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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멜로디로부터 어울리는 코드를 찾아내는 것은 화성학과 같은 

전문적인 음악 지식이 필요한 예술적인 과정이다. 이는 작곡을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적용하기 힘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코드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3개 이상의 음이 발생할 때 

정의되는 반면 멜로디는 시간에 따라 한 개의 음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멜로디 진행에 적합한 코드를 자동으로 추정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계 

학습을 이용한 자동 코드 생성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음악의 순차적인 정보를 학습하기 위하여 은닉 마르코브 

모델(HMM)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모델의 가정에 의해 멜로디 진행의 

‘연속성’과 코드 진행의‘장기 의존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시간 

의존성을 잘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량의 디지털 악보 

데이터로부터 음악정보를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심층 신경망 모델(DNN)과 순환 신경망 모델(RNN)을 적용하여 

멜로디와 코드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을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한 결과, 보유한 데이터 

셋 내에서 코드 추정 정확도가 약 6~9% 증가하였으며, 출력된 

코드 진행과 멜로디의 어울리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사용자 

설문조사에서도 약 1점 차이의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통해 

멜로디로부터 코드를 생성하는 시스템에서 딥러닝 적용 방식이 

기존의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코드 생성, 멜로디, 기계학습, 딥러닝  
학   번 : 2014-2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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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나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인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가 영국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질문자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한 말이다. 그 이외에도 밥 딜런, 마이클 잭슨, 에릭 크랩튼 등 

수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이 악보를 보지 못하며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혀왔는데 이를 통해 

음악이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가늠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개인이 스스로 악기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축되면서 일반인이 직접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곡의 연주법을 찾는 것이 수월해졌으며 다양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모임이 개설되면서 화성학과 같은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생략하고 음악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법이 많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일반인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Youtube 

와 Soundcloud 등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음악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다수의 음악 경연 방송 

프로그램에 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처럼 그 관심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없이 음악을 학습할 수 있게된 원인은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코드(Chord)의 개념이 중요해진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드란 셋 이상의 음이 조합된 화음을 텍스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서 음악의 3요소(멜로디, 화성, 리듬) 중 

화성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현대의 대중음악은 클래식 음악과 

비교하여 화성 정보가 매우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어떤 

곡이든 코드만 알 수 있다면 기존의 곡을 멜로디를 위한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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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곡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코드가 유용한 정보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코드별 구성음과 악기별 손 위치를 숙지하면 대부분의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음악 학습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음악 학습에 있어 코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악보의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림1]과 같이 대중 

음악 악보에는 오선 위에 코드를 따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음표 없이 가사와 코드만으로 구성된 코드 

악보의 형태로도 인터넷 상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그림1] 대중음악 악보의 형태(왼쪽)와 코드 악보의 형태(오른쪽) 

 

실제로 사람들이 악기를 학습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코드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무료로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웹 사이트가 많이 생겨났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코드 악보를 제작하여 올리는 서비스인 ‘Ultimate guitar’①의 경우 

현재 백만 곡 이상의 코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또한 [그림2]와 

같이 ‘구글 트렌드’ ② 를 통해 보면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Chord’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 5년간 검색량이 2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https://www.ultimate-guitar.com/ 
② https://www.google.com/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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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구글 트렌드를 통해 본 코드 검색량의 변화 추이 

 

코드가 일반인들이 음악 및 악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코드 자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큰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는 코드 종류가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가장 기본적인 3화음 코드인 Major/minor의 

경우, 각 근음(Root note)에 따른 코드가 12개씩 총 24개가 

존재하며 이외에도 sus4, dim, aug, 7th 등 다양한 코드 종류에 따라 

외워야할 코드 구성음 및 손 위치가 너무 많아지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이 과정이 숙지되더라도 

실제 연주를 박자에 맞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지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처럼 악기를 다루는 것이 음악 학습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작곡을 하는 과정 역시 일반인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서비스 되어왔는데, 대중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드 

진행을 추천해주고 이에 해당하는 반주를 들려주는 방식의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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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s’ ③, ‘Suggester’ ④과 같은 작곡 보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코드 진행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수 많은 후보들 

중 원하는 진행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의도가 

반영된 작곡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외의 작곡 

보조 서비스의 경우, 연주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음악정보를 

기보해주는 방식, 연주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해주는 

방식 등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대부분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노래는 화성을 만들어 낼수는 없지만 

단선율로서 시간에 따라 음의 높낮이를 바꾸면서 만드는 멜로디 

(Melody)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지 않더라도 

노래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표현해왔으며 [그림3]과 같이 노래방 

어플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한 양상처럼 최근에도 꾸준하게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구글 트렌드를 통해 본 노래방 어플 검색량의 변화 추이 

 

③ https://prochords.dk/ 
④ http://www.mathieurouthier.com/suggester_io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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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은 전문가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악기와 코드의 

개념없이 노래를 통해 작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그것은 

작곡가가 멜로디를 만들면 편곡자가 이에 어울리는 화성을 붙이는 

방식인 화성 붙임(Harmonization)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작곡을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주 행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화성 붙임 과정에서 ‘편곡자’의 

역할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작곡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흥얼거림으로 멜로디 입력을 

주고, 시스템을 통해 이에 잘 어울리는 코드를 생성한 뒤 반주를 

출력하게 되면 작곡 초심자뿐만 아니라 악기를 다룰 수 없는 

일반인에게도 자신의 의도가 반영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멜로디로부터 코드를 찾는 자동 화성 붙임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다[1],[2],[3],[4]. 대부분의 연구는 음악의 순차적인 

정보를 학습하기 위하여 은닉 마르코브 모델(HMM)과 같은 확률 

모델을 적용하여 멜로디와 코드 사이의 관계를 기계 학습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사실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모델 자체의 복잡도가 낮아 학습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특정 코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멜로디 

진행의 ‘연속성’과 코드 진행의 ‘장기 의존성’을 해당 모델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멜로디에 잘 

어울리고 다양한 종류의 코드를 출력해낼 수 있는 개선된 자동 

화성 맞춤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 음악의 악보를 학습하여 멜로디 

진행으로부터 이에 잘 어울리는 코드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은닉 마르코브 모델(HMM)을 적용한 방식[1]과 비교하여 대중 

음악의 화성 진행을 더 잘 학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만족스러운 코드 진행을 생성하는 모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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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모델을 적용한 딥러닝 방식을 이용하여 코드 생성을 

진행하였으며 기본적인 심층 신경망 모델(DNN)과 순환 신경망 

모델(RNN) 두 가지를 활용하여 은닉 마르코브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추정된 코드가 보유한 평가 데이터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가?   

2. 생성된 코드 진행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더 만족스럽게 

들리는가?  

