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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데이터화에 대한 역사를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설명
하였고 음악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과 빅데이터가 음악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
게 활용되는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초래할 미래와 이것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였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가
음악의 영역에서 인간에게 많은 편의와 혜택을 줄 것은 자명한 일로 보인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상당할 것이다. 만일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연주와 창작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 되는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인공지능이 급속히 인간을 대신할 것이다. 하
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연주를 대신하고 창작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과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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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 예술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우라’의 복제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위대한 예술가의 ‘아우라’의 복제까지 가능하다면 인공지능은 인간
과 견주거나 인간의 수준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데이터 과학
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주제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예술, 음악

1.

서론

KRECA

이 세상의 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말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자는
숫자 시스템(Number System)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숫자 시스템은 이진
수로 변환할 수 있다. 인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유전자 정보인 DNA 역시 A(아데
닌), T(티민), C (시토신), G(구아닌) 라는 4가지 문자 코드(Code)의 조합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컴퓨터는 이러한 모든 것을 ‘0’과 ‘1’이라는 이진수를 사용하여 재
구성한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결국 세상은 수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은 어떠한가? 만물의 근원이 ‘수’라고 주장한 피타고라스는 음악
에서 수학적인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학자이다. 그 이후로 케플러(Kepler), 메르센
(Mersenne), 자르리노(Zarlino), 오일러(Euler), 가우스(Gauss), 데카르트(Decartes), 헬
름홀츠(Helmholtz) 등 수많은 학자들이 음악의 수학적, 물리학적 요소를 찾았고
이를 발전시켰다 . 결국, 음악도 ‘수’이기에 2진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저장장치
를 가진 컴퓨터에 저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음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
리되고 저장(Recording)되며 음악 감상 역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1)

2)

1)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https://www.genome.gov/genetics-glossary/acgt, 접속일 2019.8.25.

2) Rolf Bader, ed., Springer Handbook of Systematic Musicology, Hamburg: Springer, 2018,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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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 감상의 패러다임은 스트리밍의 형식으로 대부분 바뀌었고 소비자의 행
태(behavior log files)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 업체는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비자
의 음악적 취향을 분석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비즈
니스적 접근이 아닌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데 필요한 빅데이터가 음악 분야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이를 위해 음악의 데이터화의 역사와 다양
한 기술적 배경을 언급하려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생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예측할 것이다.
2.

호모 무지쿠스(Homo Musicus) 와 음악 데이터 축적의 시작
3)

KRECA

근래는 음악의 영역이 음악 감상자와 전문 연주자로 양분화 되어있는 경향이
있지만 고대부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 행위나 축제 등 삶 속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며 즐기는 연주자이며 동시에 감상자인 호모 무지쿠스(Homo Musicus)였다.
단지 표현한 음악을 저장할 방법과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음악이 데이터화되고
축적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음악이 기억이나 구전 형식에서 다양한 기보법의 발견을 통한 악보라는
저장 매체에 기록되면서부터 음악 데이터는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또 악보의 통
일성이 악기 간의 연결성을 높였고 음악의 다양성과 편성의 확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악보는 사람에 의해 일일이 종이에 베껴지는 필사본 형태로
보존, 보급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필사자의 실수나 연주자의 해석(Reading) 과정
에서의 오류로 원래의 음악 정보가 왜곡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 외에 더욱
큰 문제는 사람이 직접 기록하여야 했기에 시간적인 문제와 악보의 대량 제작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4)

3) Dina Kirnarskaya & Howard Teeter, The Natural Musician: On Abilities, Giftedness, and Tal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351.
4) Daniel Levitin, This is Your Brain on Music, New York: Penguin, 200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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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분야에서의 산업혁명

차 산업혁명

1) 1

차 산업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증기기관의 발명에 필적하는 음악 분야에서의
1차 산업혁명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악보를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었다. 즉, 음악 데이터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복제가 음악 데이터의 본격적인 축적을 초래했고, 기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악보의 복제를 통해 음악의 확산뿐 아니라 그동안 기록
되지 않았던 음악들이 가진 소실의 문제를 극복하였으며, 음악의 빅데이터화를
앞당겼다. 인쇄로 복제된 악보는 널리 퍼지며 편성의 확대와 연주의 기교와 정교
함에 이바지하는 등 음악의 확산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

