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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automatic composition method using the training capability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chord progression rules that are widely used by human composers. After training a given

song, the new melody is generated by the trained artificial neural networks through applying a different

initial melody to the neural networks. The generated melody should be modified to fit the rhythm and

chord progression rules for generating natural melod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we devised a

post-processing method such as chord candidate generation, chord progression, and melody correction.

From some tests we could find that the melody after the post-processing was very improved from the

melody generated by artificial neural networks. This enables our composition system to generate a melody

which is similar to those generated by human compo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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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타 기술 분야와 융합하

는 융합기술이 각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기존기술에 정보기술을 추가하여 기존기술에서 제

공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산업전반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융

합기술이 다 방면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 정보

기술과 문화기술을 융합하려는 시도는 최근 정부의 

문화융성정책과 더불어 여러 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기술 중에서 한축을 담당하는 K-POP에 

대한 융합기술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음악표절

을 감지하기 위하여 표절을 판단하는 등의 연구는 

있어왔으나 곡을 작곡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12]. 우

리는 정보기술과 문화기술을 융합하는 하나의 연구

로서 작곡을 컴퓨터를 통하여 자동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했다[11].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는 연구는 세계적

으로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기초적인 가

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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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인공지능 기법인 인공

신경망이나 진화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멜로디를 생

성한다[10].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공신

경망의 학습기능을 이용한 것으로서 기존의 곡을 학

습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생성된 곡이 기존 학습곡과

의 유사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5,8]. 진화적인 방법

은 학습과정이 없고 초기 개체를 무작위로 주거나 

사용자가 제공한 초기 개체를 다양하게 조합하기 때

문에 기존 곡들과의 유사도가 높지 않다[1-3,10]. 그

러나 생성된 곡의 적합도 평가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생성된 곡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 문제가 있다[10].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법을 혼용하

여 작곡하는 기법들도 대두되고 있다[4,6,7]. 그러나 

아직까지 작곡가가 작곡한 수준으로 곡 전체를 생성

하는 기법의 개발은 먼 실정이다 [10].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곡가가 작곡한 수준의 곡을 

컴퓨터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알고리즘을 개발

하기 시작했다. 그런 관점에서 작곡가들도 기본적으

로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듣고 학습하면서 작곡

을 익힌다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작곡가들의 작곡법

을 따라가면서 구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 그

렇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기존 곡을 학습

하는 것을 우리 작곡 시스템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결정했다[11].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연구에는 기존의 

곡을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하게 한 후에 초기 멜로디

만을 변경하여 새로운 곡을 출력하도록 했다[11]. 실

험결과 기존 곡을 학습한 인공신경망에 초기 멜로디

를 학습한 곡과 다르게 주면 그 이후에는 학습한 곡

과 다른 멜로디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기존 

곡과의 느낌이 일정부분 유사했다. 또한 초기 멜로디

에 대하여 신경망이 출력하는 멜로디는 학습한 멜로

디 공간상에 학습된 것을 출력하기 때문에 음악이론

이나 화성에 맞지 않는 곡이 출력되었다[11].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이 출력한 멜로디를 음악이

론에 맞게 자동으로 수정하고 또한 실제 작곡가가 

작곡할 때 사용하는 화성진행 방법을 도입하여 화성 

후처리를 하고 멜로디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간단히 박자를 음악이론에 맞추

는 작업을 하고나서 작곡가들이 작곡할 때 많이 사용

하는 화성진행에 맞추어 화성 후처리를 진행한다. 화

성 후처리는 1) 화성 후보군 생성 2) 화성진행에 따른 

화성 선정, 3) 최종 화성에 따른 멜로디 음 수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화성 후보군 생성은 인공신경망이 

생성한 멜로디에 마디별로 화성 후보군을 만들어주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정된 마디별 화성 후보군은 

다음 단계인 화성진행에 따른 화성선정으로 넘어간

다. 화성진행이라 함은 마디별로 화성이 진행되는 패

턴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Money Chord

를 사용했다. 그러나 화성 후보군 생성에서 생성한 

후보가 Money Chord 와 딱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2도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 화성을 결정했

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 선정된 화성에 따라서 멜로

디 음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어야 Money

Chord 진행이 되도록 화성이 구성된다. 그리고 3화

음 종류에 따라서 마디 내의 음을 조정한다. 즉 

Major 화음인가 minor 화음인가에 따라서 해당 화음

에 존재하는 음으로 변경한다. 결국 최종 결과물은 

화성진행에 따른 멜로디가 출력된다. 이는 실제 작곡

가들이 멜로디와 화성진행을 같이 고려하며 작곡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보다 자연스러운 작곡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동작

