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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의 발 과 함께 음악 로그램을 이용한 작곡 작업은 문가부터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사용

자의 폭을 넓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곡 작업을 보다 효과 으로 하기 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 다.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음악 검색이 아닌 미디(Midi) 분석엔진 기반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설계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션을 구 하 다. 한, 휴 성(Portability)을 하

여 MS 사의 WindowsPhone7 랫폼 기반의 어 리 이션 구 을 통해 PC기반의 로그램을 모바일 

환경에서 작동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1. 서론 

인터넷의 등장과 웹의 속한 발 으로 인해 엄청난 양

의 정보가 증가 하 다. 방 한 양의 정보는 이를 효율

으로 색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술에 한 필요성을 가

져다주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멀티미디어 정보의 내용기반 

검색 문제를 다루고 있다[1]. 그  음악과 련된 검색과 

제작 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로

그램들은 부분 그 목 이 검색에만 을 두거나 는  

제작에만 을 맞춘 로그램들이다. 한 부분 컴퓨

터 음악용 로그램에 있어서의 음악 검색 방법은 단순한 

텍스트 검색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존하는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텍

스트 기반의 음악 검색이 아니라 악보에서 바로 음, 리듬, 

화음을 선택하여 검색을 하거나 음성을 입력하여 검색하

는 형태와 같은 다양한 검색방법들을 제공하며 음악 편집 

한 체 노래에서 원하는 특정 부분의 트랙만 선택 하

고 편집 할 수 있는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션을 제공하

1) 본 논문의 내용은 선문비트교육센터 문가과정 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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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 여러분의 조에 감사드립니다.

2) 학부생(*,**,***), 교수  교신 자(****)

고자 한다. 이는 편집 인 악보를 가상의 공간에 업로드 

시키고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재편집 는 재사용이 가

능하도록 하 으며, 기존의 로그램들처럼 검색이나 제작 

둘  하나에 을 맞춘 것이 아닌 검색과 제작을 둘 

다 지원하는 통합 로그램 제공을 목 으로 한다.

한, 최근 고성능의 스마트폰들의 등장으로 PC 기반 

로그램이 모바일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iPhone, 

Android Phone, WindowsPhone7 등의 표 인 모바일 

랫폼을 통해 이를 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PC에서 뿐만 아니라 MS사의 WindowsPhone7 랫

폼 용 어 리 이션을 구 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본 연

구의 통합 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미디(Midi)는 자 악기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호환

성을 해 제정된 자 악기를 한 국제통일 규격을 말

하며, 부분의 자 악기들은 미디(Midi)를 기 로 한 데

이터 송수신을 하고 있다[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공

하는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션은 미디(Midi) 분석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와 

련된 이론  배경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구  부분을 

- 306 -



제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1. 11)

제시하고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고찰에 해 다룬다. 

2.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  배경이 되는 미디(Midi)

의 정의와 존하는 컴퓨터 음악 로그램 제작용 소 트

웨어들에 해 다루고 본 연구와 기존 로그램들과의 차

이를 기술하고자 한다.

2.1 미디(Midi)의 정의

미디(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는 

자악기 끼리 서로 통신을 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게 할 목

으로 만들어진 국제 인 통신규약이며 장치이다. 이런 

장지를 이용하면 임의의 자악기 연주 데이터를 MIDI 

포맷 그 로 다른 자악기로 송할 수 있으며, 한 컴

퓨터 같은 장치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자악기를 한 곳

에서 연주시킬 수 있고 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를 

들면 자키보드와 바이올린을 미디 이블로 연결시키고 

건반으로 연주를 할 경우, 건반으로 른 음이 바이올린 

소리로 난다. 반 의 경우도 가능하다.  오 스트라 각 

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1개의 이블로 송시킬 수도 

있다[1].  

2.2 컴퓨터 음악 제작용 소 트웨어의 종류

미디(Midi) 분석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음악

용 로그램으로는 NoteWorthy Software사가 개발한 

NoteWorthy Composer(NWC)와 Arobas Music사가 개발

한 Guitar Pro가 출시되어 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로그램들은 아래와 같은 시 서 로그램이나 노테이션 

로그램과 같은 소 트웨어들을 기반으로 한다.

가. 시 서 로그램(Sequencer Software)

시 싱(Sequencing)은 시 서를 통하여 자신의 머릿속

에 떠오르는 음 는 악보에 표기된 음을 모듈이나 악기

가 읽어 들일 수 있는 방식(즉, MIDI)으로 트랙을 배열하

여 작곡/편곡하는 작업을 말한다. 트랙단 로 음악을 녹음

하고, 녹음 된 다  트랙들을 동시 재생함으로써 오 스트

라를 연주하는 효과를 내는 로그램이다. 원리는 음의높

이와 길이 등 음의 정보들을 장하고 그 정보들을 신디

사이 에 순차 으로 송하여 연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으로 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하는 기존의 매체(테이

/CD 등)와는 달리 단지 악기를 연주하는 제어신호를 녹

음하는 것이다[2].