 

멜로디에 어울리면서 조화로운 화성 진행은 유일한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개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기계학습을 

적용한 방식이 대중음악의 코드 진행을 얼마만큼 수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수치로서 이를 다루었다. 또한 생성된 코드를 

사용자에게 직접 들려주고 평가하게 함으로써 만족도 점수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자동 화성 맞춤 

연구들을 소개한 뒤,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를 

적용한 연구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악보로부터 필요한 

음악 정보를 얻는 전처리 과정과 연구에 맞는 특성 벡터를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 특성들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두 가지 

인공신경망 모델과 은닉 마르코브 모델에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실험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문제에서 언급했던 정확도 평가와 사용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방법론과 결과를 소개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한계점 및 연구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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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제 1 절 화성 붙임 연구 
 

멜로디 하모나이제이션(Harmonization)으로 불려지는 화성 

붙임은 주어진 단선율 멜로디로부터 어울리는 화성을 찾는 

과정이다. 이는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곡과 

수업에서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분야인데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찾거나 4성부(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구성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하지만 화성학과 같은 음악적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 화성 붙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확률 모델에 의거한 기계학습법을 

적용하여 본 문제에 접근하였으며 대부분 은닉 마르코브 

모델(HMM)을 적용하여 순차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은닉 마르코브 모델은 음성 및 음악 오디오에 자주 

적용되어 음성인식[5]과 화성 분석[6] 등에 많이 사용되는 학습 

방법이며 초기 상태 확률(π), 상태 변이 확률(А), 관측 출력 

확률(В)의 세 가지 파라미터 집합(λ)으로 표현될 수 있다[7].  

 

𝜆𝜆 = (𝛢𝛢,𝛣𝛣,𝜋𝜋)                           (1) 
 

하모나이제이션 연구에서 사용되는 본 모델의 기본적인 

상태(State)는 화성 및 코드로 구성되며 관측 

데이터(Observation)는 멜로디를 벡터 형태로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 상태 확률은 첫 화성의 확률, 상태 변이 확률은 이전 

화성에서 다음 화성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확률, 그리고 관측 

출력 확률은 각 화성 별로 발생하는 멜로디 노트들의 확률 분포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학습이 된 파라미터 집합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새로운 멜로디 진행이 들어왔을 때, 수식(3)과 같이 관측된 

멜로디 정보 (𝑀𝑀𝑡𝑡) 를 통해 화성 (𝐶𝐶𝑡𝑡) 을 추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멜로디를 통해서 코드를 추정하는 확률 모델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식(2)와 같이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각 코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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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되는 멜로디 확률 분포와 코드의 사전 확률로 이를 대체한다. 

그 후 이전 마디의 코드 상태에서의 상태 변이 확률 정보를 

반영하여 코드 추정 확률을 조정하며 최종적으로 Viterb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확률이 가장 높은 코드 시퀀스를 찾게 

된다[7]. 

 

  𝑃𝑃(𝐶𝐶|𝑀𝑀) ∝ 𝑃𝑃(𝑀𝑀|𝐶𝐶) ∗ 𝑃𝑃(𝐶𝐶)                   (2) 
𝑀𝑀𝑀𝑀𝑀𝑀𝑐𝑐𝑃𝑃(𝐶𝐶𝑡𝑡|𝐶𝐶𝑡𝑡−1) ∗ 𝑃𝑃(𝑀𝑀𝑡𝑡|𝐶𝐶𝑡𝑡) ∗ 𝑃𝑃(𝐶𝐶𝑡𝑡)               (3) 

 
기본적인 하모나이제이션 연구는 4성부와 같은 기본 멜로디에 

화음을 쌓는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세바스티안 바흐의 합창곡 악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8],[9]가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4분음표를 한 박자의 프레임 사이즈로 

규정한 뒤 소프라노 멜로디를 관측데이터로, 나머지 알토, 테너, 

베이스의 상대적인 음정 위치 정보를 코드에 해당하는 상태로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단선율의 멜로디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바흐 스타일의 4성부 

화음이 출력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방식은 멜로디에 따라 어울리는 

코드(Chord)를 텍스트 형태로 출력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멜로디를 한 마디 단위로 옥타브 정보가 없는 12개의 

크로마(Chroma) 벡터로 변환한 뒤 이를 관측 데이터로 적용하고 

각각의 코드 클래스를 상태로 정의하는 방법[1],[2]이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보컬 멜로디의 음정 정보와 박자 정보를 추정한 뒤, 

마디 단위로 멜로디를 크로마 벡터로 합치는 방식으로 입력 

데이터를 변형 시킨다. 또한 모든 곡의 조(Key)를 C 메이저로 

변환하여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멜로디와 코드의 관계를 

통일시키는 전처리 작업이 포함된다. 그렇게 정규화된 멜로디 

정보와 코드정보를 이용하여 은닉 마르코브 모델에 적용시켜서 세 

가지 파라미터 (A, B, π)를 튜닝하게 되고 새로운 멜로디 진행이 

들어왔을 때 마디 단위로 숨겨진 코드들을 확률 값으로 출력하게 

되고 앞서 언급한 Viterbi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높은 확률의 코드 

진행을 생성하게 된다. 해당 알고리즘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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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적용하기 위해 재구현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과정을 연구 

방법인 3장 3절에 자세하게 명시하였다. 

 

 
[그림4]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적용한 코드 붙임 연구의 도식   

 

추가적으로 앞서 언급한 멜로디와 코드를 일대일 대응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 외에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조성(tonality)을 

멜로디와 함께 관측 데이터로 넣은 연구[3]와 멜로디로부터 코드의 

근음(Root note)을 추정하고 이 근음으로부터 코드를 생성하는 

연구[4]도 진행되었다. 

 

은닉 마르코브 모델은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델이지만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마르코브 

모델의 가정에 따라, 관측 데이터들은 인접한 관측데이터와 

독립적이라는 점과 현재의 상태는 이전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작용하는데, 첫 번째로 멜로디 진행은 이전의 멜로디 진행과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든 곡의 멜로디는 이전 마디와 

현재 마디, 그리고 다음 마디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실제 음악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코드의 진행 역시 현재 코드가 이전 코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실제 화성의 장기 의존적인 진행 구조에 맞지 않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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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딥러닝 연구 
 

화성 맞춤 연구에 있어 은닉 마르코브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최근 들어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적용하여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특히 

컴퓨터 비젼 인식 분야에서 심층 신경망(DNN)을 적용한 기계 

학습법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10], 손 글씨 인식[11] 

및 음성인식[12]과 같은 시계열의 순차적 정보를 다룰 경우 순환 

신경 망(RNN)을 적용하여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은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존재하는 숨겨진 층(Layer)에서 학습과정을 통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되며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분류 작업을 하게 된다. 논문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인공 신경망 모델은 앞서 언급한 심층 

신경망(DNN)과 순환 신경망(RNN) 두 가지이다. 두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비선형적 연산을 통해 재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간의 진행에 따라 입력 데이터가 

순환적으로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순환 신경망, 주지 않는 

경우를 일반 심층 신경망이라고 명명한다. 

