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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various music composition programs for PCs have become commonplace, the reasons why 

people think it is hard to make music are the lack of experience with musical instruments, the lack 

of knowledge of music or composition, and the fear of learning MIDI softwa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method to solve this problem by using plain text based method which makes it 

easy for the general people who do not know MIDI, have little experience of musical instruments, 

and cannot even read music to make their own music. As a result, many people who like music but 

have not been able to produce their own music may produce and distribute music, and collaborate 

with others to produce better quality music.

▸Keyword: Music Notation, Plain Text, Interactive Music Studio, Collaborative Music

I. Introduction

현대 음악은 일반적으로 보컬, 효과, 선율, 화성 그리고 리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구성 요소는 여러 개의 악기 또는 

목소리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단위 사운드 구현 요소를 트랙이라

고 부른다. 따라서 하나의 음악은 수개에서 수십 개의 사운드 트랙

으로 구성된 집합체이다. 이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기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인데 이는 여러 디지털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기 위해 규정된 인터페이스이다. 여러 악기들은 여러 

트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동시에 재생되면 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디지털 악기들이 하나의 

칩에 들어가게 되면서 외관적으로는 하나의 물리적인 기기가 되

었지만 그 안에서 수십에서 수백 개의 사운드 트랙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MIDI 명령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MIDI는 원래 디지털 기기들 간 인터페이스 규정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데이터이며 이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읽거나 고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MIDI 데이터를 사

 

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야 하고 그것을 수정하면 다

시 MIDI 형태로 저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대부분 악보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음악 

전공자나 일반인 모두에게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음악 전공자들은 MIDI나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리감

을 갖고 있고 그것을 넘어선 일반인들은 또 다시 음악 전공자

들만큼의 악보 읽고 쓰기 능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양한 PC용 작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

편화되었음에도 일반인들은 음악을 제작하거나 창작, 편곡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IDI를 전혀 모

르거나 악기를 다룬 경험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악보조차 읽지 

못하더라도 음악을 제작 및 작곡/편곡을 쉽게 할 수 있는 텍스

트 기반의 기보 법(Music Notation)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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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를 적절히 활용한 음

악에 대한 표기법은 많은 관련 연구가 되어 왔고, 그 중의 대표

적인 것이 MusicXML이다[1]. 

P. Bellini 등은 음악의 배포, 음악 협업의 편집, 음악을 기반

으로 한 멀티미디어 디지털 객체의 생성 및 활용, 음악의 원격 

학습/교습 등의 새로 등장하는 응용에서 사용가능한 음악 표기

법이 변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WEDELMUSIC 라는 포맷을 

제안하였다[2]. 이 포맷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식별

(Identification), 분류(Classification), 기호(Symbol)화, 시각화

(Visual), 버전관리(Versioning), 출력(Printing), 보호

(Protection), 이미지 악보(Image Score), 이미지(Image), 문

서(Document), 연주(Performance), 비디오(Video), 가사

(Lyric)를 포함하는 XML 호환 포맷이다. 저자들이 이 포맷이 

새로운 응용에 잘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음악 악보

의 기호적 기술(Symbolic Description)의 교환에 적합한 포맷

이라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전자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음악 파일 포맷으로 일반

적인 것이 MIDI이지만 상당히 복잡하여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이 쉽게 다룰 수 없다. 웹 기반 표준 포맷 형태로 이러한 MIDI

를 표현하려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MusicXML이다[1]. 이

것은 악보를 XML 형식으로 표기하는 오픈 포맷으로 

Recordare사에서 개발하였고 대부분의 음악프로그램에서 입출

력이 가능하다. MusicXML은 디지털 악보를 교환하고 배포하

기 위한 포맷으로 일반적인 서양음악 표기법에 대한 보편적 형

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MP3 포맷으로 녹음된 음악에 사

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 포맷의 음악정보는 포맷 

프로그램, 시퀀서 및 다양한 연주프로그램, 음악교육 프로그램 

및 음악데이터베이스 등에 활용될 수 있다. 