KRECA
차 산업혁명

2) 2

전기 동력이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듯이 전기는 음악 제작에서도 혁신적인 변
화를 주어 새로운 녹음과 재생의 시대를 열었다. 1877년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를 시작으로 연주자의 연주는 녹음과 미디어를 통한 재생이 가능해졌다.
그 후 LP와 Tape, MD, DAT, CD 등 다양한 녹음 및 재생 매체가 발전되어 왔
다. 녹음 기술의 발달로 연주자들의 스튜디오 및 공연장의 현장 녹음이 늘어났고
휴대용 라디오(Radio)를 비롯한 다양한 재생 매체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음
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악보의 데이
터뿐만 아니라 음악의 오디오 데이터까지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 및 복제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디어 매체의 확산과 함께 그 데이터의 양이 급속히 늘어나고
축적되게 되었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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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3) 3

년 제정된 악기 간의 상호 호환 규격인 미디(MIDI, Musical Instrument Di
gital Interface) 의 탄생과 전자 악기의 발전, 케이크워크(Cakewalk), 큐베이스(Cub
ase), 로직(Logic), 프로툴(Pro Tools) 등 각종 컴퓨터 기반의 음악 제작 프로그램의
보급과 확산은 음악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음악 제작의 진입 장벽을 낮추
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음악매체는 기존의 CD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스트
리밍을 위한 데이터로 인코딩(Encoding)되고 음원 사이트의 서버에 축적되기 시
작하였다. 이 시기부터가 음악이 본격적으로 빅데이터화 시대에 돌입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결국, 컴퓨터 기반의 기술 혁명이 모든 음악적 데이터들을 0과1이라는 분석하
기 좋은 정형화 데이터로 수치화(Digitation)하였고 음악 시장의 감상, 재생, 공유
의 패러다임과 플랫폼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함으로 음악의 빅데이터 시대를
열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피타고라스의 “모든 것은 수이다”라는 주장처럼 음악
또한 이렇게 수치화(Digit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되었고. 이러한 환경이
음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바탕을 이루게 하였다.
198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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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가상 악기(Software Instrument)의 고용량화, 데이터의 혁신적 증가, 클라우드,
스트리밍 등의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음악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Volume, Velocity, Variety로 설명되는 빅데이터 시대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데이터 저장 비용의 하락과 하둡(Hadoop) 과 같은 병렬 구조의 분산 시스템,
7)

전자 악기끼리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각 신호를 규칙화한 일종의 규약이다.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MIDI, 접속일 2019.5.1.
7)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웨어 자바 소프트웨어 구조.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Hadoop, 접속일 2019.5.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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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터넷의 속도 및 성능의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에는 MP3
나 AAC와 같은 손실 압축 데이터로 음악감상을 위한 음원이 스트리밍 되었다면,
앞으로는 비압축 오디오 데이터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다. 더 나
아가 감상의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제작의 플랫폼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주와
음악 제작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작업자의 작
업 행태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디(MIDI)작업이나 믹싱(Mixing), 마스터링(Mastering),
녹음 작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많은 부분 대치될 것이다. 작업의 방식이 스트리밍
으로 바뀌면서 작업과정을 기록한 로그파일(logfile)이 서버에 계속 축적되어 음악
가의 사고과정이나 작업 스타일이 데이터로 분석되고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음악 작업의 현재 사례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창작, 음원 믹싱, 마스터링, 연주, 감상 분야로 나누어 언급하고자 한다.