 

 
[그림5] 심층 신경망(왼쪽)과 순환 신경망(오른쪽)의 구조 

 

심층 신경망의 경우, 숨겨진 층에서 비선형적 프로세스를 통해 

입력 특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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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𝑠𝑠 = tanh(𝑈𝑈𝑀𝑀)    (4) 
𝑜𝑜 = 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𝑀𝑀𝑀𝑀(𝑉𝑉𝑠𝑠)                         (5) 

 
위의 수식은 설명을 위해 숨겨진 층이 한 개만 있는 형태를 

예시로 든 것이다.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층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 되는데 첫 번째 네트워크(U)는 입력 층과 숨겨진 

층 사이에, 두 번째 네트워크(V)는 숨겨진 층과 출력 층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입력 특성( 𝑀𝑀 )은 첫 번째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유닛(s)로 재구성되며 이 유닛들은 하이퍼볼릭 탄젠트(tanh)와 

같은 비선형 함수를 통해 -1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다음 네트워크에서는 숨겨진 층의 유닛들이 또 다른 비선형 함수인 

소프트맥스(softmax)를 통해 0과 1사이의 확률값으로 출력 

층(o)에 결과를 내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력된 확률 값 

중 가장 높은 클래스를 택하는 방식으로 분류 작업이 일어나게 

되며 추정된 결과와 실제 정답의 차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학습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 차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아래 수식(6)과 같은 Cross-entropy 

등의 손실 함수(Loss function)를 사용하며, 이 손실함수를 최소로 

하기위한 과정인 Back-propagation을 통해[13] 최적의 파라미터 

(U, V) 값을 찾으면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된다. 

 

          (6) 
 

순환 신경망의 경우, 심층 신경망과 유사하게 입력 특성을 

비선형 함수를 통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게 된다. 이 

특징은 심층 신경망과 대조적으로 내부 메모리에 과거의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서 시간 의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𝑠𝑠𝑡𝑡 = tanh(𝑈𝑈𝑀𝑀𝑡𝑡 + 𝑊𝑊𝑠𝑠𝑡𝑡−1)             (7) 
𝑜𝑜𝑡𝑡 = 𝑠𝑠𝑜𝑜𝑠𝑠𝑠𝑠𝑠𝑠𝑀𝑀𝑀𝑀(𝑉𝑉𝑠𝑠𝑡𝑡)                          (8) 

 

네트워크는 심층신경망과 비슷하게 형성되지만 특별히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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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의 숨겨진 층에는 순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W)가 

존재한다. 현재의 입력 특성 (𝑀𝑀𝑡𝑡) 은 이전 단계의 숨겨진 층의 

유닛(𝑠𝑠𝑠𝑠−1)과의 비선형 연산을 통해 현재의 유닛(𝑠𝑠𝑠𝑠)으로 재구성되며 

이전 단계의 정보를 포함한 유닛은 현재의 출력 층 (𝑜𝑜𝑡𝑡) 으로 

최종적인 확률값을 내보내게된다. 이렇게 출력된 추정 결과를 심층 

신경망과 같이 손실 함수를 통해 실제 정답과 비교를 하여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되는데 순환 신경망의 경우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BPTT)이라는 시간 개념이 들어간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 [14]  

 

순환 신경망은 과거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 의존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BPTT 과정 중에 이전 정보에 대한 미분값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0으로 수렴해버리는 Vanishing gradient 

현상이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력’, ‘출력’, 
‘까먹음’이라는 세 가지 게이트를 추가시켜 긴 시퀀스의 정보를 

반영하는 장단기 기억 모델 (Long short-term memory)이 

존재하며[15] 다양한 시간 의존적 태스크에서 일반 순환 신경망 

모델을 대체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도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크게 음악 정보 인식 분야와 음악 생성 분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음악 정보 인식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오디오 신호를 분석하여 화성을 찾는 연구[16],[17],[18]가 있으며 

보통 오디오 신호의 작은 프레임 단위의 스펙트럴 특성을 심층 

신경망을 적용하여 화성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특성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음악 생성 분야에서는 미디(MIDI) 

데이터 셋을 이용한 시도[19],[2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환 

신경망을 적용하여 현재의 음악정보를 입력으로, 그 다음의 

음악정보를 출력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성하여 음악을 생성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해당 연구의 경우 출력된 결과물이 실제 

음악의 수준만큼 조화로운 음악 구조를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적용하는 것보다 코드와 같은 음악정보를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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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음악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다양한 태스크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방식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멜로디로부터 코드를 

생성하는 본 연구에서도 딥러닝이 기존의 확률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코드 붙임 연구[6]가 제안하는 특성 추출과 기계 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심층 신경망(DNN), 순환 신경망 (RNN)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과 새로운 멜로디 진행이 주어졌을 때 학습된 

모델로부터 이에 어울리는 코드를 생성하는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그림6] 제안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 학습 부분에서는 디지털 악보로부터 얻은 멜로디와 코드 

정보에 조성, 박자표 정보를 이용하여 조성 정규화, 박자 정규화, 

코드 매핑의 전처리 작업이 수행된다. 이를 통해 얻은 가공된 

멜로디 정보를 옥타브 정보가 없는 12개의 크로마(Chroma) 

벡터에 매핑을 하고, 입력 마디 개수에 따른 크로마 연결 과정을 

거친 뒤 기계 학습 모델에 코드 정보와 함께 적용하여 코드 생성 

모델을 형성한다. 코드 생성 부분에서는 주어진 멜로디를 똑같은 

전처리 작업과 크로마 매핑을 적용한 뒤 사전에 학습된 코드 생성 

모델을 통해 멜로디와 잘 어울리는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기계 학습 모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심층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을 적용한 딥러닝 방식이며, 추가적으로 기존 

연구 방법과 성능 비교를 위해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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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입출력 데이터 가공 
 

3.1.1 전처리 작업 

 

멜로디에 따른 코드 생성 연구를 위한 적절한 특성을 생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악보데이터로부터 각 곡의 

박자(time signature), 마디(measure), 조성(key), 코드(chord), 

노트 (note)의 음악 정보를 수집하였다. 해당 음악 정보들은 하단의 

[그림7]과 같이 멜로디의 노트 및 쉼표가 발생할 때마다 한 개의 

행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key_fifths’는 

5도권으로 나타낸 조성의 1도 음을 말하며 ‘key_mode’는 

메이저/마이너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나타낸다. ‘chord_root’와 

‘cord_type’은 각각 코드의 근음과 코드의 종류를 뜻하고 

‘note_root’, ‘note_octave’, ‘note_duration’은 노트의 근음, 옥타브, 

길이를 의미한다. 

 

 
 

 
 

[그림7] 디지털 악보로부터 추출한 데이터의 형태 

 

 이렇게 얻어진 곡 별 음악 정보는 [그림8]과 같이 세 가지 

전처리 작업을 거치게 된다. 우선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조성에 

의해 달라지는 코드와 멜로디의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상쇄하기 

위해 조성 정규화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코드와 노트 

들은 C key에 해당하는 정보로 변환시켰다. 또한 박자의 차이로 

마디 별 노트 길이의 총합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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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표를 이용하여 노트 길이를 정규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코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코드 클래스 별 샘플 수가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코드 종류를 메이저(Major)와 

마이너(minor) 두 가지로 매핑하였다.   

