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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전반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예술 창
작도구는 NFT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작품이 전시, 판매
되기도 하였다. 미술 분야의 창작도구는 Gerated Photos, Google 
Deep Dream, Skech-RNN, Auto draw가 있으며, 음악분야의 인공지
능 창작도구는 Beat Blender, Google Doodle Bach, AIVA, Duet, 
Neural Synth 등이 있다. 인공지능 예술 창작도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분야 인공지능 창작도구는 기존의 작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
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둘째, 창작 결과물을 빠르고 
신속하게 도출하여 창작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창작 재료를 다양
하게 구현해 볼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술, 
영상, 문학, 음악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딥러닝, AI 예술 창작도구, GAN, NST, RN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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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폭 넓은 영역에
서 사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문화예술 제작 분야에서는 인
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기획 및 창작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1. 또한 NFT(Non-Fungible Token)의 시장규모 확장으로 인
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예술작품 생성에 
대한 관심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NFT 시장은 제퍼리 투자은
행 분석결과 2022년 350억 달러, 2025년에는 800억 달러로 예상되며,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 

현재 예술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활발하게 현재 연구되고 있으
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예술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둘째, 인공지능이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사용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예술분야 중 NFT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술분야와 
음악분야의 창작도구 측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예술 창작도구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공지능 

1)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GAN)

1 강동식, 강진규,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의 미래는?>, <<N content(엔콘텐츠)>>, vol.3, 
2017.11.10. 

2 이승주, <IT업계 ‘NFT 열풍’… 포털·이동통신·게임사 시장진출 본격화>, ≪문화일보≫, 
2022.02.08.

3 Cetinic, E., & She, J. ｢Understanding and creating art with AI: Review and 
outlook.｣, ACM Transactions on Multimedia Computing, Communications, and 
Applications (TOMM), 2022, 18(2),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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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Goodfellow4가 제기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하 GAN)은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5. 머
신러닝 분야에서 2014년에 소개되면서 가장 10년간 가장 흥미로운 아이
디어로 평가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 GAN은 비지도학습 생성모델로
서 지도학습을 통해 기존 데이터 생성에 대한 의존하던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지 분석 및 생성 및 음성, 텍스트 부분에서 다양한 
활용 및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GAN은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모델이 
되었고, CycleGAN6, StyleGAN7, BigGAN8 등의 다양한 모델로 발전되
었다. 

 2) Neural Style Tranfer(NST) 

Neural Style Transfer(이하 NST) 신경망을 이용한 스타일 전이로서 
알고리즘은 2015년 Leon에 의해 소개되었다9. 이 방법은 이미지에서 스

4 Ian Goodfellow, Jean Pouget-Abadie, Mehdi Mirza, Bing Xu, David 
Warde-Farley, Sherjil Ozair, Aaron Courville, Yoshua Bengio, 「Generative 
adversarial net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4.

5 NIA, 《DNA플러스 NeurlIPS 2020을 통해 본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2021.03.
6 Jun-Yan Zhu, Taesung Park, Phillip Isola, and Alexei A. Efros., ｢Unpaired 

image-to-image translation using cycle-consistent adversarial networks.｣,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ICCV’17), Los Alamitos, CA, 
2017, p.2242–2251.

7 Tero Karras, Samuli Laine, and Timo Aila. 2019. A style-based generator 
architecture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19). IEEE, Los Alamitos, CA, 2019, p.4401
–4410.

8 Andrew Brock, Jeff Donahue, and Karen Simonyan, ｢Large scale GAN training 
for high fidelity natural image synthesis｣, arXiv, 2018.

9 Leon A. Gatys, Alexander S. Ecker, and Matthias Bethge,  「Image style transf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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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과 콘텐츠를 분리하고 이미지들을 재 결합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
작하는데 사용한다. 이 혁신적인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응용
방법이 나타났다10. NST는 자동으로 사진 및 화풍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폭 넓게 쓰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Google Deep Dream Generator 창작도구에도 사용되었다. 