곡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저자가 수행한 초기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

여 곡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화성 진행을 이용한 화성 후

처리 및 멜로디 수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학습시킨 후에 새로운 초

기 멜로디로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고 이를 화성진행

에 따른 화성 후처리를 이용하여 작곡한 결과에 대하

여 5장에서 설명한다. 6장의 결론과 추후연구로 끝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작곡을 하려는 시도

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어왔다[10]. 이러한 연구는 

알고리즘 작곡이라고 분류되어왔으며 작곡이라는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대부분 인공지능 분야에

서 개발된 방법들이 사용되어왔다. 첫 번째 예로는 

자동작곡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것으로 문법

에 기반 한 것, 규칙에 기반 한 것, 사례에 기반 한 

것 등이 있다[10]. 문법에 기반 한 것은 언어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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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하여 글을 만드는 것을 모사하여 이를 작곡에 

응용한 것이다. 규칙에 기반 한 것은 멜로디를 생성

하는 규칙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곡을 만드는 것이

다. 사례에 기반 한 것은 기존 곡을 소절별로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작곡 시 기존 곡에서 소절을 이용하여 

작곡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로는 최적화 기법에 의

한 것이 있다[1,2,3]. 작곡에 주로 사용된 최적화 기법

은 진화알고리즘(Evolutionary Algorithms)으로서 

집단개체를 진화시켜서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다. 특

히 개체를 트리로 표현하는 유전프로그램(Genetic

Programming)은 곡의 음에서 마디로, 마디에서 음

절로 계층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작곡에서 매우 유

용한 기법이다[1]. 그러나 최적화 방법에 있어서 가

장 큰 문제점은 개체를 평가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다. 개체로 표현된 짧은 곡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적합한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진화가 일어나서 점점 

더 좋은 곡이 표현된다. 그러나 컴퓨터가 스스로 곡

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보

통 사람이 각 개체를 평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만 매우 많은 개체를 수십에서 수백세대에 걸쳐 모두 

평가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매우 지루하고 힘든 작업

이 된다. 또한 곡에 대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어서 

일관된 잣대를 제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적합도 평

가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하여 곡에 대한 

평가를 인공신경망의 학습 기능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도 있다[1]. 그러나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곡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세 번째 예로는 기계학습에 의한 것이 있다. 기계

학습은 컴퓨터가 스스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인공신경망이 있다[5,6,8,

9]. 인공신경망은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된 

데이터와 같거나 유사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이러한 신경망에는 주어진 입/출력을 학습하는 전방

향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s)이 있으며 

주로 역 전파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

rithm)으로 감독자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통

하여 학습한다. 그러나 곡의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화하며 출력되는 타입으로 전 방향 인공

신경망은 적합하지 않다. 곡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회귀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을 

사용해야하지만 회귀신경망은 학습이 어려운 문제

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중간층에 문맥층(context

layer)을 두어 회귀성을 준 단순회귀신경망(simple

recurrent networks)을 사용하거나 곡의 데이터를 

회귀적으로 구성해서 전방향신경망을 사용하는 방

법이 사용된다[5,6,8,9].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미리 

선정한 한 개 혹은 한 개 이상의 곡을 학습을 하게하

고 학습된 결과로부터 새로운 곡을 출력한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곡을 학습하여 

곡을 출력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곡가가 작곡한 곡과 

유사한 느낌을 갖는 곡을 출력한다. 그러나 곡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곡을 학습하기 어렵고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하나의 곡을 학습

하고 출력하는 방법은 출력되는 곡이 기존의 곡과 

너무 유사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여러 곡을 학습하

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학습하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 기계학습의 또 다른 예로서는 

마르코프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10], 국내

에서는 기계학습 툴의 일종인 하이퍼 네트워크를 이

용하여 작곡을 수행한 예가 있다[7].

그러나, 이런 기존 방법들은 작곡을 수행하는 과

정을 일부 모사하거나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의 

연구로서 실질적으로 작곡가 수준의 곡을 생성하기

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멜로디 일부나 박자 

일부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멜로디와 박자 그리고 화

성을 포함하여 곡 전체를 만드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새

로운 멜로디와 박자를 생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작곡

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성진행을 적용해서 보다 실

제적인 작곡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인공신경망 학습방법

우리는 논문 [11]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곡

을 학습하고 학습된 신경망에 초기 멜로디를 새로 

넣어주어 새로운 곡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곡

의 멜로디를 인공신경망에 학습하기 위하여 멜로디

를 구성하는 음표와 쉼표 그리고 박자를 숫자로 표현

했다[11]. 음표는 전체 7옥타브 중에서 일반 대중음

악에서 많이 사용하는 2～4의 세 옥타브만을 사용했

다. 음표는 한 옥타브에 도, 도#, 레, 레#, 미, 파, 파#,

솔, 솔#, 라, 라#, 시의 총 12개가 존재하므로 1부터 

36까지의 숫자로 세 옥타브를 표현했다. 쉼표는 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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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training data.