 

 
 

[그림8] 음악정보 전처리 과정 조성 정규화(1), 노트 길이 정규화

(2) 코드 매핑(3) 

 

3.1.2 입출력 벡터 형성 

 

전처리 작업을 완료한 후, 멜로디 정보는 마디 단위로 각 

노트의 길이를 축적하여 옥타브 정보를 뺀 12개의 크로마(Chroma) 

벡터에 매핑하였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마디 단위의 코드를 24개 

벡터 (메이저 코드 12개, 마이너 코드 12개)에 이진(binary) 

형태로 구성하였다. 모든 곡이 C key로 정규화되었기 때문에, 

코드와 멜로디의 상대적인 관계가 같은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곡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행렬들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단일 행렬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특성 추출 

과정을 통해 가공된 데이터는 멜로디 행렬(N*12)의 경우, 행은 

마디(N)를 뜻하게 되고, 열은 마디 단위로 축적된 노트들의 크로마 

벡터(12)를 나타내게 된다. 코드 행렬(N*24)의 경우 행은 

마디(N)를 나타내며, 열은 코드 벡터(24)에 해당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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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한 마디의 음악정보를 가공한 입출력 데이터 형태 
 

 

3.1.3 크로마 벡터 연결 

 

멜로디로부터 코드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한 마디 단위로 멜로디와 코드 정보를 

연결하여 학습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2장 1절에서 언급한 

멜로디의 ‘연속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력 크로마 

벡터를 단일 마디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마디 단위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마디의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인접한 구간의 멜로디 진행을 통째로 넣어서 

멜로디의 연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입력 크로마 벡터를 연결은 이전 마디의 멜로디 정보만 이어 

붙이는 방식이 아닌 이후 마디의 멜로디 정보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멜로디의 연속성은 현재의 진행이 이전 진행과 

이후의 진행에 모두 종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마디의 멜로디 정보 역시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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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서 해당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심층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소규모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단의 그림과 같이 네 

마디의 멜로디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각 마디의 코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이전/현재 마디의 멜로디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체 멜로디를 

사용하는 방식을 비교하였으며 보유한 데이터 셋 내에서 5-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한 코드와 실제 정답지를 비교한 

정확도 평가를 하였다.  

 

 
 

[그림10] 각 마디의 코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이전/현재 마디의 크
로마 벡터를 사용한 방식 

 

 

 
 
[그림11] 각 마디의 코드를 생성하기 위하여 전체 마디의 크로마 

벡터를 사용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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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1]과 같았다. 첫 번째 마디의 코드를 추정하는 

모델에서 두 방식은 1% 이상의 코드 추정 정확도 차이를 보였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의 추정 정확도 역시 차이가 있었으며 똑같은 

입력 마디를 이용한 4번째 마디의 경우는 정확도가 같았다. 

 
Chord 

Melody 1st bar 2nd bar 3rd bar 4th bar 

Previous & 
Current 50.77% 52.10% 52.23% 52.62% 

All 51.90% 53.29% 52.87% 52.62% 

 

[표1]  크로마 벡터 연결 소실험 결과  
 

본 방식은 학습된 모델의 개수를 입력 마디의 개수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많이 늘려야 하고 학습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와 이전 마디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모델과 비교하여 더 좋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마디 길이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의 실험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제 2 절 인공 신경망 모델 적용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 가지는 기본 심층 신경망 (DNN)이며 다른 한 

가지는 순환 신경망(RNN)이다. 두 모델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Theano 기반의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Keras를 

사용하였으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서 수행하는 병렬 처리를 

중앙 처리 장치(CPU)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CUDA를 

적용하여 학습의 연산 속도를 높였다.  

 
3.2.1 심층 신경망 

 

2장의 2절에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층 신경망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성공적인 성능 개선을 보이고 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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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경망 모델은 시변화의 정보를 학습하는 방식에 효율적이지 

않지만 순차적인 입력 데이터를 1차원 벡터의 형태로 이어 붙여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딥러닝 방식이 

기존의 순차 정보 학습 모델이었던 은닉 마르코브 모델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실험에 포함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심층 신경망 모델은 256개의 유닛을 포함하는 

3개의 숨겨진 층으로 구성되었다. 유닛의 수와 층의 수에 따라 손실 

값과 정확도에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구조를 변형하며 

실험을 한 결과,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해당 구조를 택하여 

[그림12]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12] 심층 신경망을 적용한 코드 생성 과정 
 

숨겨진 층과 입출력 층 간에 들어가는 비선형적 활성 함수로 

하이퍼볼릭 탄젠트(tanh)를 적용하였으며 출력 층에는 결과값을 

합계하였을 때 1이 되는, 다시 말해 확률 값에 해당한 값이 

출력되는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딥러닝에서 종종 일어나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개선하는 

드롭아웃 (Dropout)을 0.2의 비율로 주었다. 학습 과정에서는 

512의 배치 사이즈를 설정하여 손실 함수의 기울기 하강에 영향을 

주어 최저점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제 정답과 

추정된 정답의 차이로 발생되는 손실 값이 10번의 순환 동안 

변화가 없다면 최저점에 수렴한 것으로 가정하고 학습을 멈추는 

Early stopping을 적용하였다.  

심층 신경망은 순차적인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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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입력 데이터를 3.1.3에서 언급한 

크로마 벡터 연결 방법을 적용하여 한 시점에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했으며 [그림12]의 좌측 부분과 같이 입력 크로마 벡터를 

수직적으로 재구성하였다. 

 

3.2.2 순환 신경망 

 

시간에 따라 변화되고 이전의 정보가 현재의 정보에 영향을 

주는 태스크에는 순환 신경망 모델이 주로 사용된다. 순환 신경망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비선형 연산을 통해 변형시키는 것과 함께 

이전 상태의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과거의 

정보를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고 결론적으로 시간 의존성을 

반영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실험에 사용된 순환 신경망 모델은 2개의 숨겨진 층으로 

구성되었다. 각 층은 256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었다. 심층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본 모델 역시 유닛의 수와 층의 수에 따라 손실 값과 

정확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해당 

구조를 택하여 [그림13]과 같이 구성 하였다.  

 
 

[그림13] 순환 신경망을 적용한 코드 생성 과정 
 

모델 내부의 세부 환경은 심층 신경망 모델과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숨겨진 층의 비선형 활성 함수로 하이퍼볼릭 

탄젠트(tanh)를, 출력 층에는 소프트맥스(Softmax)를 적용하였다. 

또한 0.2 비율로 드롭아웃을 설정하였으며 512의 배치 사이즈를 

설정하고 Early stopping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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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신경망 모델은 이 전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회수를 타임 스텝(Time step)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조절하게 

된다. 본 컨셉을 통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1차원 벡터 

형태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며 순서대로 들어온 입력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시간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림13]과 

같이 입력 벡터를 수평적으로 구성하였다. 

