찾는다. 코드의 거리
를 이용하여 코드 복잡도 거리 모델(CCD: chord 
complexity distance)을 구축하여 유사한 음악 컨텐츠
를 찾는데 활용하는 연구가 있다 [11]. CCD모델에서는 
코드를 문자열 형태로 나타내고, 시퀀스를 이 문자열에 
대한 추가, 수정 관점으로 표현하였다. 두 코드 사이의 거
리는, 시작 코드에서 다음 코드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연산의 수로 결정된다. 어떤 곡에 대해 진행되는 코드 
간의 거리에 각기 다른 색깔을 입힌 그래프(color 
temperature graph)로 표현하였다. 이 색깔 그래프는, 
코드 사이의 급격한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 유사한 곡들의 
코드 패턴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준다. Chord-Cube
나 CCD그래프는 코드 시퀀스를 이용하여 곡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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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ndamental Data Extraction Process

거나 유사한 곡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에 의의가 있
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맞춤화 교육 적용과는 차이가 있다. 

음악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창작에 활용하는 연구가 
있다 [4]. 인기곡들로부터 코드 시퀀스들 사이의 변용
(variation)을 파라미터화 하여 코드 시퀀스의 다차원 공
간을 생성하며, 이를 통하여 음악 코드 시퀀스를 고차원
적으로 시각화하여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
고 보컬(vocal) 멜로디로부터 적합한 코드 시퀀스를 생
성하는 방법도 보이고 있다. 공간의 축(axis)은 장르나 
창작자 등이 될 수 있는데, 축을 정하는 두 가지 알고리
즘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자동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주요 컴포넌트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인데, 수동으로 축을 결정하는 것보다 자
동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더 효율적임을 실험을 통
하여 보였다. 

미디 파일로부터 코드 시퀀스를 추출하고 이를 그래프
로 나타낸 연구가 있다 [10]. 코드는 노드(vertex)로, 코
드의 순서는 방향성 있는 간선(directed edge)으로, 간
선의 굵기는 시퀀스의 빈도를 나타낸다. 이 연구의 초점
은 코드의 시퀀스를 시각화함으로써, 음악의 장르나 스타
일, 음악의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미디 파일로
부터 코드 시퀀스 그래프를 추출하여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일부 곡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코
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코드 기반 단체 복합체
(simplicial complexes) 사용하여 코드 시퀀스를 표현
한 연구가 있다 [9]. 기존의 코드 시퀀스가 노드와 에지를 
이용한 2차원 그래프로 주로 표현되었다면, [9]에서는 이
를 확장함으로써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코드 데이터를 분
석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 학습자에게 코드 내용에 기반하여 새로운 연습 
자료를 추천해주는 웹 기반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13]. 
학습자가 연습하고 싶은 코드들을 입력하면 매치되는 곡
들 리스트가 나오고, 들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코드 추정(code estimation) 알고리즘
([14])과 쿼리 매칭(query matching) 알고리즘([15])을 
이용하였다. 코드 추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대량의 코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쿼리 매칭 알고리즘은 사용

자의 요청에 대해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는데, 사용자가 
선택한 코드들이 단순히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곡을 추
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커버리지(coverage)와 곡 
내에서 선택되지 않은 코드들까지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악보로부터 코드를 추출하므로 
[13]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용자의 숙련도와 능력치를 고
려하여 맞춤형 교육에 좀 더 가깝도록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기초 데

이터인 코드 시퀀스(Chord Sequence)와 코드별 노트
(note) 조합 정보를 추출하고, 커버리지(coverage)와 빈
도(frequency)가 높은 코드와 핵심 코드 시퀀스(CCS, 
Core Chord Sequence)를 구하기 위해 악보 167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핵심 코드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사용자들의 수준에 따른 학습 상태를 시뮬레
이션하여 개별 교육 목적에 맞는 맞춤형 악보 추천하고, 
유사 악보나 비슷한 수준 또는 유형의 사용자를 찾기 위
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연구는 Fig. 1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으
며, 검증(Validation)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처리 
과정은 직접 도구를 구현하여 자동화하였다.

