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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음악의 멜로디를 부분 으로 따라하거나 측할 수 있다. 특히 친숙한 장르의 음악일 경우 측이 보다 

용이하다. 음악의 멜로디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로 생각하고, 최근 연구되어지고 있는 기계 학습 모델인 하이퍼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멜로디를 측하여 본다. 본 논문에서는 진화연산을 통해서 하이퍼네트워크를 학습시켰고, 음악 멜로디를 음의 

높이 의 변화량을 측하 다. 학습을 통하여 하이퍼네트워크가 음악 멜로디를 표 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한 테스트 데

이터에서 부분 으로 측을 가능한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향후 알고리즘 작곡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Human can follow melody which he has not listened to before. Especially human predict next melody better if they are 

familiar with the genre of the song. We assume that melody is time series data. Recently hypernetworks have been 

researched for classification and time series problems. In this paper, we use evolutionary hypernetwork models (EHNs) for 

predicting difference of pitch. Evolutionary hypernetwork model can represent the corpus of melody and predict unseen 

melody partly.

      Keywords : 하이퍼네트워크, 진화연산, 알고리즘 작곡, 음악, 기계학습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랫동안 심볼릭 음악에 한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알고리즘 작곡은 다양한 근 방

법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이를 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의 상용 로그램도 다수 출시되어 있다. 알고리즘 작곡

의 시 로 생각되어 지는 것은 모차르트의 주사 를 이

용한 미뉴엣 작곡이다. 사 에 만들어 놓은 마디를 주사

를 던져 선택하고 배치하여 하나의 미뉴엣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작곡 방법에 한 자세한 설명과 웹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응용도 알려져 있다 . 주사 와 같은 우연성

에 의존한 알고리즘 작곡과 달리 음악을 분석하여, 학습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곡을 생성하는 근 방식이 있다. 학

습을 통한 알고리즘 작곡은 곡에 들어 있는 패턴을 잘 표

 할 수 있는 가설 표  방식이 필요하다. 한 학습데

이터에 지나치게 응되지 않고 일반 인 가설을 얻기 

해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한 일정 측이 가능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특정 장르 는 특정 가수의 

노래의 반 인 패턴과 특정 곡의 지역 인 패턴을 

하게 학습하기 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을 통한 음악 멜

로디 측에 한 연구로는 HMM을 이용한 장기  의존

성을 고려한 연구가 있다 . 하이퍼네트워크는 주식 데

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학습에 사용된 바 있으며 , 음악

을 학습하고 생성하기 한 방법으로 사용된 바가 있다

. 기존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음악 학습  생성 방

법과의 차이 은 조성에 독립 인 특성값을 추출하고 변

화된 알고리즘 제안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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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 일 처리를 통한 멜로디 추출

2. 하이퍼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습 멜로디의 패턴 학습

 - 하이퍼에지의 가 치 조 을 통한 가설 변경 

 - 하이퍼에지의 사용빈도를 이용한 하이퍼에지 교체

3.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 측정

4. 테스트 데이터에 한 성능 측정

1. 하이퍼네트워크 기화

 - 하이퍼에지를 학습데이터에서 무작 로 추출하여 

정해진 크기의 하이퍼네트워크 생성

2. 하이퍼네트워크 가 치 조

 - 학습데이터에서 멜로디의 부분에 기반해 다음 음

높이와의 차를 측한다. 정확히 측할 경우 가

치를 차수만큼 증가. 잘못 측할 경우 차수만

큼 가 치 감소

3. 하이퍼에지 교체

 - 가 치 학습동안 측에 사용된 하이퍼에지의 사

용빈도를 기 으로 미리 정해진 교체 비율에 따

라  사용 빈도 하  x%의 하이퍼에지를 버린다.

 - 살아 남은 하이퍼에지의 차수별 비율에 따라 후보 

패턴에서 차수별 무작 로 추출하여 다양한 차수

의 하이퍼에지를 교체한다 .

4. 가 치 정규화

5. 2-4을 반복

6.  학습데이터에 한 측 성능 는 정해진 횟수를 

반복하 을 경우 종료한다.

음악 멜로디는 음의 높이와 음의 길이로 표 될 수 

있다. 음의 높이를 측하기 해서는 학습 멜로디의 

조성을 일치시켜야 한다. 학습 멜로디의 음의 조성이 

측하기 한 멜로디의 조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측에 실패하기가 쉽다. 한 학습 데이터의 조성에 따

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음의 높이의 변화량을 특성값으로 사용하 다.