 

순환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 마다 

결과물을 출력하는 ‘Many to many’ 형태로 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심층 신경망 모델에서 적용했던 크로마 벡터 연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3.1.3에서 언급한대로 마디 

초반의 경우 이전 멜로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약점이 

존재하며 정확도면에서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3.1.3에서 고안했던 크로마 벡터 연결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순환 신경망 모델은 과거의 정보를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긴 시간 동안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Back propagation 과정 중 사라지는 

기울기에의 한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 순환 

신경 유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장단기 기억(LSTM) 유닛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장단기 기억의 경우 내부에 입력/출력/망각 

이라는 세 가지 게이트를 두어 이전 정보의 영향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21]. 본 연구에서는 타임 스텝이 길지 않은 

형태로 입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는 것 대비 

비약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였고 실험에 적용하여 비교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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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은닉 마르코브 모델 적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1]에서 제안했던 은닉 마르코브 

모델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최대한 가깝게 구현하고 

이를 자동 코드 붙임 연구의 비교 모델로서 적용하고자 하였다. 

은닉 마르코브 모델은 숨겨진 상태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 

데이터들이 생성되는 형태로서 생성(Generative) 확률 모델이다. 

2장 1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이 모델은 초기 상태 확률, 상태 

변이 확률, 관측 출력 확률의 세 가지 파라미터 집합으로 표현 

되는데 본 연구의 경우, 코드의 사전 확률이 초기 상태 확률이 되며 

코드와 코드 사이의 변이를 카운트하여 상태 변이 확률을 정의하고 

관측 출력 확률은 각 코드별로 발생하는 크로마 특성들의 다항 

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 형태로 결정된다.  

 

 
[그림14]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적용한 코드 생성 과정 

 

추가로 코드 진행의 시간 의존성을 심층 신경망 모델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로 은닉 마르코브 모델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2.1에서 언급한 크로마 벡터를 이어 붙여서 관측 출력 확률 

분포를 변형하는 방식을 적용시켜보았다. 그렇게 모델을 통해 마디 

단위로 출력된 코드 별 확률 값은 Viterbi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높은 확률의 코드 진행을 선택하여 결과를 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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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알고리즘 성능 평가 
 

 

제 1 절 실험 데이터 셋 
 

 본 연구에 사용된 악보 데이터 베이스는 인터넷 디지털 악보 

저장소인 ‘위키포니아’ ⑤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비록 해당 사이트는 

2013년 이후로 서비스를 중단하였지만 데이터의 일부가 현재도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MusicXML 

포맷으로 작성되어 락, 팝, 컨츄리, 재즈, 포크, 알앤비,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서양 음악 5534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조성이 

장조(Major key)이며 대부분의 마디에 코드 한 개로 표현되는 곡들 

위주로 수집하여 총 2861곡의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성하였다.  

 

3장 1절에서 언급했던 입출력 데이터 가공을 하기에 앞서 

XML 포맷의 악보로부터 음악정보를 파싱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는데, 

음표 및 쉼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하는 노트의 정보를 포함한 

마디, 조성, 박자, 코드 정보를 전부 표기하여 다양한 연구에 가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수집을 하였다.  

 

그 이후에 조성 정규화, 박자 정규화, 코드 매칭 등의 작업을 

진행하여 학습을 위한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각의 학습 

모델에 적합한 모양의 두 가지 행렬로 재구성하였다. 전체 샘플 

수는 한 마디 단위로 오버랩을 하면서 샘플들을 구성 하였기 

때문에 120,000개 내외의 행으로 동일하게 형성되었으며 심층 

신경망 모델과 은닉 마르코브 모델의 경우 2차원의 행렬로 각 샘플 

별 합쳐진 크로마 벡터로 열을 구성하였다. 순환 신경망 모델의 

경우는 타임 스텝이라는 파라미터로 인하여 3차원의 행렬을 

구성하게 되는데, 샘플 수(N)* 타임 스템 * 크로마 벡터(12)로 

표현된다. 두 행렬의 차이는 여러 마디의 크로마 벡터를 한 개의 

차원에 이어 붙여서 넣을 것인지 혹은 두 개의 차원에 시간을 

분리하여 표현할 것인가에서 나타난다. 입력 데이터의 마디 수 또는 

타임 스텝의 크기에 따라 행렬의 형태를 변형시켰으며 변형된 

⑤ https://www.wikifon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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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통해 한 마디에서 여덟 마디까지 코드를 추정하는 모델을 

각각 따로 학습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제 2 절 정확도 평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셋 내부에서 학습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전체 샘플을 5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4개를 학습으로 

1개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는 5-fold cross validation을 

적용하였다. 각 모델에 적용된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는 

공정성을 위해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출력되는 5개 

정확도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입력 마디의 개수에 따른 모델 추정 정확도 

 

정확도는 수식(9)와 같이 추정된 코드가 정답지 코드와 동일할 

때 카운트를 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멜로디 분포로부터 하나의 

‘정확한’ 코드를 추정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지만 멜로디와 코드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22]. 또한 코드는 멜로디와 이전 

코드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코드 추정 정확도는 코드 

진행의 시간 의존성을 반영하는 정도로서 아우르는 수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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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𝑀𝑀𝐴𝐴𝐴𝐴(%) =  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 𝑜𝑜𝑜𝑜 𝐶𝐶𝑜𝑜𝑁𝑁𝑁𝑁𝑁𝑁𝑐𝑐𝑡𝑡 𝑆𝑆𝑆𝑆𝑁𝑁𝑆𝑆𝑆𝑆𝑁𝑁𝑆𝑆
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𝑁 𝑜𝑜𝑜𝑜 𝑇𝑇𝑜𝑜𝑡𝑡𝑆𝑆𝑆𝑆 𝑆𝑆𝑆𝑆𝑁𝑁𝑆𝑆𝑆𝑆𝑁𝑁𝑆𝑆

           (9) 

 

[표2]의 결과는 순환 신경망(RNN)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장단기기억 

(LSTM), 심층 신경망 (DNN), 은닉 마르코브 모델 (HMM)의 순 

이었다. 또한 입력 마디의 수를 증가함에 따라 딥러닝 방식은 

정확도가 올라가고 은닉 마르코브 모델은 반대로 내려가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딥러닝 방식의 모델의 경우 5개의 마디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 5 마디 전까지는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마디 수를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은닉 

마르코브 모델의 결과는 크로마 벡터를 합치는 과정 없이 단일 

마디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4마디 

이상의 입력의 경우 결과가 약 34%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입력 마디를 적당히 증가시키는 것이 정확도 향상을 