3) Recurrent Neural Network(RNN)11

Recurrent Neural Network(이하 RNN)은 인공신경망의 한 중요로 순
환신경망을 말한다. 시퀀스 형태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순환적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동적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신경망 내부를 저장하기 때문에 내부
의 메모리를 이용해 시퀀스 형태의 입력, 출력을 할 수 있다1213. 그러므로 
순환신경망은 필기인식이나, 이미지인식, 음성 인식과 같이 시간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용이 가능하였다14. 또한 최근에 
RNN은 음성인식, 기계번역, 작곡, 필기인식, 문법학습 분야에 널리 활용
되고 있다15.

and Pattern Recognition』, 2016, p.2414–2423.
10 Yongcheng Jing, Yezhou Yang, Zunlei Feng, Jingwen Ye, Yizhou Yu, and 

Mingli Song, 「Neural style transfer: A review」,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019, p.3365–3385.

11 https://www.analyticsvidhya.com/blog/2019/07/8-impressive-data-science-
  projects-create-art-music-debates/
12 Dupond, Samuel, 「A thorough review on the current advance of neural 

network structures」, 『Annual Reviews in Control』, 2019. 14, p,200–230.
13 “State-of-the-art in artificial neural network applications: A survey”. 《Heliyo

n》 (검색일: 2021. 12. 1)
14 Hasim Sak, Andrew W. Senior, Françoise Beaufays,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 architectures for large scale acoustic modeling」, 
『Interspeech』, 2014.

15 JalFaizy Shaikh, 「Build a Recurrent Neural Network from Scratch in Python 
– An Essential Read for Data Scientists」, 『Analytics Vidhy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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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reative Adversarial Network(CAN) 

Creative Adversarial Network(이하 CAN)은 미국 뉴저지주 러트러
스 개학의 ‘아트&인공지능(Art & Intelligence Lab)’과 Facebook AI연
구팀의 멤버가 함께 개발한 GAN을 미술 창작에 맞추어 만든 모델이다16. 
심층 신경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GAN은 이미지 생성하
는 데에 좋은 결과를 만든다17. 그러나 독창적인 작품을 생성하는데 제한
적일 수 있다. 하나의 신경망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면 
다른 하나는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CAN에 의한 생성된 
이미지는 단순한 추상화에서부터 복잡한 텍스쳐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CAN 알고리즘은 1,119명의 화가와 81,449개의 작품으로 기존작가들
의 미술기법을 학습하였으며, GAN 모델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과 달리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그림 1>와 같이 CAN을 통해 제작된 그림을 보고 53%가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판단하였다18. 이와 같이 CAN 모델은 폭넓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16 Elgammal, A., Liu, B., Elhoseiny, M., & Mazzone, M. 「CAN: Creative 
Adversarial Networks, Generating "Art" by Learning About Styles and Deviating 
from Style Norms」, 『ArXiv』, 2017. 

17 Ian Goodfellow, Jean Pouget-Abadie, Mehdi Mirza, Bing Xu, David 
Warde-Farley, Sherjil

  Ozair, Aaron Courville, and Yoshua Bengio. Generative adversarial nets.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ages 2672–2680, 2014.
18 강민석, 주종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인공지능(AI) 작품 창작에 관한연구 」,『한국디

지털콘텐츠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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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CAN에 의한 이미지 생성 예시

2장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예술 창작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미술과 음악분야
에 활용된 인공지능 창작도구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3. 인공지능 예술 창작도구(AI Art Generator)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예술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으며, 두 번째
로는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미술 분야
에서는 디지털 아트와 함께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작품의 질
감, 색깔, 오브젝트 등을 인식하고, 분류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작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들은 디지털화 되어 아카이빙 된다. 이러한 수집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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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음악 분야는 사운드를 인식하고, 장르 및 리듬을 분석하고, 악기 구성 
및 분류를 하는 데에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멜로디를 인식하여 음악 원곡을 찾아내는 것에 이용되
며, 가수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추출하는 것에도 이용되고 있다. 다양하게 
수집되고 아카이빙 된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기존의 음악을 연주하
거나 변주(variation)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음악 및 음색 생성이 가능하다. 

