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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음악과 시각 예술을 연결 짓기 위한 시도는 예술의 역사 안에서 다

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수많은 예술가, 음악가, 기술자들은 시각과 

음악 양쪽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악의 형태적 구조를 다른 예술 분야에 

적용하거나, 시각 예술로부터 얻어진 인상을 음악으로 연결 짓는 등 소

리와 시각이 결합된 다양한 표현들을 시도해왔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예술 활동들을 들여다보고 음악적 현상이 왜 시각적 현상으로 전이되는

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음악의 내면적인 감정

은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되며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양방향 동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

법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찾고자 했다.  

 

본 연구자는 드뷔시의 음악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왔으며, 특히 

드뷔시의 음악을 들을 때 연상되는 생생한 시각적 움직임의 근원에 호기

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드뷔시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다각도로 고찰

하고 그 이유를 추측해 보았으며, 그러한 드뷔시 음악의 특징을 시각적

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연구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음악과 시각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고

찰하고, 음악과 시각예술이 연결되는 방식을 예술의 역사 안에서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음악 시각화에서 드러난 관점의 한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음악과 시각을 연결 짓고자 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특

징적인 드뷔시의 음악을 선정하고 분석했으며, 음악의 외면적 표현이라

는 관점에서 드뷔시 음악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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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적 표현의 관점에서 음악의 조화와 감정의 문제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렇게 탐구된 연구 결과를 실제로 작

품 제작에 기술적으로 적용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드뷔시 음악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통찰을 바탕으로 음

악을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시각과 음악을 통합적으로 연결하고자 한 점에서 독창

적인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화음 또한 

음악의 내면의 움직임으로 설정하고, 그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각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의 조형적 접근은 단순한 작품 제작을 넘어서, 음

악 이해에 있어 보다 직관적인 연결점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음악 연구

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복잡한 음악 이론의 장벽을 넘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 및 시각 표현 도구의 개발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요어 : 비주얼뮤직, 시각음악,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 드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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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술의 역사에서 음악과 시각 예술을 의미 있게 연결 짓기 위한 시

도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음악가들은 시각 예

술로부터 받은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화가들이나 건축가

들과 같은 시각 예술가들은 음악의 구조나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시

각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시인들은 시각과 음악, 양쪽의 경계를 넘나

들면서 결합된 감각적 표현을 시도하는 등 이른바 공감각을 표현 수단으

로써 사용해 왔으며, 기술자들은 시각과 음악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기도 했다. 시각 예술과 음악의 경계를 허물기 위

한 이러한 시도들은 20세기의 전자 기술에 의해 보다 발전하고 정교함

을 더했으며, 특히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다양성과 새로

움에 있어 도약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 예술에 있어 최신 기술

의 적극적인 사용은, 기존의 시각과 음악의 연결점에 시간성과 상호 작

용성을 더해, 보다 새로운 형태의 공감각적인 표현 가능성을 무한히 확

장시켰으며, 다양한 예술 형태들의 결합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자는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의 음악

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왔으며, 그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시각

적인 움직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음악의 시각화

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드뷔시의 생애를 시대적 관점

에서 고찰하고, 드뷔시 음악이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 까닭을 탐구해 보

았다. 특히 그의 음악이 가진 시각적 움직임에 주목했고, 시각과 음악이 

결합된 형태로 이러한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는 동시적 방법을 찾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음악과 시각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고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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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예술과 기술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 다양한 음악 시각화 사례들을 

참고했다. 그런데 기존의 음악 시각화에서는, 음악을 관계나 움직임의 

흐름으로 시각화하기보다는, 구성요소들 하나하나를 파편화하고 독립적

인 시각 개체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리와 시각 개체들을 연결 

짓는 과정에서 규칙화할 수 없는 예술가의 주관성이 많이 드러났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적절히 이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결합 시도들은 음악의 생생한 움직임을 다루기보다

는 노이즈(Noise)를 포함한 음색의 다양성이나 우연성 등의 실험에 치

중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기존의 음악 시각화 방법들은 드뷔시의 음

악에서 나타났던 음악 자체의 순수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에는 적절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음악 요소들과 대응하는 시각 요소들을 뚜렷한 

개체로 개별화하는 기존의 관점들을 배제하고, 음악을 움직임 안에서 최

대한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음악이 시각적 연상을 일으키는 것을 음

악의 외면적인 움직임으로 정의하고 분석했으며, 음악이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화성의 문제를 음악의 내면적인 움직임으로 정의하고 분석

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을 시각화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찾고 정량화하여 프로그래밍을 통해 작품에 적용하고자 

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음악의 외면적 움직임과 내면적 움직임을 시각화하고, 이

를 긴밀하게 연결 지어 동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다루

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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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과 시각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고찰하고, 그동안의 다양한 음

악의 시각 표현 사례들에서 음악과 시각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연결되었

는지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관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2. 구체적인 드뷔시의 음악 중 한 곡을 선정하고 이 음악의 외면적 움직

임을 시각적 측면에서 분석했고, 그것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시각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3. 음악의 조화와 감정을 내면적 움직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화음을 

새로운 체계로 분류했으며,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했다. 

 

4. 음악과 시각의 연결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터랙

티브 작품을 제작했으며, 이를 위한 컴퓨터 기술과 장비, 프로그래밍 과

정을 소개하고 시행착오 과정을 기술했다.    

 

본 연구는 음악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시각화를 위해, 보다 보편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으나, 음악의 조화나 긴장과 이

완 등 심리적이며 과학적 측정이 어려운 영역에서 상당 부분 주관적인 

감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내용은 과학적 주장이 

아닌, 음악과 시각을 연결 짓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 제안에 국한되

며, 작품 준비 및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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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과 시각 

 

 

2.1. 감각과 지각 

2.1.1. 감각, 지각, 이미지 

감각(感覺, sensation)은 소리나 빛과 같은 인체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이, 인체의 특정 기관을 거쳐 대뇌에 도달할 때 일어나는 대응을 뜻

한다. 달리 말해, 감각이란 눈, 귀, 혀, 코, 피부 등의 감각 기관으로 받

아들인 외부의 자극이 대뇌의 중추(中樞)에 도달하여 일어나는 생화학적

인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결과로 인간이 외부의 대상을 의식하거나 느

끼게 되는 정신적인 변화를 포함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1  

 

지각(知覺, perception)은 얻어진 감각들이 통합되어, 외부 세계의 

대상에 대한 성질, 형태, 관계 따위를 의식하는 작용을 뜻한다.2 즉, 어

떤 외부의 대상이 감각된 후에, 선천적인 요소와 기억된 요소가 함께 작

용되어 분석되고 이해되는 과정을 뜻하며, 이러한 지각의 결과로 얻어지

는 외적인 대상에 대한 내적인 이미지를 표상(表象, representation)이

라고 한다. 복잡한 요소들로 가득 채워진 그림 안에서, 특정한 대상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지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러 소리들 중

에서 음악을 가려내고 특정한 요소들의 반복이나 움직임을 의식하는 것 

또한 지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을 ‘생화학적인 반응’의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1 신기철, 신용철(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6, p.67 재구성  
2 신기철, 신용철, ibid., p.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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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며, ‘지각’은 감성적인 반응이 포함되지 않은 ‘직관적인 의식’의 의

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지’는 ‘다양한 감각의 종합’의 결과로 

발생한 ‘지각’을 대체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대상에 대한 감성적

인 반응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2.1.2. 시각 

시각(視覺)은 빛 에너지가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일어나는 감각으로, 

색, 명암, 형태, 움직임 등의 외부 환경의 물리적 변화를 눈을 통해 받아

들이는 것을 뜻한다.3  눈은 간단하게 말해, 렌즈의 역할을 하는 수정체 

(水晶體)와 센서의 역할을 하는 망막(網膜)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막의 

감각세포들은, 빛을 이루는 파동(波動, wave)의 진폭(振幅, amplitude)

이나 파장(波長, wavelength)에 따라 반응하며, 이러한 물리적인 크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대뇌에 전달한다.  

눈을 통해 빛의 진폭은 ‘밝기’로 감각되며, 빛의 파장은 ‘색’으로 감

각되는데, 망막에는 이러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두 종류의 감각세

포들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색을 감지하는 세포들은 푸른색, 녹색, 붉은

색의 파장에 각각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 종류로 다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색깔이 감각된다.  

빛을 짧은 파장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외선-보랏빛-남색 빛-

푸른빛-초록빛-노란빛-주황빛-붉은빛-적외선 순이다. 이 중 자외선과 

적외선을 제외하고, 보랏빛의 380nm 파장으로부터 붉은빛의 780nm 파

장까지의, 망막의 감각세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의 빛들을 가시

광선이라 부른다. 

 

뉴턴(Issac Newton, 1642~1727)은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햇빛

이 프리즘을 통과하도록 장치하고, 흰색의 빛이 무지갯빛으로 분광되는 

                                            
3 신기철, 신용철, ibid., p.205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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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발견했다. 이 사건은 색을 수치화하고, 그에 따라 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0여 년 이후에 밝혀진 바와 같이, 색들이 사실 세 종류의 세포들로부

터 감각된 정보의 종합이라는 점은, 물리적 현상과 감각된 이미지 간의 

수적(數的)인 불일치 가능성을 보여준다. 

 

 

2.1.3. 청각 

청각이란 공기의 파동으로부터의 진동 자극을 신체기관인 귀를 통해 

받아들이는 감각으로, 소리의 높이나 크기 등을 듣고 분간하는 감각을 

말한다. 어떤 물체의 진동이 공기 분자의 압력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귀

안의 고막을 진동시키면, 진동은 나선형의 달팽이관을 거쳐 전기적 신호

로 변환되고 대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며 청각이 일어난다.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람은 대략 15Hz~20,000Hz 범위의 진동수

를 가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시각에 가시광선의 범위가 있듯이 청각의 

이러한 초당 진동수의 범위를 가청 주파수라 부른다.4  

 

 

2.1.4. 공감각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혹은 그렇게 발생한 감각을 뜻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감각들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특히 심한 사람들을 공감각자(共感覺者, synesthete)라고 

부른다. 이들은 소리를 보고, 색을 듣는 등의 지각적 경험을 하게 되는

데, 그것이 색에 관한 것이면 색채 공감각(chromethesia)이라고 하며, 

어떤 음을 듣고 색채를 환기시키는 것을 가리켜 색청(色聽, colored 

                                            
4 이석원, [음악심리학], 심설당, 2000, pp.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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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이라고 한다.5 이것은 가장 흔한 공감각 현상이며, 음악가와 시

각 장애인, 혹은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

러 감각들이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복합감각과는 차이가 있으며, 하

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둘 이상의 감각

이 하나의 이미지 단위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다.6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표

현에서 이러한 공감각이 나타난다. 특히 어떤 소리를 공감각적으로 표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소리의 감성적인 느낌은 ‘따뜻함’, ‘차가움’, ‘거침’, 

‘부드러움’ 등과 같은, 촉각과 관계된 공감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어떤 소리의 특정한 물리적 요소의 정도는 ‘큰, ‘작은’, ‘높은’, 

‘낮은, ‘긴’, ‘짧은’, ‘가까운’, ‘먼’ 등과 같이, 시각에 관련된 공감각으로 연

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리의 따뜻함’이라는 정적(靜的)인 표현은 자연스러워도, 

‘소리의 높음’이라는 정적 상태 표현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것

은 촉각에서 기대되는 감성적이며 지속적인 감각에 비해, 시각에서 기대

되는 감각은 어떤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

된다. 여기에서 ‘어떤 상태의 변화’는 바로 ‘움직임’을 뜻한다.  

감성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공감각적 표현에서 구분되는 이러한 

양상은, 음악과 시각을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에 

큰 실마리가 된다. 즉, 어떤 소리의 감성적인 느낌은 ‘따뜻함’이나 ‘차가

움’ 같은 촉각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이것을 다시 시각적

으로 전이하면, ‘색’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점은 소리의 감

성적인 느낌을 위해 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근거가 된다. 

이말은 아주 당연한 소리같이 들리지만, 실제의 많은 음악가와 미술가들

은 그와 달리 ‘색’을 ‘소리의 높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다루어 왔다.   

반면에 어떤 소리의 물리적인 요소는 ‘크다’, ‘작다’, ‘높다’, ‘낮다’와 

같이 시각적 표현으로 바로 연결되며, 이러한 표현은 움직임의 요소를 

                                            
5 김용철, [공감각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26 
6 손영주, [소리의 형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논집 제1권, 2002,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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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서 자연스럽게 ‘커진다’, ‘작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와 같은 

동적(動的) 표현으로 연결된다. 결국 공감각적 표현이 가진 보편성을 통

해 디자인에 접근할 때, 소리의 감성적 요소는 색이나 질감으로 시각화

되며, 소리의 물리적 요소는 위치나 형태, 그리고 움직임으로 시각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감성과 물리적 상태에 따른 소리의 공감각적 표현과 시각화 방법  

소리의 감성 - 촉각, 정적 소리의 물리적 상태 - 시각, 동적 

따뜻함 높은 / 높아지는 

차가움 낮은 / 낮아지는 

거칠음 큰 / 커지는 

부드러움 작은 / 작아지는 

이미지 표현 - 색 / 질감 이미지 표현 - 위치나 형태 / 움직임 

 

 

 

 

2.2. 소리와 음악 

2.2.1. 소리의 기본 요소 

소리는 음(音)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고막을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가청 주파수 대역의 파동을 의미한다. 모든 음은 음량

(Loudness), 음고(Pitch), 음색(Timbre), 음가(Duration)의 네 가지  

기본 요소로 분석된다.  