Fig. 1. Overall process of our approach

3.2 기초 데이터 추출
Fig. 2는 본 연구에 필요한 분석과 시각화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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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167개의 악보를 모두 MusicXML로 변
환한 후, 각각의 MusicXML에 대해 harmony, note 테
이블을 생성한다.

harmony 테이블은 Fig. 3과 같은 스키마를 따르는 
MusicXML로부터 measure, words, root-step, 
root-alter, base-step, base-alter, kind, lyric 정보를 
추출하고, note 조합 문자열과 관련 학습 자원의 존재 여
부를 동적으로 확인하여 bool 타입의 추가 정보를 제공
한다. note 테이블은 해당 words 번호를 외래키로 가지
며, 상세한 악보 정보에 해당하는 staff, duration, type, 
step, octave, alter, chord 를 포함한다.

...
   <harmony color="#000000" default-y="43">
    <root>
     <root-step>E</root-step>
    </root>
    <kind>major</kind>
    <bass>
     <bass-step>G</bass-step>
     <bass-alter>1</bass-alter>
    </bass>
    <staff>1</staff>
   </harmony>
   <direction>
    <direction-type>
     <words default-x="485" default-y="21" justify="center" 
valign="middle" font-family="Times New Roman" font-size="6.9759" 
font-weight="bold">2</words>
    </direction-type>
    <voice>1</voice>
    <staff>1</staff>
   </direction>
   <note color="#000000" default-x="223">
    <pitch>
     <step>B</step>
     <octave>3</octave>
    </pitch>
    <duration>512</duration>
    <instrument id="P1-I1" />
    <voice>1</voice>
    <type>half</type>
    <stem>up</stem>
    <staff>1</staff>
   </note>
   <note color="#000000" default-x="223">
    <chord />

...

Fig. 3. Partial Data of a MusicXML

코드 시퀀스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 테이블을 
1차 스캔하면서 악보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코드를 추출하
여 각각의 빈도와 커버리지를 계산한다. 2차 스캔은 인접한 
2연속 코드 패턴을 검출하여 빈도와 커버리지를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N연속 코드 패턴 빈도가 1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모든 경우를 찾는다. 코드가 동일
하더라도 실제 노트 조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노트 조합 시
퀀스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 생성한다. 

3.3 코드 시퀀스 그래프 시각화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각화 도구는 Fig. 4와 같이 코

드 시퀀스 그래프 생성을 위해 악보로부터 길이 N=1, 2

인 경우의 CCS(Core Chord Sequence) 데이터를 이용
한다. 먼저,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등장하는 코드 빈도 
수를 구하여, 이와 비례하여 노드(node)의 크기와 색상
을 결정한다. 그리고, N=2인 경우에 대한 빈도 수를 트
랜잭션에 대한 패턴별로 구하여 에지(edge)의 굵기와 색
을 결정하고 방향을 구분하여 전체 코드가 반영된 그래
프를 생성한다.

Fig. 5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동 생성된 악보 1건에 
대한 풀 코드 시퀀스 그래프이다. 노드 안의 숫자는 코드 
빈도, 화살표 상의 숫자는 해당 코드 간의 시퀀스 빈도를 
의미한다.

Fig. 4. The Process for CSG Generation

Fig. 5. A Full Chord Sequenc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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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드와 에지에 대한 임계값(threshold)를 지
정함으로써 핵심 코드 시퀀스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다. 
핵심 코드 시퀀스는 특정 악보를 연주할 때 경험하게 되
는 코드의 흐름을 요약해서 추출한 정보이다. 이 정보는 
특정 악보를 학습하기 위해 학습자의 숙련도를 고려한 
사전 연습 프로그램의 구조를 자동생성할 때 유용하다. 