와 구분하여 36보다 큰 수의 경우는 쉼표로 구분한

다. 박자는 1/4, 1/2, 3/4, 1, 3/2, 2, 3 ,4의 8개의 박자를 

1부터 8까지 숫자화 했다[11]. 그러므로 학습할 곡이 

정해지면 학습할 곡의 멜로디에 따라서 음표와 쉼표

를 표현하는 시계열 데이터 하나와 박자를 표현하는 

시계열 데이터 하나가 발생한다.

곡을 학습하기 위하여 음표와 쉼표를 학습하는 용

도와 박자를 학습하는 용도로 두 개의 신경망을 사용

했다. 신경망은 하나의 출력을 갖는 앞 먹임 신경망

(FNN: 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사용했다.

신경망의 구조는 두 개의 신경망 모두 동일하게 10개

의 입력노드와 20개의 중간노드 그리고 1개의 출력

노드를 갖는다. 학습할 곡이 표현된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출력 학습패턴을 만든다. 학습패턴은 1

부터 10번째 시계열데이터를 입력으로 했을 때 11번

째 시계열데이터가 출력이 되며 이것이 첫 번째 학습

패턴이다. 두 번째 학습패턴은 2부터 11번째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고 12번째 시계열 데이터가 출

력이 된다. 이와 같이 학습패턴을 만들면 100개의 시

계열데이터가 있을 경우 90개의 학습패턴이 발생한

다. 학습할 곡으로부터 추출한 시계열을 학습패턴으

로 만든 후에 신경망에 가하여 오류역전파알고리즘

으로 감독자 학습을 수행한다. Fig. 1은 인공신경망

에 학습데이터(TD: Training Data)을 넣어서 학습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인공신경망은 적절한 구조와 학습률 그리고 충분

한 학습 시간만 주면 입/출력으로 주어진 학습데이

터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데이터에 학습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충분한 학습시간을 주어

도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학습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것은 같은 입력에 대하여 다른 출력을 

내는 학습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신경

망은 두 출력 중에 어느 쪽으로 출력하도록 학습할지

를 결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학습하거나 

두 출력 사이를 왔다갔다 학습할 수가 있으며 그러므

로 많은 학습시간이 주어져도 특정치 이하로 오류를 

줄일 수가 없게 된다. 학습할 곡의 경우 대부분의 곡

에서는 반복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며 특히 되돌이표

가 있는 경우 곡의 일부분이 반복된다. 이 경우에는 

입력이 같은데 출력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곡의 

마디를 구분하는 입력을 신경망에 추가적으로 넣어

서 마디를 구분해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즉 

마디를 구분하는 입력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학습하

기 때문에 학습할 곡의 시계열데이터가 동일하여도 

입력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마디구분 입력은 특

정한 값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마디별로 다른 입력만 

넣어주면 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40개의 숫자를 무작

위로 만들어서 마디구분입력으로 사용했다. 이는 실

험적으로 학습이 빠르며 마디구분을 잘 해주는 것으

로 선택한 결과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논문 [11]을 

참고하기 바란다.

학습한 인공신경망은 충분히 학습된 경우 10개의 

초기 음표나 쉼표 그리고 박자를 학습한 곡과 동일하

게 넣어주면 나머지 음표나 쉼표 그리고 박자를 원래

의 학습한 곡과 동일하게 출력한다. 여기에 10개의 

초기 음표나 쉼표 그리고 박자를 다르게 새로 작곡하

여 넣어주면 나머지 음표와 쉼표 그리고 박자를 생성

해준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멜로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멜로디는 학습한 곡과 유사한 멜로디 

느낌을 가지나 다른 멜로디를 생성한다. 다만 신경망

이 새로 생성하는 곡은 신경망에 학습된 것을 바탕으

로 하기 때문에 음악이론에 맞지 않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경망이 만들어낸 멜로디는 추가

적으로 음악이론에 맞게끔 후처리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가장 먼저 후 처리 해야 하는 것은 박자로서 마디

별로 갖춘마디를 만들기 위해 박자를 수정해야한다.

