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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예술의 이해[ARTS311] - 기말 paper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 작곡 

-일리악 조곡과 후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20160603 신소재공학과 민석영 

1. 서론 

19세기,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

기를 이용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들이 출현했으며 이는 제2차 산업혁명을 이

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전기를 이용해 우리는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거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간편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전

기의 사용으로 가능해졌다. 이처럼 전기는 현대 문명의 시작을 주도했으며 이제는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음악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전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리를 내고 

이를 이용하여 플러그드(plugged)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탄생시켰다(이석원, 

2010, pp. 165-170). 현재에는 주변에서 전기 기타와 같은 전자 악기를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전기를 이용한 음악은 많이 보편화되었다.  

전기를 활용한 음악은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그 존재를 알렸다. 파리 방

송국의 기자 쉐퍼의 테이프를 이용한 구체 음악(musique concrète)으로부터 발전하여 신

디사이저를 이용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인공적인 소리를 가공하여 작곡한 전자 음악

(electronic music)에 이르기까지 바레즈, 슈톡하우젠과 같은 걸출한 작곡가들은 새로운 방

식의 음악을 만들어냈다(서은정, 2006, pp. 111-115).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작곡하는 방식을 알고리즘 작곡(algorithm 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 흔히 알려진 곡으

로는 제나키스의 <피토프락타(pithoprakta)>, 데이비드 코프의 EMI(Experiments in Musical 

Intelligence), 존 케이지의 <HPSCHD> 등이 있다(Eun-Young Yang, 2018, p. 728), (Mic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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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s, 2011, pp. 61-63). 

레자넨 힐러(Lejaren Hiller, 1924~1994)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곡을 한 최초의 인물

로써 레오나르드 아이작슨(Leonard Isaacson)과 함께 일리악 컴퓨터를 활용하여 <현악4중

주를 위한 일리악 조곡(the Illiac Suite for the String Quartet)1>을 작곡하였다(Eun-Young 

Yang, 2018, p. 727).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컴퓨터 기반 음악인 일리악 조곡에 사용된 기

법이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해보고 이 음악이 후대에 다른 작곡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

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일리악 조곡이 알고리즘 작곡에서 갖는 의의를 생각

해보고 이러한 장르의 음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최초의 컴퓨터 음악, 일리악 조곡 

본래 화학자이던 힐러가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인 컴퓨터 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유명한 사진 기사였던 힐러의 아버지는 

피아노를 포함하여 색소폰, 클라리넷, 오보에 등과 같은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쳤는데, 이러한 폭넓은 음악적 공부를 통해 그는 프린스턴에서 화학 공부를 하

던 학생일때에도 작곡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다(Tiffany Funk, 2016, pp. 48-49). 

이와 같은 배경 덕분에 힐러는 일리노이 대학의 화학연구실에서 일하면서도 그의 동료인 

아이작슨과 일리악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1. 일리악 컴퓨터 

일리악 컴퓨터 (ILLIAC Ⅰ supercomputer)는 본래 미군부대에서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ORDVAC라는 슈퍼컴퓨터의 복제품으로써 당시 일리노이 대학

원의 학장이었던 루이스 리디너에 의해 일리노이 공대에 설치되었다. 일리악 컴퓨터는 대

학에 설치된 최초의 슈퍼컴퓨터였고 무게가 약 5톤에 달할 정도로 그 당시의 컴퓨터는 

흔하지 않았다. 특히,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가능하여 많은 주목을 받

                                           
1 편의상 이하 일리악 조곡으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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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힐러는 공학자인 아이작슨과 함께 일리악 컴퓨터를 이용하여 1955년부터 일리악 

조곡을 작곡하기 시작한다(Hoxie, F. E., 2017, pp. 197-198). 

 

2.2. 일리악 조곡의 특징 

일리악 조곡은 크게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악장은 각기 다른 힐러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작곡되었다. 실제로 곡에 쓰이는 작곡법들은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

여 일일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2 게다가 힐러는 곡을 작곡하면서 곡의 수정을 위

해 기존의 규칙보다 더 많은 규칙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곡의 음악적 분

석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일리악 조곡에서 두드러지는 대

표적인 몇가지 특징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무작위 수 

컴퓨터 기반의 음악과 기존에 존재하던 음악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무작위적인 

성질(Randomness)을 이용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작곡하면 아무리 객관

적으로 곡을 쓰고 싶어도 작곡가의 주관이나 해석, 느낌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지만, 

                                           
2 전자음악을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전의 전통 음악에서 쓰이던 악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각적인 분석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전자음악이 발전하면서 곡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willey, D, 2014, pp. 4~12). 

Figure 1. 일리악 컴퓨터와 레자넨 힐러(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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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하면 곡에 절대적인 객관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리악 조

곡의 모든 악장은 공통적으로 몬테-카를로(Monte Carlo) 방법을 기반으로 작곡된다. 