나. 노테이션  로그램(Notation Program)

이는 컴퓨터에 입력된 미디(Midi) 신호를 악보로 출력

하는 로그램이다. 악보를 사용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악

기 없이 로그램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음색으로 연주를 

들을 수 있다. 린터를 통하여 문출 사 수 의 악보를 

훌륭하게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음악을 5

선의 악보로 표 하는 것이 강 인 반면 시 싱 기능은 

부족한 편이다[2].

2.3 본 연구의 특징

본 연구의 특징은 앞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미디

(Midi) 분석엔진을 기반으로 합주를 하는 뮤지션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션을 제

공하는 것이다. 가공된 상태의 악보를 사용자 편의에 맞게 

편집  제작 할 수 있고, 제작된 악보를 통해 다양한 검

색이 가능해진다. 아래 <표 1>은 존하는 컴퓨터 음악 

로그램 제작용 소 트웨어와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표 1> 기존 로그램 vs. 본 연구

시 서

로그램

노테이션

로그램
본 연구

사용자 문가 문가 모든 사용자

목 음악제작 악보제작
음악(악보)제작 

 검색

특징

․미디 언어를  

달, 수정,

편집, 장

․인쇄/출 용

․세 한 수정, 

편집은 불가능

․미디 언어로 

음악 제작/검색 

가능

․모바일 환경

구축

녹음

․소리형태로 

입력 후 일 

장

․녹음 불가

․허 형태로 

입력 후 일 

장, 악보출력

오 소스 X X O

비용 유료 유료 무료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은 기존 로그램들과는 

달리 악보 상에서 편집⋅제작을 하며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하 다. 다음 3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미디(Midi) 분석데이터를 이용한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

션에 한 설계를 기술한다.

3. 설계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미디(Midi) 분석엔

진 기반의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션에 한 설계 부분

을 다루고자 한다.

3.1 개발환경

본 연구의 로그램 설계  구 을 한 시스템 개발

환경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스템 개발환경

구  분 사  양

운 체제 Windows 7 Enterprise SP1

랫폼 .NET Framework 4.0, WindowsPhone 7

개발도구 Visual Studio 2008, Visual Studio 2010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SQL Server 2008

3.2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션 기본 설계

아래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통합 음악제작/

검색 솔루션 설계의 체 인 구조를 표 한 것이다. .Net 

Framework 4.0을 기반으로 미디를 분석하는 미디 엔진

(Midi Engine)과 음악을 검색하는 MARR(Multimodal 

Adaptive Recognition & Research) 유사성 검색 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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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 고 이를 토 로 최종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션

(솔루션명: Note Compass)을 제작하 다. 

(그림 1) 로그램 체 설계 구조

본 연구의 로그램은 음악 일의 효율 인 검색과 편

집을 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

공하는 로그램의 반 인 데이터의 흐름을 표 한 것

이다. 미디 엔진(Midi Engine)을 통하여 가공된 데이터는 

미디 일 형태로 악보로 출력되고 사용자는 악보를 보며 

편집  재생 는 악기를 바꾸거나 선택한 악기만 연주

할 수 있다. 가공된 미디 데이터는 서버로 송되어 데이

터베이스에 분석된 데이터형태별로 장된다. 검색을 원하

는 노래와 유사한 리듬, 화음, 길이를 가진 노래를 검색하

기 하여 검색할 데이터를 검색/분류 엔진인 MARR 엔

진으로 보내게 되고 엔진을 통해 검색된 자료를 다시 넘

겨받아 검색 결과를 보여 다.

(그림 2) 데이터 흐름도

본 연구의 차별화된 기술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는 곡에서 특정 트랙만 분리

하여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 악기를 변경하거나, 선

택한 트랙만으로 새로운 미디 일을 작성하게 됨

 악보 상에서 편집 인 데이터 는 허 을 통해 기

존의 곡을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

 가공된 미디 일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한 웹 서

버 업로드 기능 제공. 기존에 작업 인 악보도 다

운로드 받아 편집할 수 있음

 모바일 환경에서의 어 리 이션 추가

(그림 3)은 미디 일 ER 다이어그램이다. 가공된 미디 

일은 Music이라는 클래스로 보 된다. 가장 작은 단

인 ScoreData는 음 하나의 정보가 입력되고 음 정보들이 

모여 Word 라는 한 마디의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들이 

다시 모여 한 트랙을 구성하는 TrackInfo 라는 클래스로 

구성되며, 이 클래스들이 모여 음악 일 하나의 정보인 

Music 이라는 클래스로 구성된다. 