보이지만 알고리즘의 차이(딥러닝 vs HMM)가 실질적인 성능 

차이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딥러닝을 

적용한 경우 한 마디의 멜로디 정보만 이용하더라도 은닉 마르코브 

모델의 정확도를 약 6%정도 능가하게 되는데, 이는 입력 마디의 

증가가 약 3%의 정확도 향상을 가져오는 것보다 높은 수치로, 

딥러닝 모델 자체의 높은 복잡도의 영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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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모델 정확도 비교 그래프 

 

[그림15]는 이러한 정확도 비교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인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과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이용한 방식이 입력 마디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완벽히 

다른 정확도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은닉 마르코브 모델의 경우, 각 코드 클래스 별로 갖게 되는 

관측 확률, 다시 말해 크로마 벡터의 분포가 두 개 이상의 마디를 

이어 붙였을 때 오히려 추정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멜로디의 순차적인 정보를 합치는 방식으로 시간 

의존성을 반영하고자 했던 방식이 코드와 멜로디 간의 확률 분포에 

혼선을 가져오고 관측 출력 확률을 이용한 코드 추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딥러닝 모델의 경우, 입력 마디 혹은 타임 스텝을 증가 

시킴에 따라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코드와 

멜로디 간의 일대일 대응을 학습 시키는 일반적인 은닉 마르코브 

모델과 달리 인공 신경망 모델은 숨겨진 층에서 유닛들 간의 

복잡한 연산을 통해 파라미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게 되면서 

다양한 입력의 경우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이 멜로디와 코드 진행의 맥락을 잘 모델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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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5마디 이상으로 크로마 벡터를 

넣었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너무 긴 

멜로디 진행 및 타임 스텝을 적용시켰을 때 정작 원하는 타겟 

마디의 멜로디 정보가 코드 추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순환 신경망 모델이 심층 신경망 모델과 비교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순환적으로 단일 크로마 벡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식이 크로마 벡터를 

이어 붙여서 한 번에 넣는 방식보다 코드 진행의 시간 의존성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기 기억(LSTM) 유닛을 사용한 

순환 신경망의 경우 일반 유닛을 사용한 모델(RNN)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의 입력 데이터가 마디 

단위의 비교적 큰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임 스텝이 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며, 장단기 기억의 추가적인 세 가지 게이트로 

인한 높은 복잡도가 오히려 코드 추정 성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입력 마디를 5개 이상 가져갔을 때 장단기 

기억 유닛을 이용한 방식의 정확도 저하가 일반 순환신경망보다 

빠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장기간의 멜로디 정보를 

유지하여 학습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모델로부터 추정된 결과와 실제 정답의 분포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출력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혼동 행렬의 행은 정답지 코드 클래스 24개, 열은 

추정된 코드 클래스 2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답 코드 별로 

추정된 코드의 분포를 보기 위해 각 행은 해당하는 샘플의 개수로 

정규화 되었다. [그림16]은 각각의 모델로부터 출력된 혼동 

행렬이며 단일 마디 입력을 적용하여 출력된 결과(a)와 5개 마디 

입력을 적용하여 출력된 결과(b) 두 가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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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혼동 행렬을 통해 본 모델별 추정 결과와 정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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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렬들을 통해 몇 가지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한 

마디의 입력을 준 경우 0,5,7번째 클래스(1도, 4도, 5도)로 잘못 

분류된 케이스가 상당수 있었으며 다수의 마디 입력을 주었을 때는 

추정된 코드의 대부분이 0번째 클래스(1도)로 잘못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크로마 

벡터를 이어 붙이게 되면서 코드 별로 관측되는 멜로디가 코드 

톤에 포함되지 않은 음이 많이 섞이게 되고 이에 따라 각 코드 

클래스의 크로마 관측 출력 확률이 의미 있는 형태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드를 추정하는 

과정에 사전(prior) 확률과 상태 전이 확률이 강한 역량을 가지게 

되는데, [그림17]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확률 분포가 코드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CMaj(1도)에 쏠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크로마 벡터를 이어 붙여서 학습을 하는 

방식은 은닉 마르코브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17] 사전 확률과 상태 전이 확률 

 

은닉 마르코브 모델과 대조적으로 딥러닝 모델은 사전 확률이 

필요하지 않은 식별 모델(Discriminative)이며 [그림16]의 혼동 

행렬을 통해 비교적 코드 쏠림 현상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여전히 0,5,7번 코드 클래스로의 잘못된 추정이 존재하지만 

은닉 마르코브 모델보다 대각선의 요소 다시 말해 정답지 코드를 

잘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이 대각선 방향의 요소는 입력 마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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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길게 할수록 더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대각선 방향에서 빈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곡이 C key로 

정규화 되면서 해당 조성에 잘 나타나지 않는 코드 클래스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해당 클래스의 샘플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이용한 방식과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에서도 0,5,7번 (1도, 4도, 5도) 코드 클래스로의 오추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성학으로부터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코드의 

진행은 화성적인 규칙이 존재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는 

1도(Tonic), 4도 (Subdominant), 5도(Dominant)이며 이 세 가지 

코드를 기본으로 2도, 3도, 6도 등의 코드가 붙는 형식으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가 보유한 데이터 셋에서도 

나타났는데, 24가지의 코드 종류 중 1도, 4도, 5도에 해당하는 

코드의 샘플 수가 전체 샘플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은닉 

마르코브 모델은 사전 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쏠림 

현상에 매우 취약하며, 딥러닝의 경우 사전 확률을 적용하지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크로마 벡터가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비교적 샘플 수가 많은 해당 코드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된것으로 보인다. 

 
[그림18] 화성학의 코드 진행 규칙 

 

Tonic 

Subdominant Dominant 

 31 



 

제 3 절 사용자 평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정확도 평가는 코드 추정을 하는 것이 

명확한 정답이 있는 태스크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능을 비교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또한 딥러닝으로 모델을 학습할 때 밸리데이션 

셋의 데이터를 학습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Early 

Stopping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공정한 비교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과 전혀 

다른 새로운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정확도를 추정하는 것 외에 실제로 사용자가 

모델들로부터 생성된 결과를 평가하여 비교하는 방식이 본 연구의 

결과로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사용자 평가를 위해 20개의 멜로디 진행을 대중 음악 

악보로부터 취했으며 한국 가요 15곡과 팝송 5개를 수집하였고 

가사가 시작되는 네 마디의 멜로디 진행을 3장 1절의 추출된 

크로마 벡터 형태로 변형하였다. 대중 음악의 경우 일반적으로 네 

마디 단위로 기본적인 프레임이 구성되기 때문에 평가용 데이터를 

네 마디로 선택하였다. 선택한 곡의 목록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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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하 - 비밀번호 486 

2. 윤종신 - 고속도로 로맨스 

3. 아이유 - 너의 의미 

4. 어반자카파 - 널 사랑하지 않아 

5. 김연우 - 만약에말야 

6. 윤도현밴드 - 박하사탕 

7. 윤도현밴드 - 사랑two 

8. 김광석 - 서른즈음에 

9. 서태지 - 소격동 

10. 보아 - 아틀란티스 소녀 

11. 정준일 - 안아줘 

12. 볼빨간 사춘기 - 우주를 줄게 

13. 박아셀 - 이제부터야 

14. 우효 - 청춘 

15. 하림 - 출국 

16. Beatles - Across the universe 

17. Beatles - Hey Jude 

18. Beatles - Ob-La-Di Ob-La-Da 

19. The Velvet Underground - Pale blue eyes 

20. Hoobastank - The Reason 

 