몬테 카를로 방법이란 무작위로 뽑은 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

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즉, 컴퓨터가 무작위로 숫자를 뽑은 뒤 이 숫자들로 하여금 

곡에 다양한 음악적 기능을 부여하게 하는 것이다(W.R. Gilks, 1995, pp. 3-4). 쉽게 말

해, 적용되는 숫자에 따라 다른 음높이, 리듬, 음색, 연주 스타일이 결정되는 것이다. 

제1악장을 살펴보면, 힐러는 안단테(Andante) 부분을 작곡할 때 시작 부분에서 그 전 

부분인 프레스토(Presto)와 대조적인 느낌의 리듬을 주고 싶어 곡에 4가지의 강약(ff, f, 

p, pp)을 부여한다. 이때 바로 무작위 수가 사용되면서 리듬의 변화에 역동성을 부여

하고 4가지의 강약을 무작위로 발생시킴으로써 다양한 리듬 변화를 주고자 했다. 또

한 제3악장에서 힐러는 곡의 뚜렷하지 못한 음색을 강화시키고자 16진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0부터 15까지의 정수에서 무작위로 수를 뽑아 그에 해당하는 연주 스타일을 

갖게끔 곡을 편곡하였다. Figure 2는 각각의 연주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알파벳 K, S, 

N, J, F, L은 각각 11부터 15까지의 숫자에 해당한다(Born, J. M, 1997, 134-136, 151). 

Figure 2. 무작위 수에 따른 연주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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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진법 

 일리악 조곡의 제1악장을 들어보면 별다른 특징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매우 단조로

운 느낌을 받는다. 힐러 또한 자신 나름대로 곡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했

으나 곡의 리듬적인 요소나 음색의 떨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다고 느껴 

제3악장을 작곡할 때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진법을 이용한 작곡

이다. 단조로운 리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힐러는 현악4중주의 각각의 악기마다 

다른 리듬을 부여하고자 이진법을 활용하게 된다. 각 악기는 0 또는 1의 숫자에 해당

하게 되며 이를 통해 4자리의 이진수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진수의 자

리 순서대로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1, 바이올린2이라고 할 때, 이진수 ‘0011(2)’는 첼

로와 비올라에 리듬 ‘0’을, 바이올린에 리듬 ‘1’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진수 또

한 각각의 의미가 존재하는데 숫자 ‘0’에 해당하는 악기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리듬을 

갖도록 허용되지만(open), 숫자 ‘1’에 해당되는 악기는 반드시 또다른 숫자 ‘1’을 받게 

된 악기와 같은 리듬을 갖도록 하여(closed) 리듬의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

Figure 3. 이진수에 따른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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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ure 3은 4분의 8박자 조건에서 제3악장에 표현된 리듬을 정리한 것이다(Born, J. 

M, 1997, pp. 148-150). 

2.2.3. 마르코프 연쇄 

 힐러는 제4악장에서 기존의 음악과는 아예 별개로 여겨지던 요소를 도입해 작곡하

고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곡에 적용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르코프 연쇄

(Markov Chain)이다. 마르코프 연쇄란 수학적 개념으로써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변수

가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확률은 오직 바로 전 시점의 상태에 의해서만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만약 모델이 직전 사건에만 영향을 받으면 1차 마

르코프 연쇄라고 하며, 직전 두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2차 마르코프 연쇄라고 

한다(W.R. Gilks, 1995, p. 5).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는 바로 직전 던지기에서 앞이 나

왔는지 혹은 뒤가 나왔는지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현재 동전을 어떻게 던지

느냐에 따른 독립적인 변수이므로 마르코프 연쇄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내일 날씨

가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날씨는 마르코프 연쇄를 따르는 모델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힐러는 일리악 조곡 제4악장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1차 마

르코프 연쇄를 적용시킴으로써 연속적인 음들의 간격이 반복되는 것을 줄이고 오히

려 간격 간의 대조를 꾀했다. 이러한 대조는 불협화음과 협화음이 번갈아 가며 출현

하게함으로써 곡에 조성 음악과 유사한 음악적인 체계를 불어넣었다. 또한, 주어진 

간격에 어떤 음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마르코프 연쇄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약한 박자에 존재하는 음은 직전에 선행하는 음에 의해 생겨나도록 하고 강한 박자

에 존재하는 음은 직전에 선행하는 강한 박자에 의해 생겨나도록 하는 규칙을 설정

함으로써 곡의 구조를 좀 더 심화하여 발전시켰다(Born, J. M, 1997, pp. 156-159). 결론

적으로 말해, 마르코프 연쇄로 인해 각각의 음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서로 상

호작용하여 만들어져 곡이 보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을 갖도록 작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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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리악 조곡이 미친 영향 

3.1. 초연 당시 반응 

일리악 조곡은 제4악장이 미완성된 상태로 제1~3악장만 먼저 1956년 일리노이 대학

의 Wedgewood Lounge에서 초연되었다. 이 음악은 음악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몇몇 사람들은 힐러가 굉장히 독특한 시도로 음악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컴퓨터가 창조한 음악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부정

적인 반응은 대부분 힐러가 음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

했다.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힐러의 말을 인용해보았다. 