 

음량(音量, Loudness)은 소리의 세기에 해당하며 음파의 진동의 폭

이 위아래로 클수록 소리가 커진다. 음량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을 

그 단위로 쓰는데, 60데시벨의 소리는 30데시벨의 소리보다 감각적으로

는 2배 정도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1,000배의 소리 에너지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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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이와 같이, 외부 자극에 대한 인간의 감각적 반응은, 급격히 커지는 

지수적 변화를 점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음고(音高, Pitch)는 ‘도’, ‘솔’ 의 음높이같이 소리의 높이를 나타내

며, 고막의 물리적인 진동을 유발하는 음파의 주기(음 파동의 간격)가 

좁을수록 높은 소리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1초에 440번을 진동하는 

음파는 기본음(picth standards)인 ‘라’ 음을 만들어내고, 1초에 880번

을 진동하는 음파는 한 옥타브 위의 ‘라’ 음을 만들어 낸다. 일반적인 음

악에서는 한 옥타브 사이에 놓인 진동수들이 12분할되어, 각각 12음을 

만들어 낸다.8 그런데 빠른 속도로 달리며 다가오는 앰뷸런스 신호음의 

음높이가, 듣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도플러효과9

에서 나타나듯이, 개개인의 사람이 느끼는 음높이를 어떠한 절대적 수치

를 통해 다루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음색(Timbre, 音色)은 소리의 느낌을 말한다. 즉 같은 높이,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파장의 혼합 양상에 따라 소리의 질이 달라진다. 한자 

표기에서 ‘색’(色)이라는 글자를 공유하는 점에서 느껴지듯이, 음색은 시

각적인 색채와 연결지어 연상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색채를 들을 수 있다고 여겼으며, 

색채를 악기의 음색에 비교했는데, 노랑은 트럼펫, 오렌지는 비올라, 빨

강은 튜바나 트롬본, 파랑은 첼로, 초록은 오르간 등으로 연결 지었다.10  

그런데 여기서 악기들의 고유 음색의 차이는 분간이 가능하더라도, 각각

의 색채의 파장에 대응하는 악기들의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음색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의 양적(量的)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음색은 주관적인 것이며, 수

                                            
7 이석원, [음악심리학], 심설당, 2000, p.84 
8 12번째 음이 2배의 진동수를 가진, 한 옥타브 위의 음이 된다. 분할 간격에 따라 순정

률과 평균률 등의 분할 방법이 있다. 
9 도플러(Christian Doppler)가 발견한 현상으로, 어떤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진동수와 파장이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10 칸딘스키(권영필 옮김),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4,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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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러한 점은 적어도 보편성을 추구하

는 디자인에서, 음색을 시각적인 색과 분리해야 함을 보여준다.11  

‘느낌’에 해당하는 ‘음색’을 ‘색’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음의 

‘감성적인 요소’를 ‘색이나 질감’ 등의 시각적 요소로 연결한 내용과 충

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밝은 느낌’과 ‘어두운 느낌’, 

‘긴장된 느낌’과 ‘이완된 느낌’ 등은, 대립 관계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값으로 어느 정도 분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음의 조합이 만

드는 이러한 느낌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치화했으며, 그에 따라 색을 

지닌 이미지로 표현했다. 자세한 내용은 ‘4. 작품 제작’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음가(Duration, 音價)는 소리가 지속되는 길이를 말한다. 어떤 한순

간의 음의 상태를 뜻하는 음고, 음량, 음색과는 달리, 음가는 시간성이 

직접 관련되며, 따라서 가장 명확하게 지각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음

고나 음량에 시간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소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음가가 가진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리의 움직

임은, 음악에서 리듬과 박자를 형성한다.   

 

 

2.2.2. 음악의 기본 요소  

음악(音樂, music)은 음들의 양상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미’있는 음들

을 대상으로, 리듬(rhythm), 선율(melody), 화성(harmony) 등의 음악 

요소들을 일정한 형식으로 종합한 것이 음악으로 여겨진다. 현대 음악은 

여기에 ‘음의 공백’이나 ‘소음’, ‘무질서’ 등을 포함시켜서 음악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켰다.  

 

                                            
11 프로그래밍으로 시각과 음악을 연결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음색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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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rhythm)은 일반적으로 음이 연속적으로 진행할 때의 어떤 시

간적 질서라고 정의된다. 또는 음들의 발생과 사라짐을 시간축 안에서 

나타내는, 음악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질서’

를 염두에 두면 리듬은 ‘제한’되며, ‘기억’이나 ‘관습’과도 연결되므로, 상

당히 애매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음악의 시각화를 염두에 두는 본 

연구에서는, 리듬을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여기고, 각각의 음들 

간의 ‘시간적 간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한정시켜 다루고자 한다. 그럼으

로써 리듬은 물리적인 것으로 다뤄지고, 따라서 ‘위치’나 ‘간격’ 등과 같

은, 명확한 시각적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선율(旋律, Melody)은 높이가 동일하지 않은 음들이, 비교적 짧은 

리듬을 가지고 연결되어 들리는 소리의 흐름을 뜻한다. 즉, 음고의 변화

가 만드는 움직임이 선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음악을 떠올리거나, 서로 다른 음악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선율의 움직임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다. 고금의 많은 

음악들은 일정한 단위의 선율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킴으로써, 음악을 기

억 속에 각인시키는데, 이러한 점은 언어와 상당히 비슷하다.     

     

화음(和音, chord)은 높이가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려 만들어내는 

합성음을 가리키며, 화성(和聲, harmony)은 화음의 연속적인 배열을 뜻

한다. 따라서 화음과 화성 간의 관계는, 단어와 문장의 관계로 비교되기

도 한다.12 언어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러한 비교는, 화성을 관습적인 

규칙으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화음은 음들의 어울림에 따라 협화음이나 불협화음으로 분류되며, 

음들의 구성과 간격에 따라서는 3화음, 7화음, 9화음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화음은 측정하기 어려운 감성적 요인과, 수치화가 가능한 물리

적인 요인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감각’에 대한 

부분에서 밝힌 바 있는, 본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다면, 화음은 시각적으

                                            
12 John Powell, 장호연 (옮김),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악의 비밀], 2007,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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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색’과 ‘질감’, ‘형태’와 ‘위치’ 등이 종합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화음을 시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4. 작품 제작’

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3. 음악의 시각화 

2.3.1. 음과 색채의 대응 

음과 색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소리와 빛이 ‘파동’의 속성을 공유한다

는 과학적 발견은, 이러한 연결에 있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표 2 음(높이)와 색의 대응 

뉴튼 색 스크리아빈 

C Red C 

 Red-Violet C# 

B Violet D 

A Blue-Violet D# 

G Blue E 

 Blue-Green F 

F Green F# 

 Yellow-Green G 

E Yellow G# 

 Yellow-Orange A 

D Orange A# 

 Red-Orange B 

 

물리학자 뉴턴(Isaac Newton, 1643~1727), 러시아의 작곡가 스크

리아빈(Alexander Nikolayevich Scriabin, 1872~1915) 등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소리(음높이)를 색에 대응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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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의 경우에는 소리 주파수(周波數, frequency)13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는 주파수의 ‘색’을 선택했으며14, 스크리아빈은 거의 반대의 순서

로, 소리와 색을 연결지었다. 이처럼 소리와 색을 연결하는 기준은 연구

자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음의 순서와 색의 순서가 같은 방향인 

경우라도, 연결 시작점이나 연결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C, D, G 등 우리가 사용하는 음들은, 특정 주파수와 그 두배

의 주파수 사이를 분할한 것이다.15 특정 주파수의 음은, 그 두배의 주파

수의 음과 같은 음으로 여겨지고, 그 네배의 주파수의 음과도 동일한 음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음들은 주파수라는 물리적 변수의 증가에 따라 

순서대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색깔은 주파수에 따라 

반복되는 어떠한 경향도 찾을수가 없다. 16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색과 

‘개별적인 음’을 ‘물리적인 수치’에 따라 연결 짓는 것에 근거가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C - C# 등의 인접한 음들이 동시에 울리면, 상당한 긴

장감이 발생하는데 반해, 붉은색 - 자주색 등의 가까운 색들의 조합은 

별다른 긴장감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도, 이러한 연결방식의 맹점을 

잘 보여준다.   

 

사실 음과 색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연결 방식이 아니라 감각 자체

가 지닌 애매함을 보여주며, 그에 따라 감각과 지각의 문제에서 ‘개별성’

이나 ‘절대값’을 포기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래서 감각과 지각의 관점을 

‘관계성’이나 ‘상대값’으로 전환하면, 소리와 색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13 단위 시간 내에 일어나는 진동의 횟수를 말한다. 파장이 길면 주파수가 낮아지고, 파

장이 짧으면 주파수가 높아진다.  
14 편의상 ‘주파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시에 뉴턴은 빛을 파동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15 1:2 비율의 주파수의 간격을 옥타브(Octave)라고 한다.   
16 만약 어떤 색의 반복적인 이미지가 머리 속에서 떠오른다면, 그것은 ‘색상환’ 따위의 

미술교육 도구에 의한, 기억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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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어떤 음이 E 음이고 어떤 음이 F 음인지 개별적으로 구

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두 음이 순차적으로 울렸을 때에는 어떤 음

이 더 높은지 즉각 알아챌 수 있다. 또한 C, E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의 

음정17은 비교적 일정하게 지각되며, 이것이 다시 C, F 음의 음정과 비교

된다면, 그 차이가 보다 분명히 지각된다.  

 

색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색들을 개별적으로 알아채는 것은 어렵더

라도, 두 개의 색을 놓고 비교하면, 둘 중 어떤 것이 더 붉거나 푸른지, 

밝거나 어두운지, 진하거나 흐린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음과 색을 이

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관계성’, 즉 두 

음 간의 음정을 색과 관련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2.3.2. 현대 추상미술에서의 음악 

현대 추상미술은 대상의 모방과 재현으로부터 눈을 돌려, 정신적인 

내면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서 추상미술 화가인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음악

이 이미 자연현상의 재현으로부터 벗어나, 오랫동안 예술가의 내면을 표

현하고, 독자적인 생명력을 지녀왔음을 주목했고,18 따라서 회화가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음악에서 찾고자 했다.   

 

칸딘스키는 저서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새로운 

회화의 임무는, 스스로의 능력과 수단을 시험하고, 음악이 오랫동안 해

                                            
17 음정(音程, interval): 두개의 음이 가지는 음높이의 차이  
18 Wassily Kandinsky, 권영필,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2004, p.52 

E F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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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을 배우며, 그럼으로써 순수한 회화적인 창조에 임하는 것’에 있음

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을 ‘내면적 지향’이라고 표현했으며, 음악과 미

술과 같은 여러 예술들이, 이러한 내면적 지향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상

향을 제시한 바 있다.19   

 

 

그림 1 칸딘스키, < Composition VIII > (1923) 

 

칸딘스키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 하나인 < Composition VIII >를 살

펴보면,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여러 시각 요소들이 다양한 색과 

형태, 리듬을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의 음악’처럼 구성된 것을 볼 수 있

다. 이 작품을 본 연구자의 분류에20 다소 기계적으로 대입한다면, 원들

은 차갑거나 따뜻한 색을 지니고, 따라서 ‘촉각성’과 연결되며, 소리의 

‘감성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 선의 요소들은 대부

분 형태, 위치, 간격만을 가지며, 따라서 순수한 ‘시각성’과21  연결되고, 

소리가 가진 ‘물리적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실제 칸딘스키의 의도와는 다를 것이다. 그는 색이라는 

불명확한 내적 이미지가 형태로써 경계를 획득하면, 정신적이며 주관적

                                            
19 권영필, ibid., pp.52-54 
20 본 논문 p.8 참고  
21 곡선이나, 꺾인 선 등에 의한 부드러움, 날카로움 등의 촉각성을 가진 요소

들도 종종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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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체를 갖게 되는 것으로 색과 형태의 관계를 설명한다.22 그에게 있

어 형태와 색은, 감각이나 지각 이상의 것을 말하며, 때때로 그것은 불

꽃의 영혼을 지닌 붉은색이고,23 피아노의 건반이며,24 서로 대립과 모순

을 통해 조화를 이루기도 하는25 독립적인 개체들인 것이다.  

 

그런데 ‘경계’에 대한 언급에서 느껴지듯이, 이 그림의 여러 개별 요

소들이 비교적 뚜렷이 지각된다는 점은 무척 주목할만하다. 우리는 이 

그림의 요소들을 탐색해나가면서 유사한 형태들의 의미나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보색이 가지는 대립이나 그를 통한 균형을 발견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또한 반복된 형태의 조합에서 박자를 읽거나, 컴퍼스 형태의 

선에서 강한 클라이맥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그림은 이처럼 

읽을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점은 칸딘스키가 시각요소를 다

루는 방식이 다분히 기호적이며, 따라서 언어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칸딘스키의 그림은 그가 추구하는 ‘소묘적 대위법’을 26 

‘압축된 시간’안에서27 ‘언어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대상의 재현으로부터 

이탈한 칸딘스키의 그림은, 내면의 정신을 획득하는 한편 이제 언어적 

형식 안에 갇힌다.           