M.Good는 다운로드 가능한 기록 음악 시장(Sheet Music 

Market)이 고유한 바이너리 포맷에 의존함으로 인해 많은 제약

을 받아왔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MusicXML은 기록 음악의 

표현과 기보법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 친화적인 포맷이라고 주

장하였다[3]. 또한 MusicXML을 사용함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

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 Housley 등은 시각 장애인들이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능

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이 가능한 악보를 읽고, 보여주는 모바

일 응용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4]. MusicXML 입력 파일

에서 작동하는 이 프레임 워크는 개발자가 다른 음악 인코딩 

파일 형식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와 메소드를 제공한다.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색상 

및 확대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프

레임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다양한 시각장애로 인한 요구

내용의 가변성, 음악 악보의 복잡도, 그리고 10인치 태블릿 화

면 크기의 제약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C, Stuart 등은 MusicXML이 음악 악보, 그리고 관련 자료

들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이고 강력한 포맷이고, 음악 정보의 교

환을 위한 임시 기준(Ad-hoc Standard)으로 빠르게 받아들이

고 있지만, 비록 저작권 무료 환경에서 이용된다 할지라도 사용

제품에서 주로 지원된다고 주장하였다[5]. 플랫폼이 제한적인 

상업적 소프트웨어서 사용됨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임에도 불

구하고, MusicXML은  인터넷 친화적 포맷임을 주장하였다. 이

러한 이유로 음악 작곡가들이 쉽게 음악 악보를 공유하고 공동

의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응용을 통해 사용자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MusicXML이 비록 텍스트 기반 XML이지만 MIDI

의 장점을 계승하려는 시도 및 그에 대한 잔재로 인해 표현의 

복잡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4/4박자 높은음자

리표의 4옥타브 “도”음을 MusicXML로 표현한 것이 표 1에 있

는데 이에 대한 작성 및 이해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6].  

C# 언어로 MusicXML 기반 악보 편집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연구가 있다[7].  IT 기술이 발달로 인해 고전적인 악기나 일반

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제작할 수 있다. NIFF, SMDL, 그리고 MIDI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 악보 표현 형식들이 음악 제작에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MusicXML 형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들은 프

로그래밍 언어인 C#을 이용하여 MusicXML 기반의 악보편집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다. 

또한 XML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표기법에 관한 연구가 있

다[8]. 이것은 세종대왕이 창안하여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는 

국악 악보인 정간보의 표기법을 XML 형태로 제안한 연구로 이

를 활용하여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정간보 분석을 기반으로 DTD(Document Type 

Definition)이라는 정간보 악보 기술방법을 정의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정간보로 기보된 악보를 DTD에 따라 XML로 기술하

고, 이를 다시 XML을 정간보 형태로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XML로 기술된 정간보 악보가 적절히 표현되고 해석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정간보로 기보가 변환되어 기술

된 XML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MusicXML 기반의 악보 편집기를 노래 음 합성에 활용한 연

구가 있다[9]. 노래 음 합성이란 가사와 음표를 컴퓨터에 입력

하여 노래 음을 생성시킨다. 그러나 텍스트 음성 합성 모델로 

자주 사용되는 Hidden Markov 모델(HMM)은 노래 음 합성을 

위한 HMM 학습에 막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기존의 상

용 노래 음 합성시스템인 피아노 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음표와 가사를 쉽게 입력하기 위해 MusicXML 기반의 악보 편

집기를 전단 인터페이스로 사용하였고 HMM 기반의 텍스트/음

성 합성 시스템을 후단으로 사용하는 노래 음 합성 시스템을 

구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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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no"?>

<!DOCTYPE score-partwise PUBLIC

      "-//Recordare//DTD MusicXML 2.0 Partwise//EN"

      "http://www.musicxml.org/dtds/partwise.dtd">

<score-partwise version="2.0">

  <part-list>

    <score-part id="P1">

      <part-name>Music</part-name>

    </score-part>

  </part-list>

  <part id="P1">

    <measure number="1">

      <attributes>

        <divisions>1</divisions>

          <key>

            <fifths>0</fifths>

          </key>

          <time>

            <beats>4</beats>

            <beat-type>4</beat-type>

          </time>

          <clef>

            <sign>G</sign>

            <line>2</line>

          </clef>

      </attributes>

      <note>

        <pitch>

          <step>C</step>

          <octave>4</octave>

        </pitch>

        <duration>4</duration>

        <type>whole</type>

      </note>

    </measure>

  </part>

</score-partwise>

Table 1. Representation of middle C on the treble clef 

created through MusicXML code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일반 텍스트 기반 기보법의 구성요소

들과 그 의미는 표 2에 정리되어 나타나 있다.

component meaning

blank measure

comma(,) division

hyphen(-) extending beat

parentheses()
appointing small section(1 or less  

measure)

+tune playing an octave higher

-tune playing an octave lower

period(.) no playing

tune1+tune2+... chord

Korean alphabet tune

alphabet lower case tune

alphabet upper case chord

o=number, t=number appointing octave, tempo 

3/4 appointing beat

square bracket []
appointing large section (2 or 

more measure)

Table 2. Component Definition of Proposed Music Notation 

1) 전체 텍스트 열은 먼저 공백으로 나눠진다. 공백은 마디

를 규정한다.