[표3] 사용자 평가에 사용된 곡 목록 

 

각각의 멜로디 진행으로부터 얻어진 입력 데이터를 구현한 세 

가지 모델(HMM, DNN, RNN)에 적용하여 코드를 추정하였으며 

장단기 기억(LSTM) 유닛을 사용한 순환 신경망의 경우 정확도 

평가에서 기본 순환신경망(RNN)보다 낮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사용자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코드와 멜로디를 

MIDI를 이용하여 음악파일로 재구성하였으며 세트 별로 [표4]와 

같이 총 다섯 가지의 음원을 제작하였는데 코드 연주는 마디 당 

코드를 한번만 누르는 방식으로 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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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멜로디 

2. 멜로디 + 원곡 코드 진행 

3. 멜로디 + HMM 코드 진행 

4. 멜로디 + DNN 코드 진행 

5. 멜로디 + RNN 코드 진행 

  

[표4] 청취 음원의 종류 
 

사용자 평가는 웹에서 진행되었으며 34명의 피험자(남:19/ 

여:15)를 모집하였고 이들은 코드(화성)의 개념을 아는 21명과 

모르는 13명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은 각각 20세트의 설문을 

진행하게 되고 각 세트는 우선적으로 멜로디를 들은 뒤 4가지 코드 

합성 음원을 듣고 각각 제시된 멜로디와 코드 반주가 잘 

어울리는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1점은 ‘전혀 안 

어울림’으로, 5점은 ‘매우 어울림’ 이라는 부연 설명을 붙여서 

설문하였으며 20개의 세트와 세트 내의 모델 순서는 피험자 별로 

모두 랜덤하게 제시되도록 실험을 구성하였다. 또한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설문하는 곡이 기존에 알던 곳인지 아닌지를 질문하여 이 

특성이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19] 사용자 평가 실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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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의 피험자로부터 각각 20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총 

680 세트의 평가 점수를 취득하였으며, 이 34명에 대한 HMM, 

DNN, RNN, 원곡으로부터의 네 가지 코드 진행의 평가 결과는 

[그림20]과 같다. 각 히스토그램에는 모델의 평균값과 신뢰 구간을 

표시하였다. 

 

 
 

[그림20] 사용자 평가의 모델 별 평균 점수 

 

전체 모델 중, HMM을 통해 생성된 코드 진행의 평가 점수가 

2.2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딥러닝을 통해 출력된 결과가 이보다 약 

1점 이상 높은 점수를 얻어 그 차이가 뚜렷했다. 심층 신경망의 

경우 3.25점, 순환 신경망의 경우 3.41점을 기록하여 순환 

신경망이 다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원곡의 코드 진행이 

4.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각 모델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 1-way ANOVA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였는데, 4가지 

모델의 결과 중 적어도 한 가지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3,132)=111.0583, p<0.001]. 추가적으로 각각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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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post-hoc 

검증으로 pairwise T-test를 수행하였다. 

 

 
 

[그림21] 평균 점수의 pairwise T-test 결과 

 

두 평균값의 차이를 보기위해 검증한 T-test (+Bonferroni 

correction) 결과는 [그림21]과 같이 모든 쌍의 p-value 값이 

0.01이하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인 결과를 통해 

HMM<DNN<RNN<Original의 성능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이 HMM을 이용한 

방식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더 만족스러운 코드 진행을 생성하고 

원곡의 품질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를 생성함을 알 수 있었다. 

 

모델의 성능 평가에 원곡의 코드 진행을 함께 비교한 이유는 

생성된 코드 진행이 사용자에게 다채롭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대중음악의 코드 진행에 견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이 방식은 피실험자가 사전에 원곡을 아는 경우에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총 680세트의 평가 중 아는 곡을 평가한 

세트는 335개, 모르는 곡은 345개 였으며 알고리즘 특성과 

아는곡의 여부 특성을 고려하여 2-way mixed ANOVA를 통해 

검증하였다. 알고리즘은 평균 점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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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037)=76.835, p<0.001], 아는곡의 여부는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적지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F(1,679)=5.016, 

p<0.05].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아는 곡 사이의 분명한 

인터랙션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F(3,2037)=20.015, p<0.001] 

이로부터 아는 곡인지 모르는 곡인지의 여부가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 평가에 다르게 영향을 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각 알고리즘에 대한 아는 곡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post-

hoc으로 아는 곡/모르는 곡의 각 알고리즘의 평균 점수를 T-test 

(+Bonferroni correction)를 통해 추가 검증하였는데, [그림22]와 

같이 곡을 알고 모르는 것이 알고리즘의 평가 순위(HMM < 딥러닝 

< Original) 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검증에서 34명의 사용자 단위의 평가가 아닌 680개의 곡 단위 

평가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평균 점수의 분산도가 높았고 이에 따라 

DNN과 RNN 사이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특성이 각 모델별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 

HMM과 Original의 경우에는 T-test의 p-value가 낮게 

출력됨(p<0.001)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원곡을 아는 경우, 

자연스럽게 원곡의 높은 평가를 하게 되며 그 익숙함이 HMM의 

단조로운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원곡을 모를 

때는 그 현상이 덜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 학습 모델을 통한 결과를 평균내어, 아는 

곡의 여부가 알고리즘과 원곡의 코드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는데, [그림23]과 같이 해당 특성이 주는 점수의 

차이는 모든 경우의 T-test(+Bonferroni correction)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p<0.001) 곡을 알 때, 알고리즘과 원곡의 

점수 차이가 모를 때와 비교하여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피험자들이 모르는 곡에 대해선 아는곡과 비교하여 

알고리즘의 결과가 괜찮게 들렸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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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아는 곡과 모르는 곡의 각 모델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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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아는 곡인지 여부에 대한 알고리즘과 원곡의 평가 점수 

 

코드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 들리는 코드 진행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웹 설문조사에서 

코드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코드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21명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3명이었으며 역시 2-way mixed ANOVA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통해 알고리즘은 평균 점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F(3,99)=24.308, p<0.001], 코드 개념의 숙지 여부 

또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고 [F(1,33)= 11.038, p<0.01] 

알고리즘과 코드 개념 숙지 여부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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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는데 [F(3,99)=3.974, p<0.01] 이를 통해 해당 특성이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Post-hoc 검증으로 T-test(+Bonferroni correction)를 