갖춘마디를 만들기 위한 박자 수정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가장 큰 박자에서 마디

별로 넘치는 박자를 빼서 구현했다. 예를 들어 4/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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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ord candidate generation.

자인 경우 마디에 박자의 합이 4.5박자인 경우 가장 

큰 박자에서 0.5박자를 빼어 수정한다.

4. 화성진행을 이용한 화성 후처리 및 멜로디 

수정

인공신경망이 만들어낸 멜로디는 학습한 곡의 느

낌을 갖고 있는 멜로디이나 음악적으로 수정이 필요

한 미완의 멜로디이다. 박자처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음악이론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는 것만 수정해서는 

작곡가가 작곡한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인공

신경망이 생성한 멜로디에 후처리를 수행한다. 작곡

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멜로디의 화성전

개를 특정한 형태의 틀로 전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러한 화성전개의 틀을 기반으로 작곡을 하면 곡의 

분위기가 자연스러워 대중들이 선호하는 곡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화성전개로서 Money Chord 라는 

것이 있다. Money Chord는 이를 기반으로 곡을 만들

면 곡이 인기를 끌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서 많은 곡에서 사용된 화성전개 방법

이다. 우리는 이러한 Money Chord 화성전개를 도입

하여 멜로디를 후처리 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과정을 거친다. 1) 인공신경망에서 생성한 멜로디

를 마디별로 구분하여 화성 후보군을 생성한다. 2)

각 마디별로 선정된 화성 후보군을 기본으로 4마디

별로 Money Chord 화성전개가 되도록 각 마디별 화

성을 선택한다. 이 때 Money Chord 화성전개가 만족

되지 않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간의 범위를 

설정하여 매칭 되는지를 확인한다. 3) Money Chord

화성전개에 맞도록 각 마디별 화성이 최종 선정되면 

해당 화성에 맞도록 멜로디를 수정한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3단계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한다.

화성후보군을 생성하는 방법은 Fig. 2와 같다.

각 마디에 있는 멜로디 음을 낮은 음부터 정렬한

다. 가장 낮은 음부터 차례로 근음으로 지정해서 나

머지 음과의 간격을 구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마디에 

3개의 음이 있다면 각 음이 근음이 되었을 때 나머지 

음과의 간격이 구해진다. 이 때 근음보다 낮은음은 

전위방식으로 상위 음으로 변환해준다. 예를 들어 어

떤 마디에 도, 미, 솔 세음이 있었다면 이 음들은 각각 

1, 5, 8로 표시되며 중간 음 5는 근음과의 간격이 장3

도(간격으로는 +4)이고 마지막 음 8은 근음과의 간격

이 완전 5도(간격으로는 +7)이므로 장 3화음이 된다.

결국 근음이 도 이므로 C Major 화음이 된다. 중간 

음 5를 기준으로 하면 5, 8, 12 가 되어 단 3화음이 

되어 결국 E minor 화음이 된다. 이렇게 모든 음을 

근음으로 하여 화음을 구하게 된다. 만약 Major mi-

nor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Major 와 minor를 모

두를 후보로 넣는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모든 화음

을 저장하면 각 마디별로 화성 후보군이 형성된다.

실험결과 마디별로 음이 3～4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마디별 화성 후보로 생성되는 것이 5～8개 정도 발생

했다. 이렇게 구한 화성 후보들은 다음 단계의 화성

진행에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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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nal chords selection from money chord pro-

gression.

Fig. 4. Melody correction from final chords in each 

measure.

Fig. 3은 Money chord의 화성진행을 사용하여 마

디별 최종 화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화성진

행은 각 마디별 화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Money chord 에서는 4마디별로 화성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화성진행의 우선순위는 Fig. 3에서 

보는 것처럼 4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Money chord 는 마디별 근음의 차이가 I-V-vi-IV

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I를 도로 놓으면 도-

솔-라-파 로 근음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여 중간에 

vi 만 소문자로 표현된 것은 해당 chord 는 minor

chord 임을 나타낸다. 화성 후보군 생성에서 생성된 

화성 후보군을 대상으로 Money chord 순서대로 진

행하는 코드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이번 단계에서 

수행하는 과정이다. 만약 Money chord 순서대로 진

행하는 코드의 조합이 있는 경우 이를 저장하여 최종

화성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화성 후보군 생성에서 

5～8개의 화성 후보군이 생성되었으나 Money chord

진행순서와 일치하는 화성 후보군을 찾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Money chord

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것으

로 결정했다. 이 경우 다음 단계인 멜로디 수정단계

에서 Money chord 와 일치하도록 멜로디를 수정해

주어야만 한다.