2) 쉼표(,)는 등분을 의미한다. “솔,솔”은 한 마디를 둘로 양

분한다. 만약 4/4박자라면 한 마디에 4박이 나오는 것이므로 

“솔,솔”은 2박의 솔이 두 번 연주됨을 의미한다.

3) 하이픈(-)은 연장을 의미한다. “라,라,솔,-”은 1박의 라, 

1박의 라에 이어 2박의 솔이 연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4) 만약 반 박자를 연주하려면 쉼표(,)가 7번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솔,솔,라,라”는 1박의 음정이 4개 있는 것인데 두 

번째 1박의 솔을 “라,솔”로 반박자 두 개로 표현하고 싶다면 

“솔,-,라,솔,라,-,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구간 지정을 위한 괄호를 사용한다. 즉, “솔,(라,솔),

라,라”는 “(라,솔)”을 1박으로 계산하고 다시 그 안에서 등분한

다.

5) 옥타브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와 -를 붙인다. “도,미,

솔,+도”에서 맨 처음의 도와 맨 마지막의 도는 옥타브가 다르

다. 두 옥타브를 올리려면 ++를 쓴다. 이때는 소괄호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도+(+++도)는 현재 옥타브의 

도와 세 옥타브 높은 도를 같이 연주하게 된다. o=N을 쓰거나 

옥타브 값을 지정하여 특정 옥타브를 표기할 수 있다. 즉, “도3,

도5 도4,도5” 혹은 “o=3 도,++도 o=4 도,+도”와 같이 표기한

다.

6) 연주가 없을 경우 점(.)을 사용한다. “2. 도,솔,미,솔”은 앞

의 2마디는 쉬고 3마디 째부터 연주하라는 의미이다. “.,.,도,-”

은 한 마디에서 처음 두 박을 쉬고 두 박의 “도”를 연주하라는 

의미이며 이 경우 점을 생략하고 “,,도,-“와 같이 표기해도 같

은 결과를 얻는다.

7) 화음은 +로 기술한다. “도+미+솔,레+파+라”은 처음 두 

박은 “도+미+솔” 화음을 연주하고 다음 두 박은 “레+파+라” 

화음을 연주한다. “도+미”는 두 음의 합성이며 “도,+미”는 

“도”를 연주한 뒤 한 옥타브 높은 “미”를 연주하며 “도,-미”는 

“도”를 연주한 뒤 한 옥타브 낮은 “미”를 연주한다.

8) 한글이나 영문 소문자는 음정이고 영문 대문자는 화음이

다. 따라서 “C,F,G,C c,f,g,c”는 첫 마디에서는 C는 (도미솔) 화

음, F는 (파,라,도) 화음, G는 (솔,시,레) 화음 등을 연주하고 둘

째 마디에서는 “도,파,솔,도”의 선율을 연주한다.

9) 템포를 지정하거나 곡 연주 중간에 바꾸고자 하면 t=90

과 같이 입력한다. 박자를 지정하려면 4/4 혹은 6/8 형태로 입

력한다. 대괄호는 여러 마디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 [rt=90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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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usical Score and Its Application on Our Developed Sound Generation Program 

미 도 rt=45]는 세 마디에 대해 리타르단도(점점 느리게 연주

하는 것)를 적용하라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표 1에 있는 4옥타브 도는 아

래와 같이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다.

도4   또는   o=4 도

그림 1의 왼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부

르던 동요인 고향의 봄이 악보가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운드 재생 프로그램에서의 적용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악보는 상단의 코드와 솔로, 그리고 베이스로 구

성되어 있다. 앞의 숫자는 해당 마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보법을 활용하여 8마디의 음, 즉 

“솔솔미파솔라라솔 솔도미레레” 를 텍스트로 표현한 결과가 표 

3에 기술되어 있다. 

1st score 2nd score 3rd score 4th score

So,So,(Mi,Fa),

So
La,La,So,-

So,Do,+Mi,(+Re,+

Do)
+Re

Table 3. Presentation of Proposed Music Notation for First 

4 Measures of Figure 1 Musical Score

그림 1의 악보의 첫 4마디를  XML 포맷을 이용하여 멀티 

트랙 형태로 표현한 내용은 표 4에 나타나있다.

