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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PC용 작곡 프로그램의 보편화에도 일반인들이 음악제작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악기를 다룬 경험의 부족, 음악 또는 작곡의 지식 

부족, MIDI 소프트웨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MIDI를 전혀 모르고, 
악기를 다룬 경험이 부족하고 또한 악보조차 읽지 못하더라도 음악의 제작 및 작곡, 편곡이 가능한 효과적인 일반 텍스트 기반 

음악 표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음악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음악을 제작하지 못했던 많은 일반인들에게 음악을 제작, 보급하

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다.    

키워드: 기보법(music notation), 인터렉티브 뮤직 스튜디오(interactive music studio), 협업 음악(collaborative 
music)

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악기 연주 경험 부족, 음악 또는 작곡 지식 부족, 
MIDI 학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신만의 음악 제작이 어려운 

일반인을 위해 일반 텍스트에 기반하여 쉽고, 효과적으로 음악 제작 

및 작곡/편곡이 가능한 기보법(music notation)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디지털 전자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음악 파일 포맷으로 일반적인 

것이 MIDI이지만 상당히 복잡하여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쉽게 

다룰 수 없다. 웹 기반 표준 포맷 형태로 MIDI를 표현하려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MusicXML인데, 비록 텍스트 기반 XML이지만 

MIDI의 장점을 계승하려는 시도 때문에 복잡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1]. MusicXML 기반의 악보 편집기를 C#로 개발한 연구가 

있었다[2]. 또한 XML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표기법에 관한 연구가 

있다[3]. 이것은 국악 악보인 정간보의 표기법을 XML 형태로 제안한 

연구로 XML이 길고 복잡한 단점이 있다. HMM 기반 TTS와 

MusixXML을 이용한 노래음 합성 또한 구현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낭독형 HMM 모델에 음정 구현을 위한 pitch와 duration 값을 부여하

고 그 포맷으로 MusicXML을 적용하였다[4]. 

III. The Proposed Scheme

아래의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부르던 동요인 

고향의 봄을 텍스트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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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68 3/4 octav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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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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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68 3/4 octave=4
,,c5 c5,(-,g),(a#,-,g#,g) f,-,(f,f) octav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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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68 3/4 octav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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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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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

   <INSTRUMENT>CELLO</INSTRUMENT>

   <NOTE>

      <BAR no=”1”>솔,솔</BAR>

      <BAR no=”2”>미,파,솔,-</BAR>

   </NOTE>

</TRACK>

1. 위 전체 텍스트 열은 먼저 공백으로 나눠진다. 공백은 마디를 규정
한다.

2. 쉼표(,)는 등분을 의미한다. “솔,솔“은 한 마디를 둘로 나눈다. 만
약 4/4박자라면 한 마디에 4박이 나오는 것이므로 “솔,솔”은 2박
의 솔이 두 번 연주됨을 의미한다.

3. 하이픈(-)은 연장을 의미한다. “라,라,솔,-“은 1박의 라, 1박의 라
에 이어 2박의 솔이 연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4. 만약 반박자를 연주하려면 쉼표(,)가 7번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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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괄호를 사용한다. 즉, “솔,(라,솔),라,라”는 “(라,솔)”을 1박으로 계
산하고 다시 그 안에서 등분한다.

5. 옥타브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를 붙인다. “도,미,솔,+도”에서 
맨 앞의 도와 맨 뒤의 도는 옥타브가 다르다. 그런데 +,-는 한 옥
타브 이동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값이며 두 옥타브를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할 경우는 directive octave=N을 쓰거나 절대 옥타브 값
으로 표기한다. 즉, “도3,도4 도4,도5” 혹은 “octave=3 도,+도 
octave=4 도,+도”와 같이 표기한다.

6. 연주가 없을 경우 점(.)을 사용한다. “2. 도,솔,미,솔”은 2마디는 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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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이다.

7. 화음은 +로 기술한다. “도+미+솔,레+파+라”은 처음 두 박은 “도
+미+솔”을 연주하고 다음 두 박은 “레+파+라”를 연주한다. “도
+미”는 두 음의 합성이며 “도,+미”는 “도”를 연주한 뒤 한 옥타브 
높은 “미”를 연주하며 “도,-미”는 한 옥타브 낮은 “미”를 연주한
다.

8. 한글이나 영문 소문자는 음정이고 영문 대문자는 화음이다. 따라
서 “C,F,G,C c,f,g,c”는 첫 마디에서는 C(도미솔), F(파,라,도), G
(솔,시,레) 등을 연주하고 둘째 마디에서는 “도,파,솔,도”의 선율을 
연주한다.

아래는 홍난파의 그리움을 표기한 것이다.

이것을 XML 포맷을 이용하여 멀티 트랙 형태로 재현할 수 있다.

만약 마디 단위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기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음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고 효과적으로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일반 텍스트 기반 기보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이 자신의 음악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거나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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