음 높이 변화량(n) = 음높이(n+1) - 음높이(n)          (1)

본 연구는 Matlab으로 구 하고 실험하 으며, 미디를 

처리하기 하여, 공개되어 있는 Midi Matlab Toolbox
[5]

를 사용하 다. 실험과정은 표1과 같다

하이퍼넹트워크 학습을 한 알고리즘은 다양하게 제

안 되어져 왔다. 학습 과정에 진화 연산의 원리를 추가한 

진화하이퍼네트워크(EHNs)이 제안되어져 왔다. 본 연구

에서는 하나의 하이퍼에지는 노드와 가 치, 사용 빈도값

을 갖는다(그림 1).

기존 하이퍼네트워크 연구에서 하이퍼에지를 교체하

기 한 합도 함수(Fitness function)는 주로 하이퍼에

지의 분류 성능 는 가 치 값을 이용하 으나, 본 연구

에서는 학습과정에서 하이퍼에지가 호출되어 분류에 쓰

인 사용빈도를 합도로 사용하 다. 본 연구의 하이퍼

네트워크 학습 알고리즘은 음의 높이와 음의 길이를 합

친 하나의 음표를 하나의 노드로 표 한 기존 연구
[3]
의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표2 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학습하

다.

하이퍼네트워크 학습을 해서는 하이퍼에지의 교체 

비율, 하이퍼네트워크의 크기, 사용하는 하이퍼에지의 차

수 등의 요소를 결정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설정 

값은 표3과 같다. 크기는 하이퍼네트워크의 하이퍼에지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데이터로부터 추출 될 수 있는 하

이퍼에지의 모든 조합에 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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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번호

학습

데이터

측(%)

테스트 데이터 측(%)

Beatles_T ABBA_T Elton_Jonhn_T

A1 76.97 6.61 25.63 11.97

A2 85.17 9.92 41.88 12.68

A3 94.32 38.02 46.57 23.59

A4 93.38 14.88 55.23 14.08

E1 82.98 2.48 20.94 35.21

E2 93.98 10.74 16.97 39.79

E3 97.12 7.44 11.55 28.87

E4 96.07 33.88 34.3 57.75

실험번호 학습데이터 크기(%) 교체 비율(%)

A1 ABBA 10 5 

A2 ABBA 20 5 

A3 ABBA 30 5 

A4 ABBA 40 5 

E1 Elton John 10 5 

E2 Elton John 20 5 

E3 Elton John 30 5 

E4 Elton John 40 5 

데이터셋 이름 곡 수

ABBA_L 70

Elton_John_L 70

Beatles_T 10

ABBA_T 10

Elton_Jonhn_T 10

사용한 데이터셋은 표4와 같다. 각 가수 이름과 학습에 

사용된 셋은 L(learning) 테스트에 사용된 셋은 T(test)

를 붙여 데이터셋 이름을 정하 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미디 일에서 멜로디를 추출한 데이터셋이다.

 

 진화하이퍼네트워크 학습은 진화연산을 이용하

여 학습을 한다. 하이퍼네트워크의 학습 곡선을 

찰하므로써 학습 횟수가 지남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고, 수렴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하이퍼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임의의 데이터에 해 측을 해보았을 

때의 실험 결과는 표5와 같다. 학습에 사용된 곡의 가

수와 같은 가수의 테스트 곡을 측하는 경우가 다른 

가수의 테스트 곡을 측하는 것에 비해 높은 측 성

능을 보 다. 실험에 사용된 같은 가수들의 곡에 일정

한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학습했다고 해석 되어질 수 있다.

표 5. 학습  측 실험 결과

하이퍼네트워크가 일반화되기 해서는 일반 인 패

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 짧은 길이의 하이퍼

에지가 선호 된다. 이런 선호를 반 하도록 학습 알고리

즘이 제안되었다. 사용 빈도를 기 으로 하이퍼에지를 

교체하는 것은 상 으로 매치될 확률이 높은 짧은 에

지들의 생존 확률이 높아 진다. 이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실제 각 차수별 하이퍼에지의 분포는 그

림 3과 같다.

음악 멜로디 학습을 해서 조성에 독립 인 특

성값인 음 높이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하아퍼네트

워크를 학습하 다. 진화연산을 통해 하이퍼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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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학습한 결과 하이퍼네트워크가 충분히 학

습데이터를 표  할 수 있음을 보 다. 한 테스

트 데이터에서 약 20~50%의 측 성능을 보여주

었다. 이와 같은 음악 멜로디 학습 모델은 향후 

알고리즘 작곡에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보다 다양하게 알고리즘 작곡에 사용되기 해서

는 다양한 특성값을 동시에 고려해서 측하는 

모델과 다성 음악을 표 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

델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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