이용하여 쌍체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그림24]와 같이 코드의 

개념을 아는 경우 각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01)을 

알 수 있었고, 코드의 개념을 모를 경우 평가 점수 순위(HMM < 

딥러닝 < Original)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DNN과 RNN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당 특성이 각 모델별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Bonferroni 

correction에 의하여 p-value의 보수적인 값 변환으로 유의미성이 

전체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HMM의 경우 다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p=0.09) 이를 통해 코드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코드 진행이 단조로운 HMM의 결과물을 

일정부분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관찰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의 평균 

점수와 원곡의 점수를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림25]와 

같이 코드의 개념에 대한 숙지 여부와 상관없이 알고리즘과 원곡 

평가 점수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본 특성이 알고리즘과 

원곡 평가 점수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곡을 아는 지 여부의 특성과 비슷하게, 코드의 

개념을 알 때 알고리즘과 원곡의 점수 차이가 모를 때와 비교하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코드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에 알고리즘의 코드 진행을 비교적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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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코드의 개념의 숙지 여부에 따른 모델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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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코드 개념의 숙지 여부에 대한 알고리즘과 원곡의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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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멜로디 진행으로부터 코드를 생성하는 연구에서 

딥러닝을 적용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적용한 코드 추정 방식의 한계점을 짚어보았고 

딥러닝을 적용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모델의 

성능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딥러닝 모델로는 대표적인 인공 

신경망 모델인 심층 신경망(DNN)과 순환 신경망 (RNN)을 

적용하였다. 

 

모델 비교를 위해 위키포니아(Wikifonia)의 디지털 악보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5000곡 이상의 악보를 수집하였고 장조의 

곡이며 마디 별 코드가 대부분 한 개씩 존재하는 2851곡의 악보를 

모델 학습에 적용하였다. 악보로부터 조성, 마디, 박자, 코드, 

멜로디 등의 음악 정보를 얻은 뒤, 마디 단위로 멜로디와 코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성 정규화, 박자 정규화, 

메이저/마이너 코드 매핑의 전 처리를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디 단위로 멜로디를 12개의 크로마 벡터에 축적하여 표현하여 

코드 한 개가 12개의 특성 벡터로 매칭이 되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이를 입력 마디의 길이에 따라 크로마 벡터를 이어 

붙이는 형식으로 입력 데이터를 형성하였다. 

 

제안하는 학습 모델은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으로 DNN, RNN, 

LSTM을 적용하였고, RNN과 LSTM의 경우 순차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모델로서 선택하였으며 DNN의 경우 

순차적인 정보를 학습하지 않더라도 본 연구에 적합한 방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식을 기준치로 설정하여 

비교하기 위해 HMM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수집한 데이터 내에서 학습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5-fold 

cross validation 적용하였는데, 한 마디의 멜로디 정보를 

이용하였을 때 딥러닝을 적용한 방식이 HMM과 비교하여 약 6% 

증가한 것을 보였고 입력 마디의 길이를 증가시킴에 따라 딥러닝을 

적용한 방식은 약 2~3% 증가하는 결과를, HMM은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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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혼동 행렬을 출력하여 

딥러닝 방식이 여전히 1,4,5도 (Tonic, Subdominant, 

Dominant)로의 오추정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코드 쏠림 

현상이 HMM과 비교하여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멜로디에 어울리는 코드는 유일하지 않고 가능한 후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도 평가보다 사용자 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한 

평가 방법으로 판단되어 사용자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중 

음악의 악보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구성하여 세 가지 모델(HMM, 

DNN, RNN)로부터 추정된 코드 진행과 원곡의 코드 진행을 

들려주고 멜로디와 코드가 잘 어울리는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서 사람들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용자 평가 결과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이 HMM과 비교하여 0.99점의 유의미한 차이로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원곡의 진행보다는 0.68점 차이의 낮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RNN이 DNN과 비교하여 0.16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순차적인 정보를 학습한 방법이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딥러닝, 특히 순환 신경망(RNN)을 통해 생성된 결과가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학습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사용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식이 

멜로디로부터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HMM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는 세 가지 개선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수집한 

악보들이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만들어진 것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음악의 진행이 부자연스러운 데이터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Wikifonia 데이터 셋 이외의 

추가적인 대중음악 악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가적인 모델 

학습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전처리 과정에서 클래스 수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코드를 메이저/마이너 두 가지로 매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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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작업에 의해 코드의 구성음에 없는 음이 멜로디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드와 멜로디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7th 코드와 같이 대중음악에 빈번히 나오는 코드 종류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클래스의 수가 증가할수록 생성된 결과물의 적합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출력 

결과물을 코드 클래스가 아닌 코드 구성음의 코로마 특성으로 

형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출력물이 

텍스트 형태의 코드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모든 코드의 

구성음은 12개 크로마 특성의 조합을 통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식과 같이 코드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멜로디 입력을 크로마 벡터로 변환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코드 출력 역시 크로마 벡터로 제작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안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한 마디에 한 개의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실제 음악의 마디에 2개이상의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에 적용한 

입력 프레임 단위를 한 마디가 아닌 마디의 1/2 혹은 1/3 크기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선 악보내에서 존재하는 코드의 

위치가 정확히 어떠한 멜로디 프레임에 상응하는지 우선적으로 

정의 되어야한다. 또한 마디 내에서의 코드 변화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성학에 의거한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실험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동 작곡 시스템내의 화성 생성 알고리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음성으로 내는 멜로디 진행을 높은 

정확도로 악보에 기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선행된다면, 

흥얼거림과 같은 멜로디 진행으로부터 이에 어울리는 코드를 

생성하고, 더 나아가 반주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일반인들도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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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작곡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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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Learning based Chord 
Generation from Melodic 

Sequence 
 

Hyun Gui Lim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dicting the chord sequence given a monophonic melody is 

a challenging problem because a musical chord is generally 

defined by three or more notes sounding simultaneously. This 

paper presents a novel method to generate the chord sequence 

from a symbolic melody using neural network models trained on 

a large amount of lead sheet with chord information. To this end, 

we first extract a feature vector from each bar by accumulating 

the total duration of musical notes in a chroma space, where each 

bar is associated with a single chord. We then perform 

normalization by key and time signature to effectively increase 

the size of the data and train models. In so doing, two different 

neural network models – deep neural network (DNN) and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 are built to compare the 

capability of incorporating the long-term dependency in the 

chord progression, as well as a hidden Markov model (HMM) as 

a baseline system. Furthermore, we examine the contex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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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n performance varying the number of bars or time steps 

in the models. Experiments show that RNN achieves the best 

performance followed by DNN, while HMM yields relatively low 

performance, particularly when the observation gets longer. 

Classification approach is actually not an adequate method for 

this problem because there can be various chord candidates for 

a melodic sequence. Therefore, we conducted user assessment 

to evalutate appropriateness of chord accompaniment from 

trained models with 20 songs. 34 people evaluated the system 

and results show that generated chord progressions from deep 

learning based models are better than HMM, but worse than 

original progression. This study presents proposed algorithm has 

a potential that can replace existing algorithm in chord 

generanting system. 

 

 

Keywords : Chord Generation, Melody,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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