1) 인공지능 미술

미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아트와 함께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작품의 질감, 색깔, 오브젝트 등을 인식하고, 분류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작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되어 왔다. 또
한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들은 디지털화 되어 아카이빙 된다. 이러한 수집
되고 분석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① Google Deep Dream Generator

딥드림은 신경망이 학습한 패턴을 시각화하는 실험이다. 이러한 효과는 입
력 이미지를 신경망을 통해 순전파 한 뒤, 특정 층의 활성화 값에 대한 래디언
트(gradient)를 계산하여 구현된다19. 딥드림 알고리즘은 층의 활성화 값을 
최대화하도록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이는 신경망으로 특정 패턴을 과잉해석
하기도 한다20. 인간이 상상하거나 구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 

19 https://deepdreamgenerator.com/ (검색일: 2021.12.20.) 
20 Deepdream https://www.tensorflow.org/tutorials/generative/deepdream 
    (검색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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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Deep Dream Generator

  ② The Next Rambrandt21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렘브란트 미술관, 네덜
란드 과학자가 함께 진행하는 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렘브란트의 화풍을 
재현한 초상화를 만들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렘브란트의 
작품 300점 이상을 분석하고, 3D 스캐너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3D 
프린터를 통해 렘브란트의 화풍을 모방한 그림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렘브란트의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주 사용하는 구도, 색감, 유화의 질감
까지 그대로 재현했다. 본 프로젝트는 렘브란트를 재현하는 점에서 대성공
이었고, 인간의 고유영역인 창작, 예술분야까지 로봇이 대신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결과물이라고 극찬을 받았다.

| 그림 3 | The Next Rambrandt | 그림 4 | 마리오 링클게만의 행인의 기억 I

21 The Next Rambrant Website https://www.nextrembrandt.com (검색일: 2021.12.20.) 



126 일반논문

2019년 마리오 클링게만(Mario Klingemann)의 행인의 기억I 
(Memories of Passerby I)이라는 작품이 경매에 올라왔다22. 이 작품은 
두 개의 초상화가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그림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크린 아래에는 17-19세기 유럽작품을 학습한 이미지가 GAN을 이용해
서 만들어지고 있다. 

위 작품은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균형이 맞지 않거나, 2개의 얼굴
이 함께 나오기도 하여 불쾌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행
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크린의 나타나는 얼굴은 현존하지 
않는 얼굴이며, 추상적으로 보여주면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의 해석을 담
는다. 이 작품은 소더비 경매를 통해 4만 파운드에 낙찰되었다. 이와 같이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추상적인 모습의 작품이 경매에 낙찰 받는 
사례를 통해 창작도구로서의 인공지능 모델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③ 마젠타(Magenta) 프로젝트23

| 그림 5 | 마젠타 프로젝트

22 https://www.artsy.net/artwork/mario-klingemann-memories-of-passersby
   -i-companion-version-1
23 Magenta Project https://magenta.tensorflow.org/ (검색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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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젠타 프로젝트는 구글 브레인 팀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이다. 마젠타 프로젝트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첫
째, 연구팀이 음악과 예술적 측면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발
전시키기 위한 연구프로젝트이다. 머신러닝은 기존의 음성인식이나 번역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Magenta는 예술분야에서 예술 콘텐
츠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술창작
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지만, AI가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둘째, 마젠타는 예술가와 코딩 및 머신러닝 연구원들이 소통
하려는 시도이다. 음악과 예술분야의 Tensorflow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
축을 하고, 이를 통해, 오디오, 비디오 지원, MIDI 같은 형식작업을 위해 
아티스트가 기계학습 모델을 연결하여 다양한 창작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모델 및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④ Infinite Herbarium24 

Infinite Herbarium은 구글의 비주얼 아티스트인 Caroline 
Rothwell와 Creative Lab 팀과  주변식물에 대해 관심 갖기를 희망하여 
만든 프로젝트이다. Google Creative 랩과 식물의 데이터셋을 해석하고 
다양한 식물 세계에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을 조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 참여형 어플리케이션으로 Infinite Herbarium을 만들었
다. 식물 기록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새로운 식물의 조합은 AR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작품은 2021년 National 2021: 
New Australian Art exhibition으로 호주의 현대 미술관과 시드니 왕립
식물원에서 전시되었다.