 

음과 색, 관념이나 감정까지도 경계 안에 가두는 이러한 ‘대응’은 얼

핏 매우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칸딘스키의 방식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철학 속에 자리 잡은, 현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

적인 시각언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언어는 필름 영화 시대의 

실험 영상의 선구자들을 거쳐, 그래픽 디자인, 현대 TV 광고의 영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달리하며 다시 유행을 반복하고 있다.    

                                            
22 권영필, ibid., pp.65-66 
23 권영필, ibid., p.59 
24 권영필, ibid., p.67 
25 권영필, ibid., p.104 
26 권영필, ibid., p.77     

* 대위법에서는 각 성부가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는 선율적 독립성을 지니며, 또한 

여러 성부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7 권영필, ibid.,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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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스카 피싱거, < Optical Poem > (1938) 

 

 

그림 3 애플의 TV 광고 < Intention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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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울클레, < Ancient Sound, Abstract on Black > (1925) 

 

또 다른 중요한 추상 미술가인 클레(Paul Klee, 1879~1940)의 작

품인 <Ancient Sound, Abstract on Black>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청각적인 느낌이 강한 그림이다. 이 그림이 칸딘스키의 그림과 대

비되는 부분은, 비교적 시각 요소들이 따로 지각되지 않고, 전체적인 흐

름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클레는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보이

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28 이것은 대상의 재현으로부터 

벗어난 현대 미술의 추상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칸딘스키가 말한 정신

적인 내면 그 이전에 존재하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Ancient Sound’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은, 언어적으로 구분되고 조

직된 ‘음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울림이다.     

 

상당한 음악 애호가이자 악기 연주자로도 알려진 그는, 그림을 특정

한 음악과 연결 짓는 것은 지양했으며, 음악과 회화 속에서의 시간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리듬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게 다뤄지며, 이러한 리듬이 만드는 흐름, 즉 음악의 ‘움직임’이 생생

히 드러난다. 이것은 그가 ‘작곡가’보다는 ‘연주자’의 태도를 가졌기 때

                                            
28) 서영인, [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1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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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으로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칸딘스키가 하나의 

서사 구조를 지니는, ‘적절한 구성’을 고민하는 동안, 클레는 연주가로서 

‘순간의 움직임’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음이 가지는 

지각적인 형태와 그 의미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즉흥적인 움직임

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클레의 작품은 한동안 미술계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거부를 1960년대의 옵티컬 아트와29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전체의 시각에서 특정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의 지각적 특성은, 클레의 그림과 같은 형태의 배

열을 만나면 경계를 확정 짓지 못하고 진동한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

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즉각적인 지각’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의 불쾌감

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것을 보다 직접적

이며,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순수한 시각, 즉 움직임이라고 여긴다.    

    

 

그림 5 옵티컬 아트 (Bridget Riley), < Descending > (1965) 

                                            
29 Optical Art,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의 장력(張力)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다룬 추상미술로 패션계의 호응을 얻었으나, 내용의 부재나 시각적 통증 등을 

이유로 당시 미술계에서 혹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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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음악과 시각의 동시적 연결  

 

 

2.4.1. 색채 악기  

색채음악(Color Music)은 스크린에 색채를 비추고 변화시키면서 연

주하는 기악 음악을 뜻하며, 수학자이자 음악 이론가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 1602~1680)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는 음악에서의 각 음이 특정한 색상과 각각 대응된다는 이론을 세웠는

데, 이 가설이 색에 대한 뉴턴의 실험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최초의 시각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색채 피아노’는 키르허의 

영향을 받은 캐스텔(Louis Bertrand Castel, 1688~1757)에 의해서 개

발되었다. 이 새로운 피아노에는 60개의 작은 구멍들이 있었으며, 그 안

에는 색채 유리가 하나하나 들어있었는데, 건반을 누르면 그 건반에 해

당하는 구멍의 막이 열리고 누른 건반에 해당하는 유리의 색깔이 드러났

다.  

캐스텔의 제자는 1754년에 유리조각들에 불빛을 반사시키는 방법으

로, 반응속도 면에서 보다 개량된 색채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바흐, 비발

디 등의 음악이 이 악기로 연주되기도 하며 주목을 끌었다고 한다.30  

 

그런데 이러한 피아노 형태의 기계는, 건반 하나에 하나의 음이 담

기며, 또한 한개의 색을 담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다양한 색과 색의 중첩은 표현할 수 있더

라도, 각각의 음의 ‘관계’가 가지는 ‘감성’을 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

능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색채 악기들은 ‘직접적인 조작’과 

음악의 발생, 그리고 시각적인 표현에 이르는 ‘동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필름 영화 시대의 음악 시각화를 건너뛰어, 전자 기술 시대의 예

술에 이르는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30 서계숙, [시각음악의 역사와 기능성에 관한 연구],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1, 199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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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실험 영화의 음악 시각화 

1927년에는 최초의 유성 영화가 발표되었으며, 그에 따라 영상과 

음향을 ‘의미 있게’ 결합시키기 위한, ‘동시성’에 대한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림 6 (좌)영화 필름속의 사운드트랙 

그림 7 (우)오스카 피싱거, < Ornament Sound > (1932) 

 

 

당시의 유성 영화 필름에는 영상 이미지 옆에 소리가 기록된 사운드 

트랙이31 있었으며, 이를 통해 소리의 파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 가능했다. 미국에서 활동한 예술가 오스카 피싱거(Oskar Fischinger, 

1900~1967)는 사운드 트랙의 음향 무늬를 관찰하던 중 소리가 만들어

내는 시각적 움직임에 주목했다.  

 

그는 사운드 트랙에 직접 패턴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새로운 사운드

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시도했으며, 필름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바탕으

로, 시각과 청각이 결합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31 영화 필름에 광학적으로 함께 기록됨으로써 음성과 영상의 어긋남을 방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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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스카 피싱거, < Optical Poem > (1938) 

 

 

위 장면은 피싱거의 작품들 중 하나인 <Optical Poem>의 부분이다. 

이 애니메이션의 다른 부분에서는 현악기의 소리가 원형으로 표현되었던 

것에 반해, 이 장면에서는 삼각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프 소리

의 상대적인 예리함을 표현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화면의 위와 아래는 음들의 높고 낮음에 대응하며, 삼

각형 요소들은 음악의 하강 진행에 맞추어 화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악기의 음과 시각적 움직임의 타이밍이 매우 정확한 편인데, 마

치 현대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모션그래픽을 보는듯하다.  

 

앞서 밝힌 사례들과 같이, 이 애니메이션도 음과 도형을 1:1로 대응

시켜 사용했다. 음의 높이는 도형의 위치로, 음량은 도형의 크기로, 음색

은 도형의 외형으로 시각화되었는데, 이러한 기호적 표현들은 그 표현상

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게 지각되며, 그에 따라 공감각적인 상호 

전이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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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노먼 맥라렌, < Fiddle-de-Dee > (1947) 

 

캐나다의 노먼 맥라렌(Norman McLaren, 1914~1987)은 오스카 피

싱어의 기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필름에 흠집을 내서 시각적 

형태를 표현하는 필름 스크래치 기법을 발전시켰다. 

 

위 장면은 1947년에 제작된 <Fiddle-de-Dee>의 부분으로, 그는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필름을 긁어내거나 채색하는 방식으로 이 애니메

이션을 제작했다. 스크래치로 표현된 선의 움직임은 상당히 정교하게 바

이올린 소리의 파형을 흉내 내는데, 이것은 사운드 트랙을 통한 소리의 

시각적 관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선들은 뾰족한 파형을 

보여주다가 서서히 부드러운 파형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이올

린의 기법에 따라 변화하는 소리의 음색을 묘사한 것이다. 음색을 하나

의 개별 요소로 다루지 않고, 연결성 있는 흐름으로 표현한 점이 매우 

돋보인다.   

 

2.4.3. 뉴미디어의 음악과 영상 

뉴미디어는 전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전달 매체를 뜻

하며, 첨단기술을 통해 인간과 매체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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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콰욜라의 실시간 음악 시각화  

 

위 사진은 특수한 피아노 공연중의 한 장면이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콰욜라(Quayola, 1982~)가 이 공연의 영상을 담당했

는데, 그는 영상 제작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했다. 이 

공연에서는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인 라벨(Maurice Joseph Ravel, 

1875~1937)의 음악들이 연주되었으며,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맞춰 생

성된 이미지들이 실시간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표현됐다.   

 

영상에서의 시각 요소들은, 대부분 칸딘스키나 피싱거의 작품에서와 

같은, 단순한 도형들이다. 하지만 음과 도형이 직접 대응된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고, 각자가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으며, 다만 무수히 

많은 알갱이들의 흐름을 표현한다. 즉, 시각적인 요소들 자체는 추상적

이나, 그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파도나 바람과 같은, 자연의 사실적인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음악과 시각 예술

이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잘 보여주며, 이들이 어떤 것을 버리고 얻었는

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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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뷔시 

 

 

3.1. 드뷔시 작품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  

3.1.1. 드뷔시의 생애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로 알려진 클로드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1862년 프랑스의 생 제르망 앙 레라

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10세였던 1872년에 파리 국립음악원

에 입학하여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고, 1884년 칸타타 <방탕한 아들>로 

로마대상 수석을 차지했다. 국립음악원에서의 12년 동안, 드뷔시는 차츰 

천재적인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기존의 음악적인 규범에 순응하려

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수적인 화성법 수업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였

으나, 즉흥적인 피아노 반주 과목등에서는 1등상을 받기도 하였다.32  

     

드뷔시는 젊은 시절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심취해 있었으나, 차츰 

전통적인 형식과 화성 구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감각의 음악을 창조하

기 시작했다. 그는 1989년에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음악을 

접하고 이국적인 선율과 형식의 자유로움, 리듬의 신선함, 타악기의 효

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2개의 아라베스크>, <베르가마스

크 모음곡> 등의 유명한 피아노곡들이 비교적 초기에 작곡되었으며, 상

                                            
32 드뷔시의 생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압축해서 재구성 한 것이다: 

音樂之友社(Corp.) 편저, 오지선 옮김,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音樂世界, 

2002,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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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파 시인인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1842~1898)의 영향으로 

1894년에 작곡된 관현악곡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신예 작곡가로

서 드뷔시를 널리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에서 드뷔시는 낭만파 음악의 ‘극적인 긴장’

의 효과나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장, 단조

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선법적인 선율’, ‘자유로운 리듬’을 가진 독자적인 

음악 양식을 확립했다. 이와 같은 ‘거부’를 통해 현대예술이 지향하는 순

화(純化)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한 점에서 사상가 오르테가 이 가세트

(Ortega Y Gasset, José, 1883~1955)는 드뷔시와 말라르메를 각자의 

영역에서의 예술의 해방자라고 부른다.33  

 

낭만파 음악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음악적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드뷔시는, 음악이 모든 종류의 색깔과 빛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움직임까지도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00년 이후

에 작곡된 작품들에서 이러한 그의 생각들이 잘 나타나며, 주로 이 시기

에 작곡된 음악들이 인상주의 음악들로 평가된다.34  

 

                                            
33 오지선, ibid., p.27 
34 하지만 드뷔시는 자신의 음악이 인상주의와 연계된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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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좌)호쿠사이, <카나가와 앞바다의 파도>, (우)드뷔시, <바다>의 표지 

   

드뷔시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소묘(素描)’라는 부제가 붙은 <바다, La Mer>를 작곡하는데, 이 작품은 

일본의 유명한 우키요에35)작가인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의 <

카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를 보고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고 알려져 있

다. ‘바다’에서 드뷔시는 기존 음악의 형식적인 수사법으로부터 해방된, 

음이라는 재료의 형태와 자유로운 시간과 운동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바다에서 그 유동하는 형상을 빌어왔다.36 ‘기억’이라는 재구성 과정에서 

지각에 의해 얻어진 이미지를 상상력이 변형하고 스케치했다는37 점에서 

이 음악은 부제의 ‘소묘’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대상

의 재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특히 곡의 표지 그림으로도 사용된, 호쿠

사이의 그림에서 묘사된 바다는 다소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이고 역동적

인 움직임으로 표현되었으며, 서양적 기법으로 재현된 바다에 비해 물의 

비정형성과 우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드뷔시가 이 그림에서 주목했고, 

그의 음악에서 드러내고자 한 ‘바다’는 바로 ‘추상적 세계의 움직임’이었

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드뷔시의 음악이 기존의 음

악 기법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방향은, 전통적인 서양 미술의 양식으

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현대 미술이 추구한 방향과 무척 닮아있다.     