“Well, the thing hit the headlines. It was really a very strange summer, because I went 

from total obscurity as a composer to really being on the front page of newspapers all 

over the country. One week I was nobody, and the next week I was notorious(Born, J. M, 

1997, p. 161)."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많은 관심도 받았는데, LA의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convention에 초대받는 등 새로운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토크쇼

와 강의에 초청받았다(Born, J. M, 1997, pp. 160-162). 이러한 관심은 바로 일리악 조곡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잡한 계산

을 주로 담당하던 컴퓨터가 음악에 사용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리악 조곡은 음악계에 컴퓨터가 만든 음악도 음악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었으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에 충분했다. 

3.2. HPSCHD 

일리악 조곡이 작곡된 이후 많은 작곡가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곡을 시

도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곡으로 힐러와 존 케이지(John Milton Cage Jr. 1912~1992)의 

합작품인 <HPSCHD>를 들 수 있다. 일리악 조곡은 참신함과 높은 악명, 그리고 곡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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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개념(논리)으로 인해 존 케이지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마침 다름슈타트의 국제 

Summer course에서 만난 힐러와 케이지는 작곡에서의 기술 사용을 공통 관심사로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부터 1969년까지 그들은 7대의 하프시

코드, 208개의 테이프, 52개의 테이프 플레이어, 59개의 증폭기, 6400개의 이미지 슬라이

드, 40개의 필름 등을 이용한 초대형 멀티미디어 작품인 HPSCHD를 작곡하게 된다

(Bewley, J., 2004, p. 14). HPSCHD는 일리악 조곡과 마찬가지로 일리악 컴퓨터를 이용해 

작곡되었으며3 이 과정에서 케이지는 힐러가 일리악 조곡에 사용했던 무작위성과 그의 

음악적 분석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케이지는 HPSCHD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가 들어가

지 않은 음악을 만들기 바랬으며 하프시코드에 그의 음악을 인용하고자 했다. 힐러 또

한 HPSCHD를 통해 그의 작곡과 이론, 그리고 아이작슨과 연구했던 음악적 미학을 확

장하고자 했다(Tiffany Funk, 2016, pp. 58-64). HPSCHD는 이러한 힐러의 알고리즘 음악

과 케이지의 작곡 의도를 잘 융합하여 드러내주고 있으며, 일리악 조곡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3. Other cases 

 HPSCHD 이외에도 많은 곡들이 일리악 조곡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Stochastic 음

악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안니스 제나키스(Iannis Xenakis, 1921~2001) 또한 힐러의 영향

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힐러가 일리악 조곡에 대해 적은 책인 “Experimental 

Music(Hiller, L, A., Isaacson, L.M., 1959)”의 복사본을 요청하는 그의 편지(Figure 4)에 잘 

드러나있다(Bewley, J., 2004, p. 13). 

 힐러와 제나키스의 선구적인 작품들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J. 

Tenney는 컴퓨터 기반 작곡을 통해 <Stochastic 현악4중주(1963)>를 작곡했으며, T. 

DeLio는 그의 작품인 <Senerade(1976)>에 마르코프 연쇄를 적용하여 곡을 만들었다

                                           
3 HPSCHD 작곡에 사용된 컴퓨터 역시 일리악 컴퓨터이기는 하나 일리악 조곡에서 사용된 컴퓨

터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HPSCHD는 일리악 Ⅱ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이는 전 모델인 일

리악 Ⅰ 컴퓨터보다 약 100배정도 빠른 계산 속도를 지닌다(Rafal Ciolcosz, 2017,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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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red, O., Laurson, M., Kuuskankare, M., 2009, p. 1). 이외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힐러

가 일리악 조곡에 사용하였던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마르코프 연쇄, 이진법과 같은 수학

적 도구를 사용하여 작곡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악이 개발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작곡가가 아닌 일반인

들도 작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Google, 

2019).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레자넨 힐러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곡한 일리악 조곡에 사용된 기법을 

파악함으로써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 곡이 후대에 다른 작곡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

석해보았다. 일리악 조곡은 20세기 초 쇤베르크의 무조성 음악이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조성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자연의 소리나 악기 소리를 

Figure 4. 제나키스가 힐러에게 보낸 편지(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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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음악을 만들었던 기존의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였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복잡한 확률 계산이나 무한히 반복적인 작업들을 컴퓨터에게 맡김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틀 안에서 힐러는 그만의 음악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시도는 점차 여러 사람을 거

치면서 발전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이라는 새

로운 방식을 통한 작곡의 시작을 알린 일리악 조곡은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

곡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일리악 조곡에서 사용되었던 무작

위적인 수의 추출이나 이진법의 사용, 마르코프 연쇄와 같은 수학적 모델을 음악에 적용

시켜 컴퓨터의 연산을 통해 곡을 만들어낸다는 아이디어는 다른 작곡가들에게 하여금 음

악과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개념일지라도 작곡에 대입할 수 있다는 훌륭한 선례를 제시

하였으며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곡은 힐러처럼 작곡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

아도 누구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악과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 다양한 색깔의 음악적 개성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의 음악은 다채롭고 풍요하게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음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음악을 쌍방향적으로 소통하여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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