24 https://infiniteherbarium.withgoogle.com/ (검색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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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Inifinite Herbarium

Google Lens를 구동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기술로 두 식물을 확인한 
후, 오픈소스 Biodiversity Heritage Library에서 제공하는 일러스트레
이션에 대한 노출을 통해 돌연변이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훈련된 모델을 
만들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식물을 영감으로 하여 자신만의 식물 형태
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같이 시각예술의 아카이빙 
자료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관람객과의 인터렉
션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스케치 RNN(Sketch-RNN)

Sketch-RNN 모델은 딥러닝 기술 중 순환신경망을 적용하였으며, 사
람이 어떤 방향으로 펜을 움직이고 그리기를 멈추는 지 학습한다. 예를 
들어 <그림 7>에서 사용자가 고양이를 그렸을 때, 왼쪽 수염은 세 개, 오
른쪽 수염을 두 개만 그렸다. 이러한 인풋에 대한 결과값을 살펴보면 고양
이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Sketch-RNN은 고양이의 오른쪽 수염을 좌우대
칭이 되도록 양쪽에 3개로 그렸다. 사람들이 그리는 것을 학습해서 자동
으로 수염 하나를 더 추가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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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고양이 스케치를 학습한 모델이 재구성한 이미지(google)

스케치-RNN 모델을 활용하면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를 완성버전으로 예측
하게끔 학습시킬 수 있다. 이런 기법을 활용하면 향후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
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창작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원이나 
사각형으로 이뤄진 그림을 완성된 다양한 사물 그림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25.

 ⑥ Quick, Draw

Quick, Draw 게임은 머신러닝을 통해 사용자가 그리는 그림을 신경망
이 추측한다. 본 프로그램은 1,500만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Quick Draw
를 하면서 수백만개 그림을 그리고, 신경망을 훈련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패턴으로 인식하여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 그림 8 | Quick Draw

25 <구글 머신러닝으로 예술 창작…예술가 위한 툴 제공>, 《아시아경제》,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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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Draw는 플레이를 통해 수집된 손으로 그린 스케치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 훈련을 진행하고, 글씨 혹은 이미지 인식기술을 통해서 순환신
경망 모델을 이용해 사용자의 그림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진 게임이다. 
본 게임에서 주어지는 주제를 확인 한 뒤, 주어진 시간동안 그림을 그린
다. 이미지인식을 통해 사용자가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인식한다26. 

 ⑦ Generated Photos

Generated Photos27는 생성적 적대신경망(GAN)을 이용하여 저작권
이 없는 인물사진을 생성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28.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은 목적 및 특성에 맞게 제공되며, 이러한 모든 무료이미지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없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종, 나이, 헤어스타일 등의 설정을 통해 인물 생성이 단시간에 가
능하며, 이러한 얼굴 생성 프로그램은 실제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성하여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상업적인 광고 혹은 
초상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 사용가능하다. 

| 그림 9 | Generated Photos (사진출처: Generated Photos)

26 David Ha, Douglas Eck, 「A Neural Representation of Sketch Drawings」, arXi
v』, 2017.

27 Generated Photos https://generated.photos/
28 18 Impressive Applications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 

Machine Learning Mastery, 2019 (검색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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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창작활동에도 인물을 가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예술가가 표현할 수 있는 가상 인간의 폭이 
넓어지며,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응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⑧ NVIDIA GuaGAN29

| 그림 10 | NVIDIA GauGAN (사진출처: NVIDIA GauGAN)

Nvidia의 GauGAN 모델은 GAN모델에서 다양한 풍경사진을 사용하
여 실제 존재하지 않은 풍경을 사용자의 단순한 선을 그리고 색상으로 
영역을 채우고, 캔버스 영역을 분할하고 지정하게 되면, 눈, 잔디, 산, 호
수, 나무, 하늘 등의 사물이나 풍경이 임의로 생성된다. 이를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풍경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 GauGAN을 통한 
다양한 자연 풍경사진과 배경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지 않고도 풍경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장점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가상공간을 디자인하거나 모델링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구현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다양한 창작 
미술작품에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다.