KRECA
1)

창작 분야

사보 프로그램인 Avid사의 시벨리우스(Sibelius)에는 고차원적이지는 않지만, 사
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편곡 기능이 들어 있다. 단편적인 예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피아노곡을 시벨리우스로 그린 후 편곡 명령을 내리면 꽤
설득력 있는 오케스트라 편곡을 한다. 이조 악기와 악기의 음역 특성 등을 방대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편곡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구되고 빅데
이터로 구축되면 머지않아 오케스트라 편곡도 인공지능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MuseNet은 오픈에이아이(openAI) 에서 발표한 신경망으로, MuseNet을 이용하
여 10개의 각기 다른 악기로 4분짜리 음악을 다양한 스타일로 작곡할 수 있다.
MuseNet은 수십만 개의 MIDI 파일에서 다음 토큰(Token)을 예측하는 방법을 학
습하면서 화성, 리듬, 그리고 스타일 패턴을 발견한다. 시범적으로 기간 한정
공개된 MuseNet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음악 스타일과 음악의 시작 부분에 사용될
8)

9)

오픈에이아이 홈페이지, https://openai.com/blog/musenet, 접속일 2019.4.30.
9)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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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음을 제시된 옵션 중에서 선택하면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음원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시범 공개를 통해 사용자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이후에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의 ‘엔터아츠’ 는 2018년 2월에 세계최초 인공지능 음반 레이블인 ‘A.I.M’
을 런칭했고, 인공지능의 작곡, 편곡, 그리고 인간의 작사, 연주, 편곡을 결합한
음원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만나 개발한 음악창작 시스템 ‘쥬크데크(Jukedeck)’
이다. 사용자는 쥬크데크의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음악의 장르, 분위기, 속도, 악
기편성, 음원이 길이, 클라이막스 부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30초 안에 미디파일을
포함한 음원 파일을 얻을 수 있다. 이 음원을 그대로 감상할 수도 있지만, 인간
의 감성을 더한 편곡과 연주를 추가한다면 더욱 호소력 있는 음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쥬크데크의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이 외에도 음악창작을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연구는 구글
(Google) 딥마인드의 마젠타(Magenta) 프로젝트, 스티븐스 공과대학의 도냐 퀵
(Donya Quick) 교수가 개발한 작곡 소프트웨어인 쿨리타(Kulitta) , 소니의 컴퓨
터 공학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플로우 머신 프로젝트(Flow Machine Project) 등
이 있다. 내부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에 자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공개된 인공지능 작곡의 결과물은 전문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의 프로젝트의 미래 또한 상당히 기대된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이다. 이러한 원자들의 다양한 결합이 분자가
되며 물질의 특성을 이룬다. 그렇다면 음악에서의 이런 원자적 단위는 무엇인가?
사인파(Sine wave)와 같은 파동(Vibration)이다. 이러한 파동들의 무수한 결합이 음
6

10)

11)

KRECA
12)

13)

14)

15)

엔터아츠 홈페이지, https://enterarts.net, 접속일 2019.5.5.
쥬크데크 홈페이지, https://jukedeck.com, 접속일 2019.5.5.
마젠타 홈페이지, https://magenta.tensorflow.org/, 접속일 2019.5.8.
도냐 퀵의 홈페이지, http://donyaquick.com/, 접속일 2019.7.10.
플로우 머신 홈페이지, https://www.flow-machines.com/, 접속일 2019.7.10.
15) 물론 쿼크(Quark)와 같은 소립자의 세계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 의하여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로 간주한다.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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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적 분자인 음들을 만든다. 하지만 음악은 단순히 음들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
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학자들이 인간의 뇌에서 신경 연결망
구조를 바탕으로 딥러닝을 적용함으로써 인공지능 역사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
던 것처럼 음악 분야 중 인공지능에게 가장 난제가 될 수 있는 작곡의 경우에서
도 이러한 연결망 구조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Insight)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한국계 미국인 학자인 세바스챤 승(Sebastian Seung)은 TED 강연에서
당신이 누구인가(Who you are)는 각자의 뇌 속에 존재하는 천억 개의 뉴런 간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의 상관관계라는 아이디어로 커넥톰(Connectome) 을
소개하였고 “당신은 결국 당신의 커넥톰이다(You are your Connectome)”라는 말
로 강연을 마쳤다. 뇌 뉴런과 이들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일체인 커넥톰은 유전자
(Genome) 배열보다 백만 배 더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커넥톰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기에 인간 전체의 커넥톰을 찾는 것은 몇 세대가 걸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그는 말하였다. 뇌신경 세포와 같이 음악을 이루는 음
들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연결 선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전체 음
들의 상호연결성의 상관관계로 본다면 세바스챤 승의 이론과 같이 음악 작품을
이루는 모든 커넥톰을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인간다운 혹은 인간을 넘어가
는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진정한 빅데이터가 될 것이다.
16)