                                            
35) 원래 에도시대의 풍속화를 뜻했으나, 주로 채색 목판화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36 오지선, ibid., p.43 
37 오지선, ibid.,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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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드뷔시 활동 시기의 과학적 발견  

드뷔시가 과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과, 당대의 과학

적 발견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의 활동 시기는 과학의 역

사에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당시의 과학적 사건들

을 들여다보는 것 또한 드뷔시의 음악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1865년 영국의 맥스웰(Maxwell, James Clerk, 1831~1879)은 전

자기장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립하고, 전기, 자기, 빛에 관한 이론을 하

나로 통합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설명했으며, 나중에 

그 존재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가시광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고 예견함으로써, 빛 또한 전자기파임을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실재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맥스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평가

한 바 있다.38 이것은 맥스웰 이후의 사람들이, 물리적 실재를 ‘연속적인 

장’으로 이미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1887년 독일의 헤르츠(Heinrich Rudolf Hertz, 1857~1894)는 직

접 제작한 장비를 통한 실험으로, 공중에서 전기 신호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는 맥스웰의 예견을 실증했다.39 헤르츠는 지속적인 실험

들을 통해, 전파가 빛과 같이 빠르게 움직이며, 굴절과 반사가 가능하고, 

일정하게 진동하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후의 전신과 라디오 발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40  

  

                                            
38 홍성욱,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네이버 과학인물백과, 재인용   
39 헤르츠(hertz/Hz)라는 진동수의 단위는, 이러한 헤르츠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국

제전기기술위원회가 명명한 것이다.   
40 김우룡, 김해영, <세계 방송의 거인들> No.1, ‘주파수의 발견자’,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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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독일의 플랑크(Max Planck, 1858~1947)는 물체의 열 복

사에너지 스펙트럼이 보여주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양자가설’

을 제시했다. 오랜 기간 동안 진리처럼 여겨져왔던, ‘물질세계의 연속성’

을 부정하는 그의 연구는, 빛과 에너지, 원자와 파동 등 미시 세계의 현

상을 이해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이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드뷔시의 활동 시기는 크게는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

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과 에

너지의 흐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빛은 파동이라고 거

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이 제시하는, 보

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들은, 과학자들뿐만 아니

라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1.3. 드뷔시 활동 시기의 기술의 발전  

여러 과학적 발견이 이끌어낸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사물

을 지각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대중에게 직접 맞닿아있는 

여러 매체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가속화 했으며, 시간성

이 부여된,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1872년에 화가이자 사진가였던 마이브리지(Eadweard Muybridge)

는 말이 달리는 연속된 동작을, 특수하게 고안된 12대의 사진기를 통해 

촬영하는데에 성공했다.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을 연속

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준 그의 작업들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현대 예술과 영화 기술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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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마이브리지, <움직이는 말>  

 

 

1895년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Auguste Lumière, Louis Lumière)

는 직접 설계한‘시네마토그라프(cinématographe)’를 통해 최초로 활동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대중에게 상영했다. 이 최초의 영화는, 단순히 

역에 도착하는 기차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지만, 단 몇주 만에 수천명

이 관람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시네마토그라프는 전세

계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1900년에 열린 파리 세계박람회에서는 초대형 

스크린에 이들 형제의 영화가 상영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41  

 

이러한 영화 기술의 발전은,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의 움직임

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말과 글

의 언어적 표현, 그림이나 사진의 정적인 이미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시간성이 부여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

은 영향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실재’가 아니라, 실재를 반영한 ‘움

                                            
41 송성부, <뤼미에르 형제>, 네이버 과학인물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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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 자체’가 예술의 탐구 대상으로 선택되기도 했는데,42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미술 뿐 아니라 음악이나 문학 등 예술 전반에서 나타났다.  

 

 

 

3.1.4. 상징주의 문학 

드뷔시 활동 시기의 프랑스에서는 상징주의 문학이 활발하게 전개되

었으며, 다양한 예술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드뷔시 또한 여러 상징

주의 시인들과 교류했으며, 베를렌(Paul Verlaine, 1844~1896)이나 보

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 등의 작품들을 자신의 가곡에

서 노랫말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작곡

한 것은 마찬가지로 상징주의 시인인 말라르메의 영향이 컸음을 앞서 언

급한 바 있다.  

드뷔시와 이들 상징주의 시인들은, ‘언어’로 나타내기에 불가능한 것

들을, 음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고 공통으로 믿었으며, 특히 상징주의 

시인들은, 그들이 탐구했던 ‘모호성’과 ‘암시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

하기 위해 음악을 흉내 내고자 했다.43  

 

대표적인 상징주의 시인인 말라르메는 ‘언어의 영상’이 유추에 의해 

‘영상’을 만들어내고, 서로 비추어 ‘음계’처럼 되며, 그럼으로써 한편의 

‘시’가 ‘교향악’처럼 편성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44 그래서 글자

들을 음표처럼 자유롭게 배치하고, 여백을 음악의 쉼표처럼 사용했는데, 

이것은 글자의 표현 영역을 ‘시각적인 영역’으로 크게 확장하는 것이었

다. 말라르메의 이러한 감각적인 표현들은, 텍스트의 시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창작을 

                                            
42 1900년대 초반의 미래파(futurism) 등을 뜻함  
43 김석란, [통섭과 공연예술에 의한 공감각적 음악회 콘텐츠 개발], 공연문화연

구, Vol.30, p.273  
44 오지선, op.cit., p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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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45 특히 그의 작품 <주사위 던지기>에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잘 나타나있다.  

 

 

그림 13 말라르메, < 주사위 던지기 >  

 

 

<주사위 던지기>의 글자들은 언어의 기본적인 형식을 벗어나, 화면

을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글자들은 

어떤 의미로 전달되기에 앞서, 시간적인 리듬을 갖는 ‘시각적인 인상’으

로 지각되며, 형식으로서의 ‘언어적 표현’을 벗어남으로써, ‘움직임’이라

는 보다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드뷔시가 말라르메의 작품에서 받은 가장 큰 영향은, 그 ‘내용’이 아

니라, 바로 이러한 ‘탈언어적 표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뷔시가 벗

어나고자 한 ‘언어’는 낭만주의 음악의 ‘형식’이었으며, 때때로 그것은 

낭만주의 음악이 다루는 ‘감정’ 그 자체이기도 했다. ‘대상’, ‘감정’, ‘형식’ 

등의 ‘언어’로부터 벗어난 드뷔시의 음악은, 따라서 그 어떤 음악보다 자

유로울 수 있었으며, 그에따라 ‘움직임’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45 도윤정, [말라르메의 페이지 공간], 人文科學, vol.92, 2010,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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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드뷔시 음악의 움직임  

3.2.1. 컴퓨터를 통한 드뷔시 음악의 접근 

컴퓨터는 음악을 보다 직관적으로,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미국의 음악가이자 프로그래머인 스테

판 말리노프스키(Stephen Malinowski, 1953~)는 시간에 따른 음악의 

구조적 변화를 시각화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이용한다. 그의 작업에서 

도형들의 수직적인 위치는 음의 높이에 해당하고, 도형의 길이는 음의 

지속되는 시간, 도형들 간의 간격은 리듬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라 공간 

안에 펼쳐지는 음들의 시각적인 양상은, 특히 드뷔시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림 14 비발디, ‘사계’ 중 < 봄 > 

 

위의 화면은 ‘사계’ 중 <봄>을 시각화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아름

다운 표현으로 유명한 이 음악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가 1723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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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발디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화면이 멜로디의 어

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율이 만들

어내는 일정한 패턴을 시각적으로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패턴의 지각’은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음악은 봄이라는 ‘대상’을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표현한다. 즉 

대상을 ‘말’하거나 ‘노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질서가 되지 않기 

위한,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 결국 지각되고 이해되며, 감정을 담아

내는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계46)는 제한되고, 선율은 반복되며, 그

럼으로써 ‘언어적인’ 음악이 만들어진다.  

 

 

그림 15 드뷔시, ‘바다’ 중 < 파도의 유희 > 

 

위 화면은 드뷔시의 ‘바다’ 중에서 <파도의 유희>를 시각화한 것이

다. <봄>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표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두 음악

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도 있겠으나, 그 표현 양상은 매우 다르다.  

                                            
46) 음악에 사용되는 음을 높이의 차례대로 배열한 음의 층계를 뜻하며, 시대나 민족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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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서 특정한 선율을 지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이어지는 선율을 예측하거나,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드뷔시의 음악은 비언어적이며,47 비발디는 자연을 ‘노래’한 것이고 드뷔

시는 자연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신중히 접근한다면, 이 말은 드뷔시가 자연을 ‘묘사’했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이 지닌 내적인 ‘움직임’을 표현했음을 뜻하

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바다’라는 뚜렷한 제목에도 불구하고 드뷔시

의 음악은 회화에서 종종 언급되는, ‘대상의 재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자는 드뷔시의 음악의 특성을 ‘추상적 움

직임’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그럼으로써 드뷔시의 음악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드뷔시의 음악이 표현했던 자유로운 움

직임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각과 음악이 결합된 형태로, 또한 직접 조

작이 가능한 형태로 전달하고자 한다.    

 

 

  

                                            
47 주로 1900년~1910년 사이에 작곡된 음악들을 가리킨다. 본 연구자는 암의 

발병 이후, 그리고 1차대전 발발 후, 드뷔시의 음악이 다소 언어적인 표현으로 

회귀했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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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 제작 
 

 

 

4.1. 연구 과제에 관련된 이전 작품들  

4.1.1. 작품 <Draw Music>  

 

그림 16 학부 졸업전 작품 < Draw Music > 

 

학부 졸업전시 작품인 <Draw Music>이다. 적외선을 이용한 터치스

크린 방식으로 구현되었으며, 관람객의 움직임을 먼저 시각적으로 표현

하고, 그 궤적을 따라다니는 입자들이 조건에 따라 특정 음계를 표현하

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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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작품 <이미지-움직임> 

  

 

그림 17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출품작 < 이미지-움직임 > (2014) 

 

2014년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전시에 참여했던 <이미지-움직임>이

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공간 안쪽에는 자동연주 피아노48)가 설치되었고, 

                                            
48 실제의 피아노에 솔레노이드(모터의 일종)가 설치되어 자동 컨트롤이 가능한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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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아노 위에 설치된 88개의 레이저들은 수직으로 피아노의 건반에 

각각 부착된 거울에 조사되었다. 공간의 중간에는 적외선 레이저와 블루 

레이저를 양쪽에 배치하고 특수 렌즈를 사용하여 레이저의 막을 만들었

다. 관람객이 이 막에 손을 대면 피아노 쪽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관람객의 손가락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

로 처리해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다. 이때 건반의 움직임은 레이저의 

반사 각도를 변화시키고, 이 레이저의 선들은 천장 혹은 바닥에 전달되

며, 음악적 선율이 시각적으로 이어져서 만드는 면의 변화를 통해 음악

적 공간을 표현한다. 이 작업은 관람객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필요에 따

라 음계를 변화시키며 움직임을 통한 음악의 변화를 보여주고, 또 그 자

취를 비물질적인 레이저의 빛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좌우의 흐름을 몸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많았는데, 그것은 우측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고음으로 이동하는 

피아노의 배열에 대한 의식적 행동으로 보였다. 그런데 음계를 특정한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 건반이 생기게 되는

데, 이 경우 오히려 비활성화된 건반의 시각적 주목성이 상당히 강해지

는 경향이 있었으며, 관람객은 이것을 부분적 고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음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모든 음을 조작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스스로 음높이의 좌표를 의식하고 약간의 노력을 기

울여 멜로디를 표현하려 시도했다. 이 작업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된, 관

람객들의 움직임-소리 연결 짓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넓은 범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음들이 놓인 공간을 탐색한다.  

2. 음높이의 진행 방향을 가장 먼저 지각하고 움직임의 궤적을 제한한다.  

3. 의식된 공간의 좌표를 하나씩 건드려보며 음을 기억한다.  

4. 기억된 음을 바탕으로 익숙한 멜로디를 표현하고자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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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작품 <Wave>  

 

 

그림 18 ‘평창비엔날레’ 출품작 < Wave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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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2015년도 평창 비엔날레에 전시되었던 <Wave>라는 제

목의 비주얼 뮤직 설치 작품의 장면이다. 이 작품은 숨겨진 적외선 카메

라에 의해 관객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 피아노 소리를 

발생시키며 동시에 시각적인 변형을 통해 움직임을 표현한다. 본 연구자

는 이 작품에서 드뷔시가 자주 사용했던 온음음계(Whole-Tone Scale)

를 사용했다. 이 음계는 반음 없이 모든 음 사이의 음정 간격이 같은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림 19 온음음계(Whole Tone Scale) 

 

온음음계는 전통적인 오선 기보법에 표현될 때에는 반음 표시들로 

인해 다소 시각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학적인 면에서는 지수적

으로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증가하는 주파수를 가진 음들로 이루어져 있

다.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음계들이 만드는 관습적 혹은 생리적인 익숙

함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 있고, 그에 따라 완전한 운동성을 획득한다. 

이 음계는 서구적이거나 동양적인 느낌이 아닌, 매우 이질적인 이미

지를 전달한다. 그래서인지 각종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이 등장하는 장면

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애니메이터들은 무지개 색상 조합을 사용하여 이 

음계를 시각화했다.   