<MUSIC>

<TRACK>

   <INSTRUMENT>CELLO</INSTRUMENT>

   <NOTE>솔,솔 미,파,솔,-</NOTE>

</TRACK>

<TRACK>

   <INSTRUMENT>PIANO</INSTRUMENT>

   <NOTE>. 도,솔,미,솔,도,솔,미,솔</NOTE>

</TRACK>

<TRACK>

   <INSTRUMENT>BASS</INSTRUMENT>

   <NOTE>도,-,도,도 미,솔,도,-</NOTE>

</TRACK>

</MUSIC>

Table 4. Presentation of Multi-track Type Using XML  

Format for Figure 1 Musical Score 

만약 마디 단위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기하고 싶다면 표 5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TRACK>

   <INSTRUMENT>CELLO</INSTRUMENT>

   <NOTE>

      <BAR no=”1”>솔,솔</BAR>

      <BAR no=”2”>미,파,솔,-</BAR>

   </NOTE>

</TRACK>

Table 5. More Intuitive Presentation of the Unit of Measure

그림 2는 홍난파 작곡, 이은상 작사의 우리나라 가곡 “그리

움”의 악보이다. 표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일반 텍스트 기

보법에 따라 표현된 그림 2 악보의 4가지 종류의 다른 기보법 

표기인데, 모두 동일한 음악으로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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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usic Score of Korean Song “Geuryoom”meaning 
“Yearning”

t=68 3/4 o=4

,,+도 +도,(-,솔),(라#,-,솔#,솔) 파,-,(파,파) 

+도#,(-,도#5),(도#5,-,파5,미5) 

+도,-,+도 +도,(-,솔),(라#,-,솔#,솔) 파,-,솔 

솔,(-,파,솔),(솔#,-,솔,파) 파

t=68 3/4

,,c5 c5,(-,g4),(a#4,-,g#4,g4) f4,-,(f4,f4) 

c#5,(-,c#5),(c#5,-,f5,e5) 

c5,-,c5 c5,(-,g4),(a#4,-,g#4,g4) 

f4,-,g4   g4,(-,f4,g4),(g#4,-,g4,f4) f4

t=68 3/4 o=4

,,c5 c5,(-,g),(a#,-,g#,g) f,-,(f,f) o=5 

c#,(-,c#),(c#,-,f,e) c,-,c 

c,(-,g4),(a#4,-,g#4,g4) 

octave=4 f,-,g g,(-,f,g),(g#,-,g,f) f

t=68 3/4 o=4

,,+c +c,(-,g),(a#,-,g#,g) f,-,(f,f) 

+c#,(-,+c#),(+c#,-,+f,+e) +c,-,+c 

+c,(-,g),(a#,-,g#,g) f,-,g g,(-,f,g),(g#,-,g,f) f

Table 6. Four Different Expressions of the Proposed Music 

Notation for Figure 2 Musical Score 

리듬은 화성, 선율 못지않게 중요한 음악 표현 요소이다. 리

듬을 연주하는 악기로는 대표적으로 베이스(bass)와 드럼

(drum)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보법에서 음악의 리듬

들을 표현하는 기법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패턴을 정의한다.

      2) 패턴을 반복 호출하여 정의한다.

베이스 패턴은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

          X=1,5,+1,5

          Y=1,-,-7b,1

X 패턴의 경우, 1은 루트(root) 음을 의미한다. 5는 다섯 번째 

음을 의미한다. +1은 한 옥타브 위의 루트 음이다. 따라서 위 패턴

을 C 코드에 대입할 경우 아래 표 7과 같은 음정을 얻을 수 있다. 

Y 패턴의 경우, -7b는 한 옥타브 낮은 시♭이 된다.

1 5 +1 5

C chord Do2 So2 Do3 So2

Table 7. Presentation of Proposed Music Notation of X 

pattern for C code 

위 패턴을 C 코드에 대입할 경우 아래 표 8과 같은 음정을 

얻을 수 있다.

1 - -7b 1

C chord Do2 - Ti♭1 Do2

Table 8. Presentation of Proposed Music Notation of Y 

pattern for C code 

아래와 같이 패턴을 이용할 경우

X:2 Y:2

X 패턴을 두 마디 연주하고 Y 패턴을 두 마디 연주하게 된

다. 따라서 드럼 패턴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X={ ch,ch,ch,oh,ch,ch,,oh }

       Y={ bd,,bd, }

       Z={ ,,sn, }

표 9에서 X 패턴은 8등분을 의미한다. 즉, 한 마디에 8번의 

박(beat)이 존재하며 이를 8비트 리듬이라고 부른다. 첫 박, 둘째 

박, 셋째 박에는 ch 음원을 연주한다. ch는 드럼을 구성하는 개별 

악기를 부르는 이름 중의 하나로서 ch는 closed hi-hat, oh는 

open hi-hat, bd는 bass drum, sn는 snare 등을 의미한다.