KRECA
2)

음원 믹싱․마스터링 분야

온라인 자동 마스터링 서비스는 랜더(LANDR) , 이마스터드(e-Mastered) 등
이 있다. 이 중 랜더는 영국 런던에 있는 퀸 메리 대학의 연구팀 Center for
Digital Music 연구소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마스터링 서비스이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개발된 서비스로서 개발 당시 입력된 많은 양
17)

세바스찬 승의 테드 강연, http://bitly.kr/yRX5e4, 접속일 2019.5.1.
랜더 홈페이지, https://www.landr.com, 접속일 2019.5.11.
18) 이마스터드 홈페이지, https://emastered.com, 접속일 2019.5.11.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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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 데이터와 2014년 이후 다년간 서비스를 해오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합쳐진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랜더는 사용자가 입력한 트랙 장르와 프
로덕션 스타일을 파악한 뒤에 마스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관점에서 랜
더의 장점은 자동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마스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짧고 금액이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마스터링의 퀄리티 또한 준수한 편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랜더에서는 마
스터링 뿐 아니라 추가적인 음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양질의 마스터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쉽고 빠르며 저렴한 금액에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랜더로부터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iZotope에서 발매한 오디오 믹싱 플러그인(Plug in) Neutron 2 Advanced
는 다양한 악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주파수 스펙트럼 형성 기
술을 적용하여 각 트랙의 미세한 선명도와 균형을 제공함으로써 믹싱 분야에서
인공지능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물론 굉장히 초기적인 단계이지만 수많은
음원에서 믹싱의 보편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훌륭한 믹싱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가까운 미래에 믹싱의 영역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영역이 될 것이다.
믹싱 분야에서 추가로 언급할 중요한 요소는 오디오의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
는 공간계 이펙터 인 리버브(Reverb)이다. 오스트리아에 기반을 둔 사운드 라이
브러리 회사인 VSL(Vienna Symphony Library)은 세계적인 연주 홀을 대규모의 멀
티 샘플링을 통해 컨볼루션 리버브(Convolution Reverb)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연주 홀의 모든 공간에서 임펄스 응답(IR, Impulse Response) 을 녹음함으로 공
간감 구현의 믹싱에도 새로운 개념을 열었는데, 기존의 믹싱의 개념을 넘어 디지
털 공간상에 각 연주자를 배치함으로 3차원적인 공간감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휴대전화의 GPS가 모든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모으고 있듯
19)

KRECA
20)

21)

컴퓨팅에서 플러그인은 기존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정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이
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lug-in_(computing), 접속일 2019.5.2
20) Reverb, Delay 등의 이펙트
21) 임펄스 응답은 공간에서 소리 또는 충격(impulse)을 재생하여 만들어진다. 이 충격은 공간의
고유한 음향, 즉 포착할 수 있는 분위기에 따라 공간의 특성적인 분위기의 스냅 샷을 생성한다.
iZotope 홈페이지, http://bitly.kr/lGUlkCr, 접속일 2019.5.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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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으로 움직이는 사용자의 통신기기를 통해 모든 공간의 앰비언스(Ambience)도
곧 축적될 것이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현실 환경에서의 공간감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3)