본 연구자는 이 음계에서 완전한 원형을 그리는 회전의 움직을 연상

했으며, 대응하는 색채로는 마찬가지로 무지개의 색들을 떠올릴 수 있었

다. 수많은 알갱이들은 중심을 기준으로 속도를 달리하는 가운데 회전하

며,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를 벗어나고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가 

균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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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음악의 외면적 표현-공간적 움직임 

음악에서의 선율이나 리듬은 주로 공간적인 움직임을 떠오르게 한다. 

공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이러한 소리의 움직임은, 화음이나 화성에서 느

껴지는 감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외면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화음과 화성’을 ‘음악의 내면적 표현’으로, ‘선율이나 리듬’을 

‘음악의 외면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그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드뷔시의 음악이 보여주는 외면적 움직임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4.2.1. 분석 대상 음악: < Movement > 

드뷔시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외면적 움직임의 분석을 위해, 비교적 

짧고 단순한 피아노곡인 <Movement>라는 곡을 선정했다. 이 곡은 

1905년에 작곡된 '영상(Image)'에 수록된 피아노 곡으로, 잘 알려져 있

지는 않으나 드뷔시가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잘 드러낸다. 메

시앙의 제자였던 알브레슈(Harry Halbreich)는 드뷔시의 피아노곡들을 

여섯 개의 작곡 연대로 나누었는데, 이 곡은 그중 제3기로 분류된다.49 

그는 이 시기를 성숙한 최고의 시기로 여기며, 이 시기의 작품들이 음색

과 피아노 음향의 풍부함을 탐색하는 것의 정점을 이룬다고 평가한다.50   

 

전통적인 오선 기보법으로 표기된 악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음

악의 시각적 움직임을 알 수 있지만, 비전공자가 악보만을 보고 전체적

인 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순수한 움직

임을 들여다보기 위해 컴퓨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컴퓨터 음

                                            
49 <달빛>이나 <아라베스크>와 같이, 일반적으로 유명한 드뷔시의 피아노곡들은 제1기

와 제2기에 해당한다. 

 
50 音樂之友社(Corp.) 편저, 오지선 옮김,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音樂世界, 

2002, p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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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위한 데이터 기술인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포맷으로 만들어진 음악 파일을 사용하였으며,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툴

인 <Processing>을 통해 시간에 따른 음의 강약과 음높이를 간단하게 

시각화해 보았다. 

 

 

그림 20 < Movement >중 도입부의 6~10 마디   

 

 

위 그림은 < Mouvement >의 도입부를 시각화 한 것을 실제 악보에 

합성한 이미지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 악기를 한 채널로 여기는 미디 파

일의 특성상,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할당된 음들이 하나로 얽혀서 시각

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작곡가의 의도나 피아니스트를 위한 

배려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음악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순수하게 

파악하는데 있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오선 기보법의 여러 기호

들을 생략하고 기초 단위의 도형인 동그라미를 사용했기에, 보다 순수한 

음악적 움직임과 음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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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내용들은 드뷔시의 음악을 외면적인 움직임으로 분석한 내

용을 다루고 있으며, 분석된 움직임들을 터치스크린 등의 인터랙티브 환

경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실제 작품 제

작에는 이들 내용 중 일부가 적용되었다.  

 

 

 

4.2.2. 파동과 아르페지오  

 

 

그림 21 아르페지오의 움직임 

 

 

이 음악에서 드뷔시는 셋 잇단음표로 이어진 짧은 주기의 아르페지

오(arpeggio)를51  주로 사용한다. 이 아르페지오의 연속은 전체적인 움

직임의 흐름을 형성하며, 기본적인 속도감을 만들어낸다. 마치 수면에 

잔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인데, 일반적인 음악에서의 멜로디에 해당하는 

주요 음들은, 이 수면의 위와 아래를 넘나들며, 보다 생동감 있는 움직

임을 만들어낸다.  

 

이 아르페지오는 위와 아래로 움직이는 반복성을 가진 사인파의 변

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움직임

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51 화음의 각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차례로 연주하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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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회전하는 움직임의 드래그를 통한 파동(패턴)의 생성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가 드래그를 통해 회전하는 형태를 그리면, 

회전의 지름에 따라 기본적인 아르페지오 패턴이 생겨난다.  

회전에 따른 높낮이는, 소리의 높낮이를 만들어내며, 회전의 각 부

분의 속도의 변화에 따라 리듬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변화된다.  

회전의 반경이 큰 경우에는 진폭이 큰 아르페지오가 발생하며, 회전

의 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빠르고 작은 높낮이를 가진 아르페지오가 발

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르페지오 패턴은 일정 시간 지속적으

로 유지된다.  

만들어진 패턴은 화면 중앙 상단에 표시되며, 이 파동의 펼친 흐름

이 하단에 선으로 표현된다. 중앙에서 초침과 같이 회전하는 바늘은, 현

재 파동의 위상(음높이)를 가리킨다. 

 

 

4.2.3. 파동의 상행 

 

그림 23 파동의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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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악의 전개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아르페지오의 상행이 가끔 나

타난다. 마치 더 큰 흐름의 파도가 밀려와서 수면의 잔물결들을 통째로 

밀어올리는 듯한 모습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단위의 아르페지오

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의 음높이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와 

같은 아르페지오의 상행은 이전에 만들어진 원형 패턴의 중앙점을 드래

그해서 위로 밀어올리는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패턴의 반복 양상은 유지되며, 전체의 음 높이가 올라가므

로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이미지의 음들을 생성해낸다.  

서서히 밀어올리는 동작을 통해, 천천히 위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나

타내며, 급격한 높이 변경을 통해, 부분적인 조옮김 효과를 만들어낼 수

도 있다. 상행과 마찬가지로, 하행의 움직임 또한 드래그를 통해 표현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24 드래그에 의한 패턴(파동)의 움직임 재현과 조옮김 

 

A : 상단으로 느린 드래그, 천천히 상행하는 패턴  

B : 하단으로 느린 드래그, 천천히 하행하는 패턴  

C : 상단으로 재빠른 드래그, 상향 조옮김    

D : 하단으로 재빠른 드래그, 하향 조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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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파동의 변형  

 

 

 

 

이 음악에서는, 아르페지오의 반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패턴이 약간

씩 변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미

리 만들어진 아르페지오 패턴을, 터치나 드래그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다양한 조작 방식

을 보여준다. 

 

그림 26 터치나 드래그에 의한 파동의 변형 

 

A : 패턴의 빈 공간에 터치함으로써 음을 추가  

B : 패턴을 형성하는 음 중 한 가지를 드래그해서 리듬이나 음높이를 변형 

C : 음을 허용범위 바깥으로 드래그함으로써 아르페지오 구성음 제거  

D : 패턴의 바깥에서 안으로 드래그함으로써 패턴의 영역 축소  

(파동의 진폭 축소) 

E：패턴의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드래그함으로써 패턴의 영역 확장  

(파동의 진폭 확장) 

 

 

 

  

<그림> 1 원본 음악 분석 - 파동의 변형 그림 25 파동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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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파동의 해체와 글리산도 

 

그림 27 파동의 해체와 상행하는 글리산도 

 

 

이 음악의 진행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극적인 상행의 움직임이 일

어나기도 한다. 마치 글리산도 주법을52 연상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을 자

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반복이 사라지면서 상행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의 패턴 자체가 변화하면서 음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아르페지오 패턴의 변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

합할 것이다. 

 

 

그림 28 드래그를 통한 파동의 해체, 상행 글리산도 재현 

 

기존의 반복 패턴 일부를 허용범위 이상의 빠른 속도로 드래그하면 

패턴의 이음줄이 끊어지며, 이동방향과 속도에 따라 순차적인 음들이 생

겨난다. 끊어진 패턴은 사용자의 추가적인 조작이 없으면 사운드 재생 

후 소멸한다. 

                                            
52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를 급속한 음계에 의해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는 방법. 



48 

 

 

4.2.6. 지속음의 움직임 

 

그림 29 지속음 

 

 

이 음악에서는 끊임없이 아르페지오가 진행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새로운 음들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러한 음들은 수면 위의 물방울이나 

수면 아래의 공기방울같이 가상의 수면을 넘나들며, 다른 음악에서의 멜

로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음들은 아르페지오의 음들에 비해, 보다 강한 세기를 가

지고 있으며, 건반의 지속과 해제가 명확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편의상 이러한 음들을 ‘지속음’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대

비되는, 아르페지오 패턴을 구성하는 음들은, ‘흐름음’이라는 표현으로 다

루도록 하겠다. 

 

 

그림 30 지속음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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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음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며, 일정 부분 예측되기 때문에 음악

의 시간 속에서 짧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 짓는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자

취를 남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지속음은 우연적이고 예

측할 수 없는 사용자의 개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취를 남길 필요는 없

으나, 음의 지속시간 동안 울림의 파장을 표현할 필요성은 느껴진다. 따

라서 중앙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의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생각한다.  

 

사용자는 패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터치하고 해제하는 동작으로

써 지속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때때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해서 수직적인 동시 화음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

다. 손가락을 대고 있는 동안에는 동심원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며, 손

가락을 떼고 나면 동심원이 투명하게 변하며 사라진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조작에서 흐름음과 지속음을 구분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지속음을 만든 터치가 드래그

로 이어져서, 흐름음의 시작점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지속음과 흐름음을 구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터치한 후, 일정 시간 이상 드래그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지속음일 확률이 

높다.  

 

2. 새로운 터치의 지점이 이미 패턴을 형성한 폐곡선에서 멀수록 지속음일 

확률이 높다.  

 

3. (터치의 세기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흐름음의 패턴의 세기의 평균보다 큰 

경우 지속음일 확률이 높다.  

 

4. 멀티터치의 경우, 사용자는 선적인 흐름의 변화보다 수직적인 화음 간격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여긴다. (동시 지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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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지속음의 화음적 표현   

 

 

그림 31 수직으로 배열된 지속음들의 움직임  

 

위 화면은 흐름음이 만들어낸 수면 위아래로, 여러 지속음들이 동시

에 넘나드는 듯한 모습이다. 즉, 화음이 표현되는 부분으로, 실제의 피아

노로 연주될 경우에는 피아니스트의 양손이 교차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와 같은 화음들을 터치스크린으로 표현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음의 배열 방향이 피아노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체 손가락 위치의 평균값으로 음높이를 판단하되, 각각의 손가락의 간격

을 통해 화음적 거리를 판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았다. 

 

 

그림 32 동시적인 지속음들의 화음적 표현 

 

A: 사용자의 여러 손가락의 동시 터치(멀티터치) 

B: 멀티 터치들의 평균 높이 및 개별 직선 거리 계산 

C: 각각의 손가락에 대응하는 음들을 수직으로 배치, 평균 높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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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음악의 내면적 표현-화성적 움직임 

선율이나 리듬과 비교하면, 음악에서의 화음이나 화성은 ‘밝음’이나 

‘어두움’, ‘긴장’이나 ‘이완’과 같은, 보다 내면적인 감성을 움직인다. 따

라서 이러한 내면적인 움직임을 ‘화성적 움직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음악의 내면적 움직임을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또한 그것을 작품에 적용한 과정을 담고 있다.  

 

4.3.1. 음과 나선 

 

그림 33 C음과 G음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나선 

 

위 그림은 서양음악의 근원을 이루는 12음계에서 반음씩 올라가는 

각 음의 주파수의 증가값을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각화해 본 이

미지이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선은 각각 다른 옥타브의 C음들의 위치

를 나타낸다. 12시 방향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파란색의 선이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음의 주파수는 2배로 높아진다. 이러한 두 배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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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즉 한 옥타브를 다시 12간격으로 나눈 것이 12음계이다. 위 그림

의 프로그램은 편의상 실제로 두 배의 각도 증가 값을 갖지는 않는 형태

로 수치가 조절되어 있으나, 빨간 점으로 표현된 G음의 관계적 위치는 

명확히 드러난다. 일반적인 조율에서 G음은 아래쪽으로 가장 가까운 C

음 주파수의 1.4983배의 주파수를 갖는다. 그러므로 C음을 기준으로 했

을 때 G음은 12음 순환구조의 거의 정 중앙에 자리하며, C음과 함께 지

수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음의 간격을 만들어 낸다.  

 

본 연구자는 음악의 역사에서 C음과 G음의 간격이 가장 중요시된 

이유를 이러한 지수적 움직임에서 찾고자 한다. 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

내는 시각적 형태는 피보나치수열이 만들어내는 나선과 아주 닮아 보인

다. 그리고 G음은 C음과 가장 조화로운 느낌을 주는 음으로 여겨져 왔

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소리 주파수의 지수적

인 간격 증가에 인간의 어떤 감각적 선호가 담겨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물론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음의 조화의 이유를 2:3 

이라는 정수의 비로 설명한다. 하지만 어떠한 대상이 단순한 정수의 비

율을 가지는 것을 아름답다고 학습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수의 

비에 생물이 어떤 선호 경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그보다는 생명현상 도처에 나타나며 특히 귀의 나팔관을 닮은 

나선형과, 그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지수적인 숫자의 증가 비율에 관심

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

에서는 C-G 음이 만드는 주파수의 간격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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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5도권 > 

 

C-G음의 간격을 하나의 단위로 놓고 점차 높아지는 음들을 나열하

면 C-G-D-A-E-B-Gb-Db-Ab-Eb-Bb-F의 순서로 연결되며, 바

로 다음에 다시 C로 돌아온다. 이 과정을 하나의 순환 단위로 여기면, 

옥타브는 7번 반복되므로, 12음씩 7번 반복되며 총 84개의 음이 포함된

다.  