29 https://newatlas.com/nvidia-gaugan-rest-of-the-owl/58937/, (검색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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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공지능 음악

  ① Beat Blender

Beat Blender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비트를 혼합하여 음악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음악프로그램이다. 이 실험은 기계학습을 통해서 원이나 
드래그를 통해 경로를 만들어서 경로에 맞는 비트를 만들게 된다. 380만 
건 이상의 드럼비트를 훈련하여 신경망(Neural Network)을 구축하였고, 
Google Magenta 모델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다. 

| 그림 11 | Beat Blender (사진출처: Beat Blender)

  ② AI Duet 

AI Duet은 MuseGAN모델을 활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30. 
MuseGAN 모델은 크게 멀티트랙 모델과 시간 모델로 구성된다. 다중 트
랙 모델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담당하고, 시간모델은 시간
의 종속성을 처리한다. 그로 인해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멜로디를 변주하
면서 음악이 진행되는 형태를 보인다. 

30 MuseGAN Model https://salu133445.github.io/musegan/model (검색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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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AI Duet 장면31

  ③ Google Doodle32

구글에서 만든 두들 바흐는 1919년 3월 21일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생일을 기념으로 만든 인공지능 구글이다. 두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2마디
를 작곡하도록 하도록 하며, 버튼을 누르면 바흐 스타일의 맞춤 화성을 
제공한다. 바흐가 작곡한 성가곡 306곡의 멜로디와 대위, 화성을 분석하
여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곡이 진행되었다. 멜로디와 화성의 결합
을 기초부터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그림 13 | Google Doodle Bach (사진출처: Google Doodle)

31 Dong Ngo, <Playing a piano duet with Google's new AI tool is fun>, ≪CNET≫, 
2017.02.16.

32 https://www.google.com/doodles/celebrating-johann-sebastian-bach (검색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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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IVA33

딥러닝을 활용한 작곡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에이바(AVIA)가 있다. 에
이바는 엔비디아의 GTC 2017에서  등장한 음악을 작곡하여 이름이 알려
졌다. 에이바는 작곡을 담당해도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이나 재
구성은 전문가가 진행하기도 한다. 에이바는 3만개가 넘는 곡을 학습하였
고,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활용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초로 한다. 다양한 음원 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볼 수 있다.

| 그림 14 | AIVA 화면 (사진출처: AVIA 웹사이트)

  ⑤ 뉴럴 신디사이저 (Neural Synthesizer, Nsynth)

뉴럴 신디사이저는 기존의 오실리레이터 및 웨이브테이블과 같이 손으
로 디자인한 구성요소에 오디오를 생성하는 사운드 합성기와는 달리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개별 샘플 수준에서 사운드를 생성한다. 데이터가 학
습하는 NSynth는 기존에 생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예술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 Nsynth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 1,000개의 악기에 300,000개의 메모가 포함하여 다양한 음원 
합성을 통해 음악가들에게 제공하는 오픈소스 실험도구이다. 음색의 강약
을 제어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기 어려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

33 AVIA https://www.aiva.ai/ (검색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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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인공지능 모델 활용사례

미술

GAN Generated Photos, 행인의 기억I

NST Google Deep Dream, The Next Rambrant

RNN Sketch-RNN

CNN Auto draw

음악

인공신경망 Beat Blender

강화학습 Google Doodle Bach, AIVA

LSTM Duet

심층신경망 Neural Synth

 3) 인공지능 모델과 예술분야별 활용사례 분류

<표 1>은 인공지능 예술 창작도구에 대한 예술분야와 인공지능 모델에 
따라 창작도구와 활용사례에 대해 분류하였다. 