Fig. 6. A Core Chord Sequence, Threshold=(2,2)

Fig. 7. A Core Chord Sequence, Threshold=(3,3)

Fig. 6과 Fig. 7은 각각 노드와 에지의 임계값을 (2,2) 
와 (3,3)으로 지정했을 때의 핵심 코드 그래프를 보여준
다. 풀 코드 시퀀스보다 간결하며 핵심 코드 위주로 구성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계값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래프의 구조를 따라 연습을 할 경
우 코드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덜 중요한 패턴들을 
필터링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코
드부터 효과적으로 단계 학습이 가능하다.

3.4 악보/코드 행렬 데이터 생성
악보 167개에 사용된 코드는  291종이다. 악보 전체 집합 

, 코드 전체 집합 에 대해 ∈  ⋯ 이
고, ∈   ⋯ 일 때, ×행렬 MC
의 i행 j열의 원소   로 정의한다. 

여기서    는 악보 에 등장하는  코드에 
대한 점수로 빈도, 비중, 표준화 비중, idf가 적용된 빈도
나 비중 등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빈도, 비중, 빈도
×idf, 비중×idf에 대한 모든 행렬을 자동 생성한다. 
Fig. 8은 코드 비중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이 되는 행렬값
의 위치를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으로 대략적인 악보의 
유사도나 코드 희소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의 (a) 
부분은 반복되는 패턴이 확인되며 여러 악보에서 반복적
으로 경험되는 코드들임을 알 수 있으며, (b) 부분은 특
정 악보에서만 사용되는 회소성이 높은 코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거나, 난도(difficulty)가 높은 코드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행렬을 이용한 유사도 분석 및 추천 
등의 분석은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Fig. 8. A Music-Chord Weight Matrix Visualization

3.5 사용자 학습 시뮬레이션

simulate_learning():
   = create_users(100)
  for u in :
    u.base_ability = random.gauss(0.5, 0.2)
    u.threshold = random.gauss(30, 5)
    t = random.gauss(10, 2)
    u.musics = random.sample(, t)
    for m in u.musics:
      practice_n = max(1, int(random.guass(15,5))
     u.practice(m, practice_n)

Fig. 9. Pseudo-code for Learning Simulation

practice(m, practice_n):
  for i = 1...practice_n:
    p = u.base_ability + random.gauss(0,0.1)
    for c in  :
      u.point(c)+=p×m.count(c)
  for c in  :
   u.master(c)= (u.point(c)-u.threshold)

Fig. 10. Pseudo-code for Practic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악보는 실제 데이터이지만, 사용
자는 100명을 가상으로 학습시켜서 숙련도를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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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성하였다. 하지만, 랜덤하게 준 것이 아니라 학습에 
관련한 파라미터들에 맞추어 정규 분포에 따라 학습 과
정을 거쳐서 최종 숙련도를 구하였다. Fig. 9는 사용자 
학습을 위한 의사 코드 기반의 알고리즘이다. 
random.gauss(m, s)는 평균 m과 표준편차 s를 따르는 
가우스 분포 난수에 해당한다. random.sample(, t)는 
악보 전체 집합인 에서 악보 t개를 무작위로 중복 없
이 추출해서 만든 부분 집합이다.

Fig 10은 악보 m에 대해 practice_n회 연습할 때 사
용자별 숙련도와 마스터(master)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practice() 함수를 의사코드로 나타낸 것이다. (p)는 시
그모이드(sigmoid) 함수로 로 정의하며, 사
용자별 학습 완료 임계값은 u.threshold값을 이용한다.

사용자 전체 집합  , 코드 전체 집합 에 대해 
∈  ⋯ , ∈   ⋯  일 때, 
×행렬 의 원소   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학습 시뮬레이션을 통
해 숙련도 점수, 학습완료 점수와 각각의 idf 적용 점수
들을 모두 생성하며, Fig. 11은 사용자가 학습 완료한 코
드만 검은색으로 표현한 사용쟈-코드 행렬을 시각화한 
것이다. 좌측에 위치한 코드는 많은 사용자들이 학습을 
완료했고, 우측에 위치한 코드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악보에서 보여주었던 상황과 일치
한다. 이 행렬을 이용한 분석은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Fig. 11. A User-Chord Master Matrix Visualization