 

이 형태는 이미 서양음악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완전 5

도의 상하 진행 순환도이다.53  하지만 본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나선형

과 관련된 이 형태에서, 시계방향으로 생명의 생장이라는 이미지를 부여

하고자 하며, 완전 5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음들의 방향을 

‘생장의 방향’이라 부르고자 한다. 반시계 방향은 언어적으로 반대의 위

치에 있는 ‘위축’이나 ‘소멸’이 아니라 ‘회귀의 방향’으로 부르고자 하는

데, 이것은 생명의 생장을 시간성 위주로 연상하는 본 연구자의 주관적

인 생각에 따른 것이며, 반시계 방향의 음 나열에 대한 나름의 인상에 

따르기도 한 것이다.  

                                            
53 5도권(circle of fifth , 五度園)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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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화음의 밝음과 어두움 

 

 

그림 35 화음에서 느껴지는 밝음과 어두움 

 

본 연구자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순환도의 각 지점의 음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시각화하고 소리를 확인하는 실험을 실행했다. 그리고 기존의 

음악 이론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화음들도 시각화와 함께 실험한 결과, 

위 그림과 같은 감각적인 경향성을 발견했다. 즉, 순환도에서 세 개 이

상의 음들이 만드는 간격이 동일한 간격을 지니면 중립적인 느낌을 지니

며, 간격이 증가하면 기쁨의 느낌을, 간격이 줄어들면 슬픔의 느낌을 준

다. 여기에 본 연구자가 시계방향에 설정한 ‘생장의 방향’을 대입한다면, 

생생장이 가속화되는 것을 기쁜 느낌으로, 생장이 유지되는 것을 중립적

인 느낌으로, 생장이 위축되는 것을 슬픈 느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여러 화음들 중 익숙히 알려진 화음들의 밑음(funda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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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54을 12시 방향으로 놓고 정리했으며 이들을 생장 가속 단위의 증

가, 유지, 감소의 모습에 따라 C1+2, C1x2, C1-2와 같이, 밑음의 알파

벳에 숫자와 기호가 포함된 이름을 붙여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새로

운 분류 체계에는 기존 음악 이론에서 화음이 아니라 음계로 분류되던 

펜타토닉 스케일(Pentatonic Scale)과 같은 음의 조합 또한 C1x4와 같

은 이름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화음들에서 C1+3은 C1+2보다 더 

생장하는 느낌의 경향을 보였으며, C1+4는 그보다 더 생장하는 느낌을 

보였다. 그리고 C1+3과 C1-3과 같이 회전축으로 서로 대칭 관계에 있

는 음들은, 같은 정도의 긴장도로 정확히 감정을 거꾸로 뒤집은 듯한 느

낌을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대칭 관계에 있는 다른 화

음들 또한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긴장도를 가지며 감정의 밝음과 어

두움의 극성만 바뀌는 것은 아닌가 유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분류된 밝음과 어두움의 단계들은 작품 제작에 

일정 부분 사용되긴 했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에는 훨씬 더 복잡한 방식의 

계산이 사용되었다. 현대음악이나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C7 코드나 

CM7 코드와 같이,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생장의 가속과 감속의 양면

성을 가진 코드들이 매우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작업

에서는 복잡한 코드를 세 개의 화음들로 나누고 각각의 밝음과 어두움을 

계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밝기와 어두움의 값을 다시 산출했

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밝음, 중립, 어두움의 영역을 다시 분류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통한 

분류 이전에 실험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1차로 분류되었던 화음들만 소

개하고자 한다.  

                                            
54 근음(根音)이라고도 하며, 이 음에 의해서 화음의 명칭이 결정된다. 특정한 

화음의 경우 밑음이 없거나 복수의 밑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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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밝은 느낌의 화음 

 

 

그림 37 어두운 느낌의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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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립적인 느낌의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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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화음의 색채를 결정하는 것은 음의 간격이 만드는 기쁨

과 슬픔과 같은 감성적인 느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음의 간

격에 색채를 대입하고자 했다. 어떤 음의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음의 

상대적인 간격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뉴턴

이나 스크리아빈의 연구와 같이, 어떤 음에 한가지 색깔을 부여하기보다

는, 밑음을 기준으로 각 화음의 간격에 색깔의 스펙트럼을 대응시켰다.     

 

 

그림 39 음 간격에 적용된 색 분할 

 

색깔의 순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선호되는 바와 같이, 소리의 주

파수가 높아지는(파장이 짧아지는) 방향에 색깔의 파장이 짧아지는 순서

를 부여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색조(Hue)의 수치를 12등분 해

서 사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균등분할된 색깔 구분에서는 초록색이 중앙

점 이상으로 침범하는 느낌으로 보이며, 특히 가장 이질적인 음정 관계

인 Gb음이 비교적 친숙한 연두색으로 표현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리의 주파수의 지수적 증가를 고려해서 색깔을 다시 분할해서 사

용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색들은 순환도에서 12시 방향의 빨간색과 6시 

방향의 시안(Cyan), 그리고 좌우의 차가움과 따뜻함으로 어느 정도 정

리된 배열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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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화음의 긴장과 이완 

 

 

그림 40 디미니쉬7 코드 

 

위 그림은 디미니쉬 7th 코드의 세 가지 형태를 보여준다. 이 코드

는 밝음과 어두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질적인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두움을 보다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두운 

편의 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어두운 느낌으로 분류되든 이질적인 느낌

으로 분류되든 이 코드가 불편한 느낌으로 여겨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

럼 무엇이 디미니쉬 코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그것을 순수한 텐션(Tension, 긴장)으로 설정한다. 

물론 디미니쉬 코드의 구성음들이 만들어내는 트라이톤(Tritone, 3온음) 

관계로 이 코드의 높은 텐션 값을 설명하는 화성학 이론과 연구들은 이

미 많이 있다. 하지만 높은 텐션과 감성적인 우울함을 연관 짓거나 감성

적인 우울함을 텐션으로 연결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55 본 연구에서

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생장의 이미지에 관계된 화음의 밝고 어두움의 

문제에서 텐션의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고자 한다. 그래서 화음을 감성적

인 구분으로는 ‘밝음’, ‘중립’, ‘어두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구분 안에서 

텐션의 많고 적음을 따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예를 들면 맛

을 분류하는 오래된 체계에서 매운맛을 통각으로 따로 떼어낸 것과 유사

한 측면이 힜다.   

 

 

                                            
55 거의 대부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 심리학 연구에서 Am 코드는 C Major 코

드에 비해 높은 텐션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이들 음조합이 밑음만 바뀌었

을 뿐 감정의 대칭 관계를 이루는것으로 여기며, 대칭 관계의 음조합은 같은 텐션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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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구성하는 화음의 텐션(긴장도 값)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음향학이나 음악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 화음들의 텐션 측정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경우와 같이, 화음의 종류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적 방식으로 접근한 텐션값 산출의 경우에는, 밝은 느낌을 주는 

화음에 비해 어두운 느낌을 주는 화음이 보다 큰 텐션값을 가지는 경우

가 많았다. 그리고 앞서 본 연구자가 언급한 바 있는 대칭 관계의 화음

들이나, 같은 음정 간격을 가지고 밑음만 다른 화음들의 경우에도 전부 

다른 텐션값을 가지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일정한 음악

적 규칙에 의한, 즉 조성 음악이 가진 화음 형식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

된다.  

본 연구에서는 드뷔시의 음악이 가진, 음악형식으로서의 비언어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음악 자체의 자유로운 공감각적 움직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음의 구조에서 간격의 문제를 가장 중시하고, 화음

의 구조적 대칭 형태를 밝음과 어두움의 대칭 짝으로 설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적용이 가능한 텐션 측정 방법이 필요했다. 이어

지는 내용은 텐션값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고안한 방법을 소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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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화음의 텐션값 측정 

 

 

위 그림은 본 연구자가 작품에서 이용한 화음 시각화에서 사용된 텐

션값 산출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보다 단순한 계산을 위해서, 모

든 음의 주파수 간격을 피타고라스가 설명한 정수의 비로 설정했다. 물

론 실제의 일반적인 음악은 단순한 정수의 비가 아닌 방식의 조율을 사

용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긴장값

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근사치를 얻는 것이 의미가 있을것으로 판단했

다.  

 

C 음을 밑음으로 설정했을 때, 바로 위로 이어지는 G 음의 주파수는 

C음 주파수의 3/2이다. 많은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아주 간략하게 설

명하자면, G 음 주파수가 C 음 주파수와 동조하기 위해서는 2 를 곱해야 

한다. 그런데, 이 G의 위치를 역방향으로 보았을 땐 C음을 기준으로 한 

F 음의 위치와 같다. 따라서 이 역방향에 해당하는 F 음의 밑음 동조에 

필요한 정수 3 을 더해준다. 이렇게 역방향을 같이 더하는 이유는 이렇

게 함으로써 12 시 방향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에 있는 모든 음들에 같은 

텐션값을 부여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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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B 의 세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의 경우에는, C-G 간의 양방향 

텐션값 + C-B 간의 양방향 텐션값 + G-B 간의 양방향 텐션값을 제곱

해서 합산한다. 이렇게 얻어지는 텐션값은 화음의 모든 구성음간의 관계

가 고려될 수 있다. 각각의 텐션값을 제곱하는 이유는, 본 연구자의 감

각으로 느껴지는 화음들간 텐션값들의 차이가, 단순 합산 수치에서는 다

소 작은 차이를 갖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제곱을 적용

한 수치의 경우 긴장의 양적인 감각과 수치의 상응이 훨씬 더 선형적으

로 느껴졌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수적인 세기의 변화를 

선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체 감각기관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런 산출 방법으로 얻어진 기존 화음이나 기타 알려지지 않은 화음

들의 텐션값은 2 음 이상인 경우에 최소 25 의 값을 가지며, 12 개의 모

든 음이 연주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11292 에 이르는 무척 큰 

값을 갖는다. 본 연구의 계산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들은 

700 이하의 텐션값의 화음들로 구성되며, 현대음악이나 재즈는 약 

2500 정도의 텐션값까지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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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텐션값에 따른 화음들의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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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작품 인터페이스 디자인 

4.4.1. 실험적 인터페이스 

 

 

그림 43 인터페이스 디자인 1 

 

위 그림은 사운드를 생성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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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다. 웨이브 형태의 반복, 긴장된 음, 어울리는 음 등의 요소들을 

선택하고 한데 뭉쳐서 시각적 요소들에 상응하는 음악적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단순한 시각 요소들과 단순한 행위 유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음악에 있어서 

시간성과 그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시각 요

소들과 소리들의 무질서에 매몰되어 각각의 음들이 만들어내는 긴장 관

계나 감정의 변화를 사용자가 학습할 수 있는 요소가 적었기 때문에, 보

다 설명적인 인터페이스를 도입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능적인 

복잡성을 띠는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약간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음악적 표

현 가능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림 44 인터페이스 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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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화음의 흑백 그래프 

 

 

위 그림은 중간 단계의 실험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다. 화면 속에

서 좌측에는 음들의 화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인터페이스가 위치하고, 하

단에는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음악적 변화를 보여주고 조작할 수 있

는 인터페이스가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의 모든 여백은 사용자가 자유롭

게 터치나 드로잉(드래그)을 통해 음악적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으

로 설정되었다. 타임라인 중앙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넘나드는 흰색 선

의 그래프는 화음의 감성적인 밝음과 어두움의 변화를 보여주며, 중앙선 

위쪽으로 높낮이가 변화하는 회색의 그래프는 화음의 텐션(Tension)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의 인터페이스는 음악의 느낌을 

결정짓는 화음의 밝음과 어두움, 긴장의 정도를 단순한 흑백의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이지 않았기에, 보다 색채적인 표현을 드러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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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작품 실행 화면 

 

 

그림 46 최종 작품 화면 

 

위 그림은 연구 작품 최종 버전의 실행 화면이다. 전체 화면 구성은 

일반적인 음악에서의 코드 진행에 해당하는 하단부의 타임라인과 상단의 

드로잉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하단부는 화성의 긴장도, 밝음, 

루트의 움직임 등 음악의 내면적 진행을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이며, 상단

부는 상승이나 하강과 같은 음악의 공간적 움직임과 음악의 리듬과 반복

성이 반영된 음악의 외면적 표현을 반영한 드로잉을 위한 공간이다. 전

통적인 오선 기보법에서 나타나는 음들의 움직임은 상단의 외면적 드로

잉으로 표현되며, 음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내면적 움직임은(화성적 변

화) 하단의 타임라인을 통해 조작된다. 바꿔 말하면, 이 작품은 하단의 

타임라인 조작을 통해 사용 가능한 음들의 조합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조합이 제공하는 가능성 안에서 상단의 드로잉이 만들어

내는 음악이 변화한다. 타임라인이 제한하는 음 조합은 드로잉 공간에서 

그 전체가 표현될 수도 있고 부분만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정해진 스케일이나 코드 안에서 재즈 연주자가 즉흥연주를 할 때, 