| 표 1 |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창작도구 모델 및 활용사례 분류

미술분야에서는 Generated Photos, 리오 클링게만의 행인의 기억 작
품이 GAN 모델을 활용하였고, NST 모델은 Google Deep Dream, The 
Next Rambrant 작품에 적용되었다. 또한 RNN 모델은 Sketch-RNN에 
활용되었고, CNN모델은 Auto Draw에 적용되었다. 
음악분야에서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리듬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인 
Beat Blender에 적용되었고, 강화학습을 통해 기존의 음원을 분석해서 
적용한 플랫폼은 Google Doodle Bach와 AVIA가 있었다. LSTM은 실
시간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주를 하는 Duet 프로그램이 있
었으며, Neural Synth는 사운드를 합성해서 오디오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으로 심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였다. 



136 일반논문

 4)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창작도구의 특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예술작품을 만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분
석하고 실제 학습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다른 형태의 창작물이 도출된
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
작물의 아이디어 및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컴퓨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각예술과 음악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 마젠타 등이 구현되었다. 이는 인간의 
다양한 예술적 영감이나 실제 구현 가능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예술에 적용한 사례와 창작도구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었다. 

미술분야의 창작도구는 Gerated Photos는 GAN 적용하였고, Google 
Deep Dream과  The Next Rambrant는 NST를 사용하였다. 
Skech-RNN은 RNN, Auto draw는 CNN 모델을 사용하였다. 음악분야
의 인공지능 창작도구에는 Beat Blender, Google Doodle Bach, 
AIVA, Duet, Neural Synth가 있었으며, 각각 인공신경망, 강화학습, 
LSTM,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였다. 

미술분야의 창작도구는 Gerated Photos는 GAN 적용하였고, Google 
Deep Dream과  The Next Rambrant는 NST를 사용하였다. 
Skech-RNN은 RNN, Auto draw는 CNN 모델을 사용한다.  음악분야
의 인공지능 창작도구에는 Beat Blender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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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oodle Bach, AIVA, Duet, Neural Synth가 있으며, AIVA와 
Google Doodle은 강화모델을 이용하여 음악을 만들었고, Magenta는 
RNN기반으로 한 음악 멜로디 작곡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기존에 다양한 
입력된 음악샘플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 및 리듬을 생성한다. 

최근 다양한 데이터수집 및 다양한 이미지, 음원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생성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도구의 특징은 기존의 예술작품을 수집 및 
분석하여 디지털 분석 된 Dataset을 통해 실제 학습된 정보를 토대로 새
로운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특징은 창작물을 빠르고 
신속하게 도출하여, 창작자 아이디어에 다양한 영감이나 구현 가능한 소
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작품 혹은 콘텐츠 대한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
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창작도구를 활용한 작품은 예술적인 
가치인정 여부이다. 예술가의 판단으로 생성된 결과물이지만 예술적 가치
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소유 
여부이다. 현재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의 소유권 혹은 저작권이 작가 혹
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주어지는지 논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저작권과 더불어 저작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예술작품 및 콘텐츠 제작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연구는 인공지능 창작도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공지능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와 NFT 산업, 예술작품 소유
권, 저작권 연구로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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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study of AI art generator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Jiyun Chung
Convergence and Open Share System - AI

Senior Researcher
1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being used 
throughout the industry. Currently, Currently, AI art generators are 
used in the NFT industry, and works using them have been 
exhibited and sold. AI art generators in the art field include Gated 
Photos, Google Deep Dream, Sketch-RNN, and Auto Draw. AI art 
generators in the music field are Beat Blender, Google Doodle 
Bach, AIVA, Duet, and Neural Synth. The characteristics of AI art 
generators are as follows. First, AI art generator in the art field are 
being used to create new works based on existing work data. 
Second, it is possible to quickly and quickly derive creative results 
to provide ideas to creators, or to implement various creative 
materials. In the future, AI art generators are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content planning and production such as visual 
art, music composition, literature, and movie.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AI Art Generator, GAN, NST, 

RN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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