연주 분야

영화에서 24장(Frame)의 필름이 1초 동안 연속적으로 재생되면서 1초의 동영
상을 구성하듯이 오디오의 경우 현재 44,100개의 샘플에서 많게는 768,000개의
샘플들이 1초의 오디오 데이터를 형성한다. 더 많은 샘플 데이터로 이루어져있다
는 것은 더 자세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오디오 포맷에서
는 과거에 비해 무척 정교한 타이밍 정보와 음량 정보, 음색 정보를 포함하고 있
고, 따라서 그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다. 시간에 따른 볼륨의 변화를 보여주는
웨이브폼(Waveform)에서 오디오 데이터의 트랜지언트(Transient) 를 분석하여 각
음의 시간 정보와 주파수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음정의 정보를 센트(Cents)
단위로 추출할 수 있고 FFT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음색의 정보 또한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가 피아노로 녹음한 바흐 골드베르
그 변주곡 음반에서 글렌 굴드만의 연주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의 데이
터값을 추출하고 그 데이터 값에 당시의 조율 체계와 표준 음고인 415Hz를 적용
하여 이 데이터를 다시 자동 연주 기능을 가진 피아노나 하프시코드, 혹은 가상
악기로 보내어 재현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의 연주 음원 중 호로비츠(Vladimir Horowitz)와 같이 대가로 불리는 연주자
들의 수많은 음원을 분석하여 그 연주의 특징적 요소를 데이터화하고 이렇게 축
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재현한다면 이러한 연주는 기계적

KRECA
22)

23)

24)

25)

오디오 웨이브폼에서 파형이 시작되는 첫 부분의 짧고 앰프 레벨이 높은 부분.
반음을 백 등분 한 단계
는 이산 푸리에 변환(영어: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과 그
역변환을 빠르게 수행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25) 장민호, ｢라이브 어쿠스틱 뮤직의 디지털로의 에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
학교, 2012, 201쪽.
22)
23)
.
24) fast Fourier transform, 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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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주가 아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연주가 될 것이다. 현재 건반악기나 타악
기 연주 음원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단계에
이르렀고 향후 건반악기나 타악기를 넘어 훨씬 복잡한 관악기나 현악기 등의 재
현도 가능할 것이다.
어쿠스틱 악기 외에 전자 음악도 소리 합성(Sound Synthesis) 기술의 발달로 비
약적인 발전을 보이는데 메가바이트 단위의 가상악기가 기가바이트를 넘어 테라
바이트 단위에 근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가상악기는 하둡과 같은 병렬 분
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부터 스트리밍으로 제공될 것이다. 현
재 MIDI 1.0 포맷에서는 피아노의 샘플 단계를 128단계 이상 설정할 수 없지만,
HD MIDI 가 도래하면 샘플 단계는 1024단계,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며
메모리 기반이 아닌 초고성능 CPU의 무한 연결로 음원 합성이 스트리밍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음원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연주의 재현에 중요한 공간
계열의 이펙트도 CPU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듬 기반의 이펙트만이 아닌 초고
용량의 공간 샘플링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회사별로
다양한 음원 라이브러리와 공간계 및 다이나믹계의 수많은 플러그인의 데이터가
마치 음원 플랫폼처럼 단일 서버로 모여 빅데이터를 형성할 것이고, 이런 데이터
들이 연주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공지능의 연주를 더욱 음악적이고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유튜브(Youtube)나 애플(Apple), 스포티파이(Spotify) 등 수많은
음악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음원들은 결국 인공지능의 연주를 위한 잠재적인 빅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연주 음원만이 아니라 실제 라이브 연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2016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로버트 프로세다(Robert Prosseda)와 로봇
피아니스트 테오 트로니카(Teo Tronico)의 연주 대결이 이러한 기술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물론 그 당시 연주를 본 사람들은 로봇보다는 사람의 연주에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로봇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을 통해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대가들의 연주를 학습하고 사용한다면 인간이 연주하는 듯한 템포 루
바토, 미세한 근육의 조절로부터 얻어지는 음악적 표현의 실현도 가능할 것이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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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협회 홈페이지, http://bitly.kr/62keJyw, 접속일 201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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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문 연주자의 연주를 위협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기술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디지털 음원에서 연주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가의 음원을 분석할 수 있지만 진정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음원
분석뿐만 아니라 대가들의 연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의 경우 센서를 통해 근육의 움직임과 자세, 힘, 릴렉
스(Relax) 등의 상태를 수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론에 언급한 유전자 지도
를 데이터화함으로 대가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
적인 분석과 연구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예술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
겠지만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연주를 하거나 넘어서는 기반이 될 것이다.
감상 분야
미국의 유명한 재즈 가수 냇 킹 콜(Nat King Cole)이 부른 ‘Unforgettable’은 두
가지 버전이 있다. 1951년 냇 킹 콜의 솔로 버전과 냇 킹 콜과 그의 딸 나탈리
콜(Natalie Cole)이 함께 부른 듀엣으로 녹음 된 1992년 버전이다. 성인이 된 딸
과 이미 고인이 된 냇 킹 콜의 노래가 함께 녹음 된 것은 시대적인 차이(Gap)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한 경우이다. 즉 1992년 앨범은 1951년 냇 킹 콜의 버전에
나탈리 콜이 40년이 지난 1992년에 더빙을 한 곡이다. 더빙을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단순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음원을 현대적인
음질로 다시 복원하고 정확히 듀엣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음향적 요소 외에 처
리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 역학 분야
처럼 오디오를 다루는 기술의 영역이 디지털 신호 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의 단계를 넘어 입자의 분해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다양하고 새로운 감상의 패러
다임이 생길 것이다. 2009년 독일의 학자 피터 노이배커(Peter Neubäcker)가 개발
한 Melodyne DNA (Direct Note Access) 프로그램이 폴리포닉 오디오(Polyphonic
Audio)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피치(Pitch) 및 포먼트(Formant) , 엔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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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목소리나 악기 등의 음 빛깔은 상음의 구성 상태로써 설명되지만, 특유한 음질은 특정한
진동수역(域)이 특히 강하게 포함된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Wiki/음의_지식, 접속일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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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Envelope), 오디오의 길이 등을 마치 MIDI 데이터처럼 자유롭게 조정하는
알고리듬을 선보였던 것처럼 미래에는 앞서 언급한 글렌 굴드의 바흐 골드베르
그 변주곡을 스트리밍 상에서 같은 연주 느낌으로 하프시코드로 바꾸어 듣거나
공간 정보를 원하는 홀로 바꾸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욱 다양한 시도
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바흐 시대에 녹음 기술이 있었고 그 당시의 음원이 지금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음악을 감상할 때 무척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음질의 문
제뿐만 아니라 음정에 대해서도 무척 불편하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흐 시대
의 표준 음고는 440Hz가 아닌 415Hz이었기에 지금 기준에서 당시 음악을 감상
한다면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클래식 음악의 동향을 보면 기준 A 음
이 444Hz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기준 음고가 서서히 높아지는 경향
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에는 과거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경우 스트리밍 상에서 원하는 재생 형식을 감상
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음원 해상도에 대한 선택의 옵션도
실시간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빅데이터와 기술 혁신은 이러한 것들을 곧
가능케 할 것이다.
28)