다양한 음 선택에 의한 변주가 일어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연구 작품

은 음악의 내면적 움직임을 미리 규정짓고, 그에 따라 실시간 즉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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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음악의 외면적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과

정에서 양쪽의 시각적 표현은 음악의 내면적, 외면적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림 47 흰색 배경과 검은색 배경에서의 도형 

 

배경화면 전체는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소리 요소들의 

시각화에 있어서 질량감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전통

적인 기보법을 포함한 많은 실험적 음악의 시각화 작업들에서는 음들을 

마치 질량을 가진듯한 개별적인 입자 형태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좌측의 그림에서의 개

별 요소들은 우측의 대응하는 요소들에 비해 훨씬 무거워 보이며, 크기

의 차이가 만드는 우연성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 

낸다. 우측 그림과 같이 검은색 배경 속의 요소들은 원래의 크기보다 더 

팽창해 보이긴 하나, 더 가볍고 비물질적으로 보이므로, 보는 사람들이 

개별 요소들의 형태나 관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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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안티알리아싱이 적용되지 않은 도형 

 

 

또한 본 연구 작품에서는 실시간으로 음악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높은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 초

당 표시화면 수)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1

초에 240 프레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화면에 복잡한 형태를 그려내는 경우, 도형을 이루는 

점들의 개수가 수백 개에서 많게는 4,000 개가량에 이르게 된다. 비슷한 

규모의 도형이 3개만 그려져도 12,000개가 넘는 점들을 연결해서 도형

을 그려야 하므로 이점은 컴퓨터 연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

며, 실제로 복잡한 도형들을 그린 경우 프레임 레이트가 60fps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안티 알리아싱56(Anti-Aliasing)을 작

품의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이때 발생하는 이미지의 품질 저하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약간 발광하는 효과를 적용했는데, 57  이 경우에도 검은색 배경인 

                                            
56 도형 등을 표현할 때 윤곽선에 생기는 알리아싱(깨진 패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투명도를 가진 중간 단계의 픽셀들을 생성함으로써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만든다. 

 
57 전체 화면의 픽셀 정보를 수집하고‘blur’ 처리된 이미지 복제를 만들어서‘add’ 방

식으로 블랜드했으며,‘blur’처리는 그래픽카드에서 이루어지므로 매우 빠른 처리가 가

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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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시각적으로 훨씬 효과적이었으며, 부수적으로 보다 더 비물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4.4.3. 인터페이스를 위한 화성의 시각화 

 

 

그림 49 화음의 블록화 

 

앞선 연구에서 화음을 시계 형태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회전하

는 형태는 각각의 음들이 만들어내는 각도 상의 텐션값을 파악하는 데에

는 도움을 주지만, 타임라인 상에 이들을 배치하고 연결 짓는데에는 상

당한 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화음의 밝기 값들을 실험하는데 사

용했던 것과 같은, 블록 형태로 화음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음의 변화들을 시각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

며, 음악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는 루트음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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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화음 블록의 시각화 테스트 

 

수직으로 쌓아올린 블록 형태를 베이스로 여러 가지 컬러와 형태를 

실험해 보았다.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여러 화음의 구성음들과 각각의 

개별성이 잘 드러나며, 루트의 계단 형태의 움직임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형태를 찾고자 했다. 표현될 음악에서 현대음악이나 재즈의 느낌을 내고

자 하는 경우에는, 루트음 위아래 양쪽으로 블록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루트를 가진 블록을 가시적으로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

다. 경우에 따라서 인터랙션 조건에 따라 나머지 음들의 블록을 회색으

로 비활성화하는 식으로 루트음을 드러내거나 화살표 요소를 추가해서 

루트를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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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타임라인 

 

 

그림 51 하단 인터페이스 

 

하단의 인터페이스 좌측에는 현재 선택거나 재생 중인 시간의 화음

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트랙패드가 위치하고, 중앙에는 시간의 흐

름에 따른 화음의 변화가 블록 형태의 나열로 표시되는 타임라인이 배치

되어 있다. 우측에는 상단부터 차례로 Play/Pause, Brightness, Tension, 

Root 버튼이 위치하는데, 화음의 변화를 재생하고 멈추거나, 화음의 변

화를 밝음과 어두움 위주로, 혹은 긴장도나 밑음의 움직임 위주로 조작

하기 위한 각각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상단의 붉은색 포인터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

로 진행되면서 음악의 화성이 진행된다. 이 진행 과정 중에 사용자가 좌

측의 트랙패드를 조작하면, 가운데 타임라인 상의 블록의 배열 상태가 

변화한다. 타임라인 상단의 붉은색 포인터를 드래그하면 타임라인 상의 

특정 시간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된 시간대에서 트랙

패드를 조작함으로써 모든 부분의 화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

페이스는 일반적인 음악 시퀀서 프로그램과 아주 유사하지만, 실제 연주

될 음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음들의 조합, 즉 화성의 변

화를 나열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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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버튼을 제외한 세 가지 버튼을 누르면 밝은 색으로 활성화되며 

Brightness, Tension, Root 의 세 가지 모드 중 한 가지가 선택된다. 특

정 모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놓인 블록들 위에서 드래그를 시

작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선들을 이어나가는 경우, 시간에 따른 화음

의 변화 양상을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다. 재생을 정지시키고 좌측의 트

랙패드를 조작하면 특정 부분의 화음을 보다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4.4.5. < Brightness 모드 > 

 

 

그림 52 <Brightness> 모드의 조작 

 

Brightness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타임라인 위를 드래그하면 중앙선

을 기준으로 상단으로 보다 밝은 화음, 하단으로 보다 어두운 화음을 단

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되어있던 위치별 텐

션(Tension) 정보는 무시되며, 화음의 밝음과 어두움 우선으로 화음을 

그려나갈 수 있는데, 같은 밝기를 가지는 화음 데이터들이 여러 개인 경

우에는 기존에 기록되어있던 텐션값과 가장 가까운 화음이 선택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장 밝은 화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한 

텐션값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작품에서 다루는 매우 밝은 화음들은 

텐션과 밝기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일반적인 음악이론의 관점에서는 어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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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겨질 수 있다.58 밝음과 어두움의 각각 중간 영역 정도를 드래그하

면 일반적인 음악에서의 Major 코드나 Minor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밝은 화음들은 보통 밑음이 포함된 붉은색의 블록 위로 주황-노랑

-초록의 배열을 가지고, 어두운 화음들은 붉은색 블로 아래로 보라-남

색-파랑의 배열을 가진다. 중앙선 부근에서는 중립적인 느낌의 화음 블

록들이 선택된다. 

 

 

4.4.6. < Tension 모드 > 

 

 

그림 53 <Tension> 모드의 조작 

 

Tension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타임라인 위를 드래그하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상단 방향으로 보다 긴장도가 높은 코드들이 선택된다. 이 경

우에는 기존에 선택되어있던 화음이 밝음과 중립, 어두움 중 어느 쪽에 

속해있었는가에 따라 각 영역의 화음들 중에서 텐션값에 가장 근접한 화

음 블록들이 선택된다. 이 부분의 알고리즘은 Brightness 버튼을 활성

화시킨 경우와는 약간 다른 로직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화음들의 밝음

과 어두움의 수치는 종종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 텐션값은 한 영역

에서는 단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59 

                                            
58 일반적인 음악이론에서는 텐션이 강한 화음을 어둡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59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화음들은 한 쌍의 대칭 화음을 가지며, 많은 경우

에 한쪽은 밝음, 나머지 한 쪽은 어두운 느낌을 가진다. 이와같은 대칭 화음들

인 경우에만 같은 텐션값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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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블록은 선택된 화음의 긴장도가 높을수록 보다 높은 채도로 표

시되는데, 블록이 완전히 회색으로 표현되거나 가시적으로 차이가 잘 드

러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00~2,000 사이의 텐션값을 

30%`~ 100% 사이의 채도 값으로 변환해서 블록의 컬러에 적용했다. 현

대음악, 재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들은 아주 낮은 텐션값

을 갖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익숙한 음악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블록들이 다소 흐릿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과 현

대 음악을 낡음과 생생함으로 구분 짓는 경우, 그리고 편안함과 긴장으

로 구분 짓는 경우에도 채도의 차이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상 가장 적합

할 것으로 판단했다.  

 

 

4.4.7. < Root 모드 > 

 

 

그림 54 <Root> 모드의 조작 

 

Root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타임라인 위아래를 드래그하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화음들의 밑음(fundamental note)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빨간 테두리를 가진 블록의 밑변이 밑음이며, 이전 블록의 중심에서 한 

칸 위로 진행하면 완전5도60 위의 음정 간격으로 상승의 이미지, 한 칸 

아래로 진행하면 같은 간격 아래의 음정으로 회귀적인 음악적 인상을 표

현한다. 재즈나 대중음악에서 익숙한 II - V - I 진행은 연속적으로 한 

                                            
60 C 음과 바로 위로 이어지는 G 음의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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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씩 하향하는 화음 블록의 배열로 표현된다. 이 연구의 관점에서는 일

반적인 음악 이론에서의 마침꼴61(cadence)을 텐션의 이완과 함께 이루

어지는 회귀적인 방향으로의 밑음 이동으로 여긴다.  

밝음과 어두움, 텐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한 패턴의 

연속된 블록들이, 같은 형태로 다른 높이를 가지고 반복될 때는 일반적

인 조성음악에서의 조옮김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결국 화음의 밝음

과 어두움이나 텐션의 조작은 화음의 색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며, 밑음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것은 음악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각화와 인터페이스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완전 

5도의 음정 간격을 하나의 블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즈나 현대음악

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음 위아래의 상하행 진행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쉽게 조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음 아래로 화음 전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칸 위로 블록을 올려야 하고, 반음 위로 화음 전체를 이

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칸 아래로 블록을 내려야 한다. 음악의 외면적

으로 느껴지는 공감각적인 상승이나 하강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내면적인 

화음의 움직임에서는 그 크기나 방향이 정 반대인 점은 상당히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완전 5도 간격의 그리드 외에 보다 세밀한 

그리드를 덧붙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보다 더 

큰 조작 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연구 작품의 매뉴얼에서 반음

의 화음 이동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블록의 위  

아래 방향으로 5칸의 간격이 가지는 음악적 인상을 사용자에게 학습시

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61 종지형(終止形)이라고도 한다. 화음에 의한 마침법으로, 악곡·악구를 마침하

거나 단락을 짓기 위하여 쓰이는 화음의 연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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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Track Pad > 

 

 

타임라인 좌측의 트랙패드는 주로 정밀한 화음의 조작이나 실시간 

화음 변경을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서 화음의 밝기

(Brightness), 긴장(Tension), 밑음의 움직임(Root Motion)을 가장 중

요한 세 가지 축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터치스크린 환경에서의 2D 

슬라이더 인터페이스 한 개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축을 한번에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의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테스트하기도 했지만, 왼손으로 트랙패드들을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드로

잉을 만들어내는 기본 조작 방식에서 왼손 하나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룬다는 것은 무척 어려웠으며, 실수로 잘못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래서 실시간 화음 입력을 위해서는 3축 조이스틱과 같은 형

태의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가장 접근성이 높은 터치스크린 

기반의 음악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밑음에 해당하는 축

을 포기하고 밝기와 긴장의 두 개의 축만 사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림> 2  3축 조이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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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TrackPad 조작 위치에 따른 화음 배열 

 

위 그림은 실제 작품에 사용된 트랙패드의 축에 따른 화음의 배열을 

나타낸 그림이다. 트랙패드의 상단 방향으로 터치하거나 드래그할수록 

일반적으로 메이저 코드 (Major Chord)라고 분류되는 보다 밝은 화음을 

선택하며, 하단 방향으로는 일반적으로 마이너 코드 (Minor Chord)라고 

분류되는 보다 어두운 화음이 선택된다. 중간 높이의 영역에서는 밝음과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화음이 선택된다. 앞서 소

개한 본 연구자의 화음 분류 체계에서는 예를 들어 C6, Cm7과 같이 기

존 음악 이론에서 메이저나 마이너로 분류되는 화음들도 이러한 중립의 

영역에 포함된다. 또한 Csus4, Cdim7 과 같은 특정한 화음들 뿐만 아니

라 Whole Tone Scale 과 같은 음계로 분류되는 음 조합도 이 영역에 

포함되는데, 이 중립 영역의 범위가 클수록 보다 현대음악이나 재즈화성

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선정하고 연구한 드뷔시의 음악 

‘Movement’는 이 영역에서 감정적 중립을 일관되게 지켜나간다. 그리

고 감정적 중립을 지키며 음들의 긴장과 이완, 리듬의 변화 등을 통해 

음악의 움직임 자체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트랙패드의 수평 방향으로는 화음의 텐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좌측 

방향으로는 낮은 텐션, 우측 방향으로는 높은 텐션을 갖는 화음이 선택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화음의 텐션 측정 방법에서는 2음 이상의 음

조합이 만드는 가장 낮은 텐션값은 25가 되며, 12음 모두가 연주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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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했을 때인 가장 높은 텐션값은 11,292가 된다. 그런데 중세 이전의 

교회음악에서는 3도 음정까지도 지저분하게 느끼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62  본 연구의 텐션값 기준으로는 100을 넘지 않았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의 화음들은 700이 넘지 않는 텐

션값을 가지며, 재즈 음악에서 가장 불협화음으로 여겨지는 높은 텐션의 

화음들도 대부분 2,500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음악의 역사에

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음악에 나타나는 화음의 텐션값은 

점차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19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음조합이 만드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작품에 부여하는 것에

도 나름의 의의를 부여할 수는 있겠으나, 본 연구 작품에서는 조작 가능

한 최대의 텐션값을 2,000으로 설정해서 적어도 현시대에 아주 불쾌하

게 들리는 음 조합은 피하고자 한다. 다만 미래에 사람들이 어떤 음 조

합을 먼저 받아들이게 될 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나머지 영역의 음 조합의 텐션 측정 및 시각화 또한 유의미한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4.9. 드로잉 영역 

 

하단의 타임라인 관련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용자는 자유

로운 터치나 드래그를 통해 시각 이미지를 생성하며 동시에 음들을 연주

할 수 있다. 이 영역을 이하 ‘드로잉 영역’으로 명명하고 다루도록 하겠

다. 드로잉 영역에서의 움직임은 시각적으로는 물리적인 공간축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며, 화면 상단 방향으로 세로축이 소리의 물리적인 주

파수의 증가 방향에 대응한다.  