마지막 단계로 최종 결정된 코드를 중심으로 다시 

멜로디를 수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인공신

경망에 의해 생성된 멜로디를 기반으로 작곡을 하면

서 동시에 화성진행에 따른 작곡을 수행하는 작곡가

의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 된다. Fig. 4에서 보는 것처

럼 각 마디별로 최종 결정된 화성을 기준으로 인공신

경망에서 만들어진 멜로디를 수정한다. 예를 들어 

Money chord 진행을 맞추기 위하여 화성 후보군에

서 일치하지 않는 화성을 선택한 경우 이번 단계에서 

최종 선정된 화성으로 해당 마디의 멜로디 전체를 

수정한다. 또한 화성타입에 따라서 Major 와 minor

에 따른 멜로디 수정도 수행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인공신경망에서 출력된 멜로디가 Money chord 진행

에 일치하는 멜로디로 변환되며 최종 곡은 기존에 

학습한 곡의 느낌을 갖으면서 새로운 코드 진행에 

따른 멜로디로 완성된다.

5. 작곡 결과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여 실제로 작곡 결과를 출력

해보았다. 이전 논문과 동일하게 학습 곡은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사용했으며 검증결과 해당 곡이 완벽하

게 학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후에 초기 

10개의 음과 박자를 새로운 곡으로 넣어주어 새로운 

곡을 출력하게 했다. 이 때 3절에서 제안한 Money

chord에 따른 후처리가 적용되어 화성이 결정되고 

멜로디도 수정되어 출력되었다. Money chord 에 부

합되지 않아서 새로운 멜로디로 수정된 마디가 발생

하였으며 모든 마디에 최종 결정된 코드가 적용되어 

작곡되었다.

최종적으로 얻은 작곡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의 악보에서 보듯이 롤리폴리의 멜로디와 느낌이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었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 최종 작곡된 결과 멜로디의 진행이 부드럽

지 못했는데 상당부분 개선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money chord 적용으로 마디별 진행이 작곡가

가 작곡한 것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롤리-폴리 원곡과 이전 연구에서의 작곡 결

과는 각각 http://itsys.hansung.ac.kr/downloads/

Compobot_Roly-Poly.wmv와 http://itsys.hansung.

ac.kr/downloads/Compobot_20140530.wmv 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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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nal result melody.

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작곡한 멜로디에 화성과 

드럼을 추가하여 음악연주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기

타프로로 연주한 동영상은 http://itsys.hansung.ac.

kr/downloads/Compobot_ 20150528_Drum_Chord.avi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만든 곡은 Music

XML 표기 방법으로 파일로 출력되며 악보 플레이를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주되어 진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기

존의 곡을 학습하고 새로운 곡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 

생성된 곡에 기존 곡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기존 곡의 표절이라는 측면에서나 기존

에 없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점이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 넣어주는 

초기 멜로디를 기존 곡과 많이 다르게 하면 일정부분 

해소된다. 또한 화성 진행 및 후 처리에서의 매칭 조

건을 완화하면 최종 결정된 화성에 따른 멜로디 수정

에서 수정이 많이 가해지므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단순히 하

나의 곡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곡을 학습하

게 하면 특정한 곡에 편중되지 않은 최종 멜로디를 

생성하여 이런 문제점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특히 

이렇게 여러 곡을 학습하는 방법에서는 인공신경망

이 각 곡의 느낌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즉 여러 곡을 학습한 후에 작곡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곡의 느낌이 잘 조화된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추

후에 수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곡의 멜

로디와 박자 후처리를 고도화하여 음악성을 높이는 

연구를 통하여 기존 곡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곡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기존 곡을 학습하지 않고도 무작위 적인 멜로디로부

터 새로운 곡을 작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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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의 학습기능을 통하여 

작곡한 멜로디에 작곡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성 진

행을 이용한 작곡요소를 결합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음악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를 위하여 각 마디별로 화성 후보군을 생성하고 생성

한 화성 후보군을 대상으로 마디별로 Money chord

진행에 따른 최종 화성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화성

에 따라서 멜로디를 수정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고 구현했다. 최종적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

제로 작곡을 수행해본 결과 학습 곡의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곡가가 작곡한 것 같이 자연스러운 곡

을 만들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인 기존 곡의 

느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또한 박자나 멜로디를 좀 더 수준 높게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후로 박자와 멜로디 

후처리를 고도화 하는 방법과 여러 곡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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