KRECA
5.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

기술의 보편화로 음악 제작자의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그로 인해 음악에 열
정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음악을 생산할 것이며 또 앞서 언급된 기
술에 의해 음악 작업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인 측면 뒤에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음악은 수치적인 부분으로만 평가하
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매일 서버에 저장되는 제타 바이트 급의 빅데
이터 속에서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현재 많은 음원 사이트에서 분석하는 방식인 재생 횟수와 다운로드 수로 음악
29)

28)

시간에 따른 소리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레벨 변화를 Attack, decay, sustain, release로 표현한다.

29) 1ZB=1021bytes=1,000,000,000,000,000,000,000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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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판단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접근 방식이나 결국 비즈니스의 논리에 의
해 객관성이 흐려지고 잘못된 분석과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세계 산업의 동향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바뀌어 가고 있
다. 세계 10대 기업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반이고 기업 간의 특허나
저작권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대
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불법 복제인데, 앞서 언급한 기술의 상용화와 빅데이
터 등을 이용하면 또 다른 형태의 복제가 성행할 것이다. 현대 상업 음악의 경우
오디오 샘플(Samples)을 문서 파일을 다루듯이 특정 부분을 추출하고 자르고 붙
이는 등의 편집이 가능하여 이것을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술이 발
전할수록 이러한 복제는 쉬워질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Copy & Paste 방식을 넘
어 예술작품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특정 부분의 복제‧표절은 방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훌륭한 예술작품이나 예술가는 그들만의 특허라 할 수 있는 무엇
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훔치거나 표절, 복제하는 문제는 지적 재산권에 의존하
는 예술가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클래식 연주 음원을 예로 든다면, 폴란
드의 피아니스트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Arthur Rubinstein)이 연주하는 쇼팽(F.
Chopin)의 곡에는 그만의 루바토(Rubato)가 담겨 있을 것이고. 세계적인 바이올리
니스트 이작 펄만의 연주에는 그만의 보잉(Bowing), 음색, 비브라토가 있을 것이
다. 만약 누군가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원에서 그만의 연주 느낌, 그의
해석을 데이터로 도출하고 그루브 퀀타이즈(Groove Quantize) 와 같이 자신의 연
주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한다면 이것은 기술이 만들어 내는 새로
운 도덕적 문제가 될 것이다. 미술이나 글과 같이 보이는 표절이 아닌 예술적 감
성, 연주의 미묘한 타이밍과 음색 등의 보이지 않는 것의 표절이 등장하는 것이
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범주의 표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창작 능력의 도태와 창작의 주체가 바뀌는 것
이다. 인간의 근육, 그리고 여러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문명은 인간
에게 많은 편의를 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스마트

KRECA
30)

30)

오디오나 미디 데이터에서 연주의 느낌을 좌우하는 데이터 값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데이터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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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 생긴 후 사람들에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가 흔해졌고, 어디든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의 보급은 사람들을 잘 걷지 않게 하였다. 이로
인해 비만, 하체 근력의 약화와 같은 건강의 문제가 불거졌다. 사람은 수고보다
는 편한 것에 끌리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활발해지면 연주와 예술
창작에도 많은 도움을 얻겠지만 정작 인공지능이 없으면 연주나 창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음악 제작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작곡, 편곡,
연주, 녹음된 음원에서 악기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믹싱(Mixing), 음원 출시의 마
지막 단계인 마스터링(Mastering) 등 각각의 단계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어
려운 과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믹싱이나 마스터링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프로
그램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의존하고 있다. 연
주에서 드럼의 경우는 직접 연주하기보다는 자동 반주와 같은 드럼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최근의 자동 반주는 과거의 기계적인 수준이
아니라 대가들의 연주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앞으로 단순하게 기
존의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하는 단계에 들어서
면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창작의 주체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
단의 대국을 생각하면 이러한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당시 이세돌 구단 앞에서
바둑을 두었던 사람은 알파고의 명령을 받아 단지 바둑알을 바둑판에 놓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었다. 인간의 창의적인 행위가 아닌, 그냥 기계 부품
처럼 명령을 받고 단순 노동을 한 것인데 빅데이터와 기술 발전이 고도화된다면
이러한 예가 창의적(Creative)이라는 말로 정의되는 예술가들에게도 현실이 될 것
이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없는 수동적 연주를 할 것이며 결국에는 창작의 주체가
서서히 사람에게서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현재 구글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가까운 미래