3.6 코사인 유사도를 통한 관계 분석
앞서 확보되었던 행렬들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

하면, 코드 숙련도에 대한 사용자 와 의 관계 점수인 

∙
 × 를 행 열 요

소로 가지는  행렬, 악보 와 의 유사도 점수인 

∙
 × 를 행 열 

요소로 가지는  행렬, 사용자 의 코드 숙련도 패
턴과 악보 가 가진 코드 패턴과의 유사도 점수에 해당

하는 ∙ × 를 행 
열 요소로 가지는 행렬  행렬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행렬의 크기는 각각 
×, ×, ×로 본 연구에서는 
×, ×, ×에 해당한다.

Fig. 12는 사용자 간 숙련도 패턴이 비슷할수록 짙은
색을 가지도록 시각화시킨 × 행렬이다. 왼쪽 
위에 가까울수록 관계 점수의 합이 높도록, 오른쪽 아래
에 가까울수록 관계 점수의 합이 낮도록 정렬되어 있다.

Fig. 13은 악보 간 코드 비중 패턴이 비슷할수록 짙은
색을 가지도록 ×행렬을 시각화한 그림이다. 
악보 관계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왼쪽 위에, 그렇지 않을
수록 오른쪽 아래로 정렬되었다. 상위에 속한 일부 악보
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 User-User Similarity Matrix

  

Fig. 13. : A Music-Music Similarit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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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분석 및 활용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정의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
으로 가능한 분석 및 활용 사례들에 대해 기술한다. 

4.1 악보 유사도  

Fig. 14. : Top 19 Similarity Music Scores

Fig. 15. CCS’s of Low Similarity Music Scores

Fig. 13에서 왼쪽 상단 유사도가 짙은 색으로 매우 높
은 악보 클러스터를 발견할 수 있다. Fig. 14는 19개 악
보로 구성된 이 영역을 확대하여 값의 상대적 값에 따라 
밝기를 재조정하고, (a)~(e) 에 해당하는 공통 핵심 코드 
시퀀스를 추출한 것이다. 서로 다른 악보임에도 불구하
고, 각 영역의 핵심 코드 시퀀스는 서로 정확히 일치하였

다. 코드의 순서에서만 차이가 날 뿐 연습해야 하는 코드
도 동일하므로 각 클러스터 내에서는 어떠한 악보를 선
택하여 학습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코드 숙련도를 
획득하게 된다. 즉, 행렬을 이용하면 학습효과가 유
사하거나 중복된 악보를 모아서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곡
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짙은 영역에 속
한 악보들을 확인해본 결과, 연습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
계된 악보들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Fig. 15에서 유
사도가 매우 낮은 (f), (g)는 전혀 다른 종류의 코드들로 
구성된 악보들이었다.

4.2 학습자 숙련도 간의 유사도  
Fig. 16은  행렬에서 사용자들의 학습 숙련도가 

가장 유사한 1쌍인 와 , 중앙값에 해당하는 4쌍과 
유사도가 0인 12쌍의 사용자 그룹의 위치를 보여준다. 

Fig. 16. : Max, Median and Min values

4.3 학습자의 악보 숙련도  

 Fig. 17. : Amount of Learning and Proficiency 
Pattern for Music Scores of  and  

은 코드 숙련도를 바탕으로 전체 악보에 대한 학
습 수준 척도를 나타낸다. Fig. 17은 4.2절에서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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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숙련도의 유사도가 최댓값 78.34를 가지는 와 
의 각 악보에 대한 학습량(위)과 이로 인해 얻은 정규화
된 숙련도(아래)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두 사용자는 학
습한 악보 리스트에서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
체 악보에 대한 숙련도 패턴이 매우 유사하며, 학습하지 
않은 악보의 숙련도가 높은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공통
으로 사용하는 코드의 패턴들이 다른 악보에서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악보를 연습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익힐 수 있는 다른 악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4.4 학습자별 마스터한 코드 
Fig. 18은 와 가 획득한 코드별 숙련도 점수