1 2 3 4

X ch ch ch oh ch ch oh

Y bd bd

Z sn

Table 9. Presentation of Proposed Music Notation of a 

Drum Pattern

만약 아래와 같이 패턴을 반복 호출하면

        X

        X+Y

        Y+Z:2

처음 한 마디는 가볍게 연주하고 두 번째 마디에는 여기에 1

박과 3박에 bass drum 소리가 들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에는 bass drum과 snare 악기로 같이 연주한다.

이와 같이 기보법에 사용하던 표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베

이스와 드럼 음원 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단순한 텍스트

를 이용하여 리듬까지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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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MusicXML에 비해서 

C4(4 옥타도)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텍스트 양을 비교하면 상

대적인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4/4박자 기준 C4를 표기

하기 위해서 MusicXML은 469바이트가 필요한데 반해서 제안

된 기법에서는 “4/4 C4”와 같이 6바이트로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이 편리함과 동시에 표현 데이터양의 

절감 측면에서 그 장점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Fig. 3.  Gathering Focus Group's Comments on Our 
New Method to Create Music 

그림 3에는 2017년 2월과 3월에 약 14명의 일반인을 대상

으로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이 나타나있다. 이런

한 대상을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성 8명, 남성 6명으로 

구성하였고, 이는 음악에 대한 관심은 남녀성비가 중요한 요인

은 아님을 고려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중·후반이 7명, 

30대 초반이 2명, 30대 중 ·후반이 3명, 기타 1명으로 타겟층

(Active User)이 20대 중·후반에서 30대에 집중되게 하였다. 

악보에 대한 이해도는 코드와 계 이름 정도 아는 사람이 7명, 

악보 전반을 이해하는 사람이 6명으로 대체로 프로그램 사용에

는 문제가 없는 정도이지만, 포커스 그룹 구성 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 4. Focus Group's Feelings on Our New Method to 
Make Music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음악을 실제 제작한 

포커스 그룹의 구성원들의 사용 후 느낌을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에서 익숙해지면 쉽다(Easy to get used)가 10명으로 약 

72%, 쉽다(Easy), 어렵다(Difficult)가  각각 1명씩, 기타가 2명

이었다. 따라서 익숙하면 쉬울 것 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음악제작방법이 음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그러나 자신의 음악제작에 흥미가 있는 일

반인들에게 음악을 어렵지 않게 제작할 수 있게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음악제작 방식으로  웹에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음정을 입력하고 악기를 배정해서 바로 음악을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유사한 방식은 ActiveX나 플래시 등 클라이언트 도구를 

이용하여 음악을 합성하고, 재생하기는 했었으나, 표준 

HTML5 기반의 웹 서버에 의한 음원 제작 시도는 전혀 없었다. 

비록 기존의 미디나 MusicXML 등의 전문가들을 지향한 복잡

한 음악 제작 데이터 작성법은 존재했으나, 제안된 방식처럼 누

구나 악보만 보고 그대로 입력하여 음원을 얻을 수 있는 텍스

트 입력 방식은 전무하다. 모든 음악 서비스가 음원 공유에 초

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안된 방식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음악을 

개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없고, 또한 웹을 이용하여 인

터넷 사용자 누구나 협업으로 음악을 제작, 편곡할 수 있는 서

비스는 우리의 방식이 유일하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음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악기를 다루는 

기술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쉽고 효과적으로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일반 텍스트 기반의 기보법을 제안하였다. 현재 음악의 

표현 포맷으로 MusicXML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MIDI의 장점을 활용하고 계승하려는 이유로 인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 어렵고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일반 텍스트 기반 기보법은 비록 음악

에 대한 지식이나 악기를 다루는 기술은 적지만 음악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음악을 생성하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자신

의 음악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표현방식이 

간단하고 표현을 위한 데이터의 양도 매우 적다. 더 나아가 타

인과의 협업 및 공유를 통해 고품질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를 확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음악을 타인과 거래할 

수 도 있어 개인의 취미를 넘어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음원시장

과는 다른 또 다른 시장이 생성되어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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