에 인간의 두뇌가 클라우드(Cloud)에 연결되어 초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 예언했
다. 뇌의 대뇌피질에 나노봇(Nanobot) 을 인식하고 무선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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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찬수․정현웅, ｢스마트폰 사용 하루 3시간 지식 늘지만 기억력 쇠퇴 ‘디지털 치매’ 현상 현
실화｣, 중앙선데이 2015.11.08., http://bitly.kr/s9xu0aG, 접속일 2019.8.8.
32) 나노봇은 주로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되는, 자연적으로 현미경적인 로봇이다. 테코피디아, http://
bitly.kr/5QDQUtf, 접속일 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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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인데 이것의 실현이 그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나노로봇
과 무선 통신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면 인공지능이 창작이나 연주의 도우미라기보다는 창작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항상 기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요
소 뒤에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작년 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회전
초밥집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이 특이했던 점은 로봇이 초밥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좀 기분이 이상했지만 맛있었고 가격 또한 저렴해서 전체적으로 만족
했다. 최근 일본에는 이러한 초밥 로봇이 인기이다. 사람보다 몇 배나 빠르게 초
밥을 만들기 때문이다. 초밥은 장인이 만드는 음식의 대명사인데 경제성과 효율
성이 장인정신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다. 장인은 장인으로서의 위치를 유지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업가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회사를 운영한다.
예술의 세계도 비슷하다. 예술가들은 전통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아닌 고용이 되
는 신분이기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고용주는 당연히 예술가
를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치하려 할 것이다. 1등만 가치 있다는 논리가 음악에서
적용된다면 대가 외에는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돕고 확장(Extension)하는 역할을
할 때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이 예술 창작의 주체적 위치를 내어주고 인공
지능이 주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며 결국 예술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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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데이터 과학의 발전으로 음악의 정보화가 상당한 수준에 다다랐고 축적
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악의 제작 분야와 연주자에게 많은 편의와 혜택을 줄
것은 자명한 일로 보인다.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연주와 창작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결과로 인공지능이 주는
정보를 받아 인간이 수동적으로 연주하고 창작한다면 이것은 반대로 인간에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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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현실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 되는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인공지능이 급속히 인간을 대신할 것이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dix Schönflies Benjamin, 18921940)은 그의 1935년 저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기술 복제로 인한
‘아우라(Aura) 의 상실’을 언급하였다. 현대와 같은 기술 시대에 디지털 매체로
복제되는 음악 작품에서 ‘아우라’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예술작품이 아닌
그 작품을 연주하거나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가의 ‘아우라’는 지금도 여전히 존
재한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먼
(Itzakh Perlmann)이나 카라얀(Herbert Karajan)과 같은 지휘자의 공연을 직접 본
다면 아마도 그들에게서 ‘아우라’를 느낄 것이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예술작품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복제하고 재현한다고 해도 연주회
에서 경험하는 위대한 예술가의 ‘아우라’를 복제 예술작품에서 느끼기는 쉽지 않
을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의 연주에 감탄하고 감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위대한 예술가의 음악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것을 재창조하며, 나아가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
를지라도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이루고 예술가의 궁극적 가치를 결정하는 예술
가의 ‘아우라’를 복제하기는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것들로부터 인간과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마음과 영혼으로 연결되는 교감을 느끼는 것은 더욱 불가
능할 것이다. 만약 미래에 위대한 예술가의 ‘아우라’까지 복제가 가능해진다면 인
공지능은 인간과 견주거나 인간의 수준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은 현재의 데이터 과학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 에서 2045년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인 특이점
(Singularity)이 될 것이고 그 시점 이후로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불확실한 예견이고 이에 대해 많은 논란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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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은 ‘아우라’란 종교 의식에서 기원하는 현상으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먼 것의 일회적
현상(einmalige Erscheinung einer Ferne, so nah sie sein mag)”, 예술작품이 지금 여기에 유일하
게 있다는 일회적 현존성이라고 하였다.