(위)와 마스터 여부(아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차이가 
나는 코드들이 있지만,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19에서 숙련도 유사도 
0을 가지는 사용자 과 의 학습 코드 패턴을 비교
해보면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별로 악보의 난이도를 계산하고, 
유사한 학습 패턴을 가진 사용자나 악보를 검색하여 맞
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8.  : Chord Proficiency and Mastered Chord 
Pattern of  and 

Fig. 19.  : Chord Proficiency and Mastered Chord 
Pattern of  and 

4.5 코드 시퀀스 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악보 분석 자동화를 통해 악보별

로 N연속 코드 패턴과 실제 건반 연주 패턴에 해당하는 
노트 조합 패턴을 구분하여 추출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코드라도 다른 방식으로 연주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
기 때문에 학습 패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Table 1은 한 악보에 대한 3연속 코드 패턴 빈도와 
커버리지를 보여준다. Table 2는 Table 1에서 분석한 
동일한 악보에 대한 3연속 노트 조합 패턴 빈도와 커버
리지임에도 불구하고 Table 1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악보의 코드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노트 조
합은 다를 수 있고, 본 연구 구현한 분석 도구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여 패턴을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
과적으로, 데이터가 다르더라도 알고리즘이 동일한 점을 
활용하면 쉽게 별도의 행렬을 생성할 수 있으며, 분석 목
적에 따라 정밀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pos#1 pos#2 pos#3 freq. cov.
(%)

Amajor-seventh EG(1)major F(1)dominant   14 30.2

EG(1)major F(1)dominant ABmajor   14 30.2

ABmajor Amajor-seventh EG(1)major   13 28.1

F(1)dominant ABmajor Amajor-seventh   12 25.9

ABmajor Emajor DEmajor    7 15.1

Table 1. Top 5 Frequency and Coverage of the Chord 
Sequence Patterns

pos#1 pos#2 pos#3 freq. cov.
(%)

stf02G2(1)E3stf01B3
F4(1)

stf02F2(1)E3stf01A
3(1)E4

stf02B2A3stf01C4(1)
E4 9 19.4

stf02A2A3stf01C4(1)
G4(1)

stf02G2(1)E3stf01B
3F4(1)

stf02F2(1)E3stf01A3
(1)E4 7 15.1

stf02A2E3stf01C4(1)
G4(1)

stf02G2(1)E3stf01B
3F4(1)

stf02F2(1)E3stf01A3
(1)E4 5 10.8

stf02F2(1)E3stf01A3
(1)E4

stf02B2A3stf01C4(
1)E4

stf02A2A3stf01C4(1)
G4(1) 4 8.6

stf02B2A3stf01C4(1)
E4

stf02A2A3stf01C4(
1)G4(1)

stf02G2(1)E3stf01B3
F4(1) 4 8.6

Table 2. Top 5 Frequency and Coverage of the Note 
Composition Sequence Pattern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자 및 악보의 코드 데이터를 추출, 가공하여 학습자
의 숙련도, 악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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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맞춤형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코드 
시퀀스 그래프를 통하여 핵심 코드 패턴을 확인할 수 있
었고, 가상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악보 학습을 시뮬레이션
하여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악보와 코드 사이의 빈
도, 비중과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행렬 데이터를 생성하
였다. 이후 악보 유사도, 학습자 숙련도 사이의 유사도, 
학습자의 악보 숙련도, 학습자별 마스터된 코드, 코드 시
퀀스 패턴에 대한 분석 사례를 보였다.

개별 악보 분석이 아닌 사용자가 선택한 악보의 리스
트를 대상으로 통합 요약된 코드 시퀀스 그래프를 생성
하면, 여러 악보를 동시에 고려한 효과적인 코드 연습 프
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미디
(Midi)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코드 연습 기
록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적응형 숙련도 척도를 정
의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법과 연계하고, 건반의 세기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에 대한 설계를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음악 교육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맞춤형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실
질적인 교육 플랫폼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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