(그림 3) 미디 일 ER 다이어그램

<표 3>은 (그림 3)의 클래스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usic 클래스에 한 세부내용을 Field, 

Properties, Method 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 Music 클래스 세부내용

분류 이름 설명

Field Tracks
가공된 Midi의
Message데이터

Properties Copyright 작권

Properties FilePath 일의 경로

Properties KeySignature 장, 단조 

Properties Tempo 빠르기

Properties Timebase 4분음표의 길이

Properties TimeSignature 박자

Method AddTrack 새로운 트랙 추가

Method Clone 원본 데이터

Method ConvertingTime 박자로 변환

Method ConvertToKey 장, 단조 변환

Method initialization

분류된 미디 일을
가공하여 
트랙별로 분류해 
주기 한 Method

Method Music(1) Midi file Load

Method Music(2) 새로운 Music 생성

Method Save Midi 일 생성

Method SeparationOfMidiFile
initialization에서
음 정보를 분류 

Method SeparationOfMetaData
initialization에서 
메타 정보 분류

3.3 검색엔진 설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검색/분류 엔진인 MARR 엔진 

검색에 한 설계는 크게 3가지(텍스트 검색, 악보에서의 

검색, 허 검색)로 나  수 있다. 

텍스트 검색의 카테고리는 “ 체, 가수, 노래제목, 작곡

가, 장르”로 나  수 있으며 검색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검색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장르만 선택하여 검

색을 하면 해당 장르별로도 노래 검색이 가능하다. 

악보에서의 검색은 “음 검색”, “리듬 검색”, “화음 검색”

으로 나  수 있으며 “음 검색”은 선택한 마디에 해당하

는 음들과 유사한 노래를 검색해 다. “리듬 검색”은 선택

한 마디에 해당하는 음들의 길이와 같은 노래를 검색해 

주고 “화음 검색”은 선택한 마디에 해당하는 음들의 화음

과 같은 노래를 검색해 다.  

허 검색은 UDS(Up, Down, Same) 검색방법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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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는 앞의 음과 뒤에 오는 음의 차이를 계산해서 

앞의 음보다 뒤의 음이 높으면 Up, 앞의 음보다 뒤의 음

이 낮으면 Down, 앞의 음과 뒤의 음의 높이가 같으면 

Same으로 계산이 된다. 이 게 계산된 Up, Down, Same

과 일치하는 노래가 검색결과로 나오게 된다[3]. 

1   i = 0   //노드(node)의 개수

2   j = 0   //다음 노드(node)의 개수

3   note    //총 음 정보가 담긴 역

4   clef    //개개의 음 정보

5   재 노드(node) 개수 카운트 //note 개수만큼

6   j를 0부터 i개수만큼 돌림

7   재 음과 바로 뒤의 음과 비교

8   IF (clef[j] < clef[j+1])    //낮으면 down

9   ELSE IF (clef[j] > clef[j+1])   //높으면 up

10  ELSE     //같으면 same

(그림 4) UDS 계산 처리 부분

(그림 4)는 에서 기술한 허 검색의 UDS 계산처리 

부분  핵심 코딩 부분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이다. 

4. 구

본 장에서는 미디(Midi) 분석엔진 기반의 통합 음악제

작/검색 솔루션에 한 구  부분을 다룬다. 

(그림 5) 통합 음악제작/검색 솔루션 화면

(그림 6) 모바일 환경에서의 음악검색 화면

(그림 5)는 본 연구의 로그램 화면  일부로 새 트랙

에 음을 추가하고 편집하는 화면이다. 특정 트랙을 편집하

기 해서는 Music 개체를 사용하며 Music 개체 내의 트

랙을 편집하거나 새로운 트랙을 추가함으로써 편집/제작 

된 음악이 생성된다. (그림 6)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음악

제작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어 리 이션의 구

화면이다. 모바일 랫폼 환경에 필요한 테이블만 별도로 

추가하고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 유

기 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고찰

본 연구는 미디(Midi) 분석엔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 음

악제작/검색 솔루션에 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검색과 제작을 하나의 로그램에서 동

시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검색방법 한 기존연구들의 단순한 텍스트 검색이 아닌 

음악 검색/분류 엔진을 따로 구 하여 다양한 검색방법들

을 제공한다. 한, 편집 인 미디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웹서버의 가상공간에 보 , 리함으로써 재사용 는 재

편집이 가능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

장 어 리 이션을 제공하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곡에

서만 검색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

존의 곡들 이외에 사용자가 직  제작한 곡을 타 사용자

가 다시 다운로드하여 재편집하고 공유하는 열린 형태의 

작곡과 편집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작곡을 하

는데 도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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