34)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New York: Viking Books, 200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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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 의견이 있다. 인간을 인공지능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마음과 영혼
인데 이것의 데이터화와 복제는 실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음악 분야에서도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예술 영역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지만, 최근에 언급되는 빅데이터와 이것이 초래할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예술 분야에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 역시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초보적 인공지능 기
술이 매우 유용하다는 걸 이미 입증했지만, 인간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에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처럼 인공지능은 보
통의 예술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그들을 대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인공지능이라도 ‘아우라’를 가진 ‘위대한 예술가’를 대치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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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nd Big Data in Music
Jang Minho* Kim Jahyun**

This study defines the datafication of music, and explains it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vestigates how
technology and big data developed for music are adapted and utilized
in various different music fields. The paper further examines the
future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ir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he convenience and benefits of AI and big data in the field of music
are clear; facilitating easier music making will allow more people
with a passion for music to enter the field, which in turn will allow
greater diversity in music and faster, more efficient workflows. There
are also concerns: if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a reality through
technology and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ay quickly replace humans
in a capitalist structure where economic efficiency comes first. However,
even i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echnology take the
place of human performance and create it, the cloning of 'aura' which
determines the human soul and spirit and the value of artist does not
currently seem within reach. If it does become possible to clone the
‘aura’ of a great artist,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come comparable
with humans or even go beyond the human capability. This is an
outcome that currently seem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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