 

                                            
62 길옥균역, [경음악 편곡법] (세광음악출판사,1988),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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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수직 배열의 음 배치 

 

 

피아노의 건반을 예로 들면, 피아노의 좌측 끝의 가장 낮은 음인 

A0 음은 드로잉 영역의 하단 끝에서 시작되며, 피아노의 우측 끝 가장 

높은 음인 C8 음63은 드로잉 영역의 맨 위쪽에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88 개의 음들의 배치는 피아노의 건반을 반시계 방향으로 90° 회전한 

것과 같다.  

 

 

그림 57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출품작, <이미지-움직임>, 2014 

 

                                            
63 A7 음의 위쪽으로 세번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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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전시에 출품한 ‘이미지-움직임’의 사진

이다. 이 작품에서는 프레임에 얇은 적외선 막이 펼쳐져 있으며 이 막을 

터치하는 것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는데, 본 연구작품과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음 높이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아노를 연습한 경험이 있

는 사용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음이 높아지는 방향

성을 의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왼손을 낮은 음, 오른손을 높은 음에 대

응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작품에 설정된 음높이의 

축이 특정 사용자를 혼동에 빠뜨릴 가능성이 꽤 있지만, 관악기의 음높

이에 대응하는 공간 축의 방향, 현악기의 음높이에 대응하는 조작 방향 

등이 각각 다른 만큼 악기의 구조나 조작 방식을 염두에 두고는 통일된 

하나의 원칙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보다는 낙하나 상승 

등 음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연상에 따른 공간의 세로축에 음

들을 대응시키는 것이 본 작품 연구의 취지에 어울릴 것으로 판단했다.    

 

 

 

4.5. 인터랙티브 구현과 작품 설치 

 

4.5.1. 사용 기술과 제작 환경 

 

그림 58 정전식 멀티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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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드뷔시 음악에서 나타나는 음 요소들의 자유로운 움

직임의 구현과 복잡한 화음의 동시적 표현을 위해 컴퓨터로 구현된 피아

노 가상악기(Virtual Studio Technology Instrument)를 사용하고자 한

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의 손가락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입력장치인 

멀티 터치스크린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우선 

멀티 터치가 가능한 적외선 방식의 터치스크린을 테스트 해 보았다. 적

외선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비교적 저렴하고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

고 있으나, 한쪽 면에서 방사된 적외선을 반대편의 수광부에서 검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손가락들이 만들어내는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접한 건반을 누르는 

행위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며, 또한 스크린에 손가락이 닿기 직전에 

이미 터치가 검출되어 버리므로 건반 악기가 가진 타격 감각을 전달하기

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화면의 질을 약간 손해 보더라도 정전식 

멀티 터치스크린을 선택했다.64  선택한 제품은 3M에서 출시한 멀티 터

치스크린으로, 80개의 터치 포인트의 동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

한 화면 사이즈가 확보되는 경우, 8명이 동시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10ms 정도의 응답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은 1/100초

의 처리 속도이며, 일반적인 피아노 건반의 누름과 소리 발생으로 이어

지는 해머 액션의 지연속도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속도이다.   

 

4.5.2. Processing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JAVA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그

래밍 환경인 프로세싱(Processing)을 사용한다. 프로세싱은 이미지, 애

니메이션 및 사운드 인터랙션 작품 창작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MIT 미

디어랩의 연구를 시작으로 발전, 제작된 도구로서 현재 학생을 비롯한 

                                            
64 정전식 멀티 터치스크린에는 미세한 전선들이 격자 패턴 혹은 물결 무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뒷편에 부착 되는 모니터의 화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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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자, 작곡가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미디 신호나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의 

공연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되어있는 라이브러리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프로세싱을 선택해서 인터랙션을 구현

했다.  

 

 

 

그림 59  Processing 화면 

 

 

4.5.3. TUIO 

프로세싱에서 사용 가능한 멀티 터치 관련 외부 라이브러리에는 

SMT (Simple Multi Touch)가 있다. 이 라이브러리는 물체의 회전, 크

기 조절 등 멀티 포인트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입력 방법들에 대응하는 

편리한 기능들을 담고 있으나, 1초당 터치 정보의 갱신 속도가 60회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선정한 정전식 멀티 터

치스크린의 응답속도의 60% 의 성능밖에 끌어낼 수가 없으며, 실시간 

악기 퍼포먼스로 사용되기에는 이러한 응답 지연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

다. 그래서 기기로부터 얻어진 멀티 터치 정보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해주는 Touch2Tui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터치 데이터를 

TUIO 방식으로 프로세싱으로 전달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했다.   



84 

 

 

TUIO는 다양한 종류의 멀티 터치스크린을 위한 프로토콜로, UDP 

(User Datagram Protocol)65 방식의 OSC(Open Sound Control)66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터치에 관련된 여러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규약이다. 

일반적인 평면 멀티 터치스크린의 경우, TUIO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은 

기본 데이터 형태를 가진다.  

 

/tuio/2Dcur  s(set)  i  x  y  X  Y  m 

 

여기에서 ‘/tuio/2Dcur’ 는 Address Pattern 으로, 멀티 터치 데이

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TUIO 규약의 

2D Cursor 데이터를 전송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전송하는 

데이터의 형식들을 검토하기 위한 Type Tag 체크 과정이 있으나, 여기

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첫 번째의 문자열(String) 데이터값 s가 (set)인 경우, 새로운 터치 

데이터가 전달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값이 (alive) 인 경우, 좌표는 바뀌

지 않은 채 터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어지는 고유번호 i에 해

당하는 터치를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TUIO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터치들의 고유번호를 통해 터치 포인트들의 생성과 유

지를 관리한다.    

 

이어지는 i는 ID를 나타내는 정수 데이터로, 새로운 터치 포인트 혹

은 이전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터치 포인트의 고유 번호를 나타낸다. 본 

                                            
65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ser datagram protocol)의 줄임말로 인터넷상

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보낸다는 신호나 받는다는 신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내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 프로토콜이다. 

보내는 쪽에서는 받는 쪽이 데이터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 확인할 필요도 없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말한다. 

 
66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에 음악적 이벤트를 주고받기 위한 단방향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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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이미 생성되어 있던 터치 포인트의 좌표값 

등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터치 포인트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독립된 드

로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됐다.  

 

x, y 는 터치 위치의 실수값 데이터이며, 터치스크린의 좌우 폭과 

위아래 높이를 각각 0.0 ~ 1.0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다.  

  

X, Y 는 터치 움직임의 벡터 값의 성분으로, 터치가 지속적으로 이

동하는 경우 터치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의 정보를 전달한다. 1초당 

이동 거리의 최대값이 1.0으로 설정되어있으며, 따라서 1초 동안 화면 

왼쪽 끝에서 화면 오른쪽 끝으로 정확하게 터치스크린을 드래그하는 경

우를 가정하면, X는 1.0, Y는 0.0 의 값을 전달하게 된다.  

 

m 은 위과 같이 X, Y 값으로 얻어지는 이동 속도 즉, √X2 + Y2  값

의 변화값(차이)을 나타낸다. 새로운 속도 값에서 이전의 속도 값을 빼

서 만들어지는 값이므로, 바로 이전의 터치(드래그)정보 보다 둔화된 움

직임이 감지되면 음수 값을 전달한다. 본 연구자는 이 값의 절대값들을 

일정 시간 모두 더해서 음의 세기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는데, 뒤이어 소

개되는 내용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5.4. 터치의 단계 

프로세싱으로 만들어진 본 연구 작품이 시작되면 Touch2Tuio.exe
67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호출하고, Touch2Tuio로부터 위와 같은 데이터들

을 전달받아서 입력 정보로 활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자는 단순한 누름, 

해제나 드래그뿐 아니라 보다 디테일한 건반악기의 조작을 흉내 내기 위

                                            
67 윈도우OS 환경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32비트 버전은 

Touch2Tuio.exe을, 윈도우 64비트 버전에서는 Touch2Tuio_x64.exe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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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 데이터들을 가공, 터치를 몇 가지 단계로 더 쪼개서 사용했다.  

 

표 3 터치 이벤트의 세부 단계  

기존 터치 단계 일반적인 동작 세분화된 터치  작품 내 동작  

Pressed 오브젝트 누름 Pressed 인터페이스 조작 

Triggered  Short - 트릴과 같은 매

우 짧은 건반 누름  

Long - 음 지속의 의도를 

가진 긴 건반 누름 

Dragging 오브젝트 이동 Dragging 아르페지오와 같은 연결음

들의 순간적 건반 누름  

Released 오브젝트 해제 Released 인터페이스 조작 해제 / 

건반의 해제 (Release) 

 

 

Pressed 단계 

새로운 ID를 가진 터치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Pressed 단계가 실행

된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터치 좌표에 존재하는 작품 인터페이스 주요 

요소들을 판별하며, 이 요소들의 외곽선 범위 내에 터치 좌표가 들어있

는지 검사하는 방법으로 특정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한 유저의 개입 여부

를 판별한다. 유저의 의도가 인터페이스 개입이 아닌, 터치를 통한 음악 

표현에 있는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Triggered 단계로 이동한다.      

 

Triggered 단계  

위의 Pressed  단계에 시작된 터치 이벤트는 20ms(1/50초)가 지

나면 짧은 시간 동안 합산된 모든 터치 데이터의 이동 속도 변화 값의 

절대값의 합을 계산한다. 이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Triggered / 

Short 단계로 진행해서, 트릴과 같은 빠른 건반 연주의 효과를 만들어 

낸다. 앞서 언급한 속도 값들의 합계가 1.0 이상이 경우에는 의도된 터

치의 지속으로 판단하며, 터치 데이터의 이동 벡터 값들의 모든 합을 검

토한다. 이동 벡터 값들의 합이 특정 범위보다 큰 경우에는(손가락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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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터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건반 누름의 의도보다는 화면 드래

그를 통한 시각 요소의 생성이나 아르페지오와 같은 건반 주법의 의도로 

여기고 건반을 누르지 않으며, Dragging 단계를 호출한다. 이동 벡터 값

들의 합이 특정 범위보다 작은 경우 (손가락이 최초 터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 Triggered / long 단계로 이동하며, 이때는 일반적

인 건반의 누름을 통한 지속적인 음을 표현한다.  

 

 

그림 60 터치의 시간과 움직임에 따른 분류 

 

Dragging 단계  

시작과 동시에 Dragging 단계로 진행하거나 Triggered 단계 이후

에 사용자의 드래그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Dragging 단계가 지속적으로 

호출된다. 사용자가 손가락을 스크린으로부터 떼기 전까지 이뤄지는 터

치 정보는 화면에 선 요소를 생성하며 피아노의 글리산도 주법과 같은 

연주를 만들어 낸다.   

 

Release 단계  

특정 터치 데이터는 일정 시간 이상 새로운 갱신된 데이터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 Release 단계가 실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이 터치를 통해 눌려진 건반이 있는 경우 이 건반을 해제함으로써 지나

친 피아노 음들의 울림을 방지하고, 다시 즉각적으로 피아노 건반이 연

주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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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터치의 세기   

정전식 멀티 터치스크린은 압력을 감지할 수 없고 따라서 음의 세기

를 터치 입력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 번의 테스트 결과 3M 

멀티 터치스크린과 같은 우수한 스펙의 터치스크린에서, 상대적으로 강

한 터치는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 좌표의 진동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진동의 변화량을 통해서 터치의 강약을 표현

할 수 있었다. 건반 누름의 세기는 위에 언급한 Triggered-Short와 

Triggered-Long을 구분 짓기 위해 사용했던 속도 변화 값들(Pressed 

단계와 Triggered 단계 사이에 전달받은 터치 데이터들의 이동 속도 변

화값의 절대값의 합)을 통해 산출된다.   

 

 

그림 61 터치의 강도에 따른 진동 발생 

 

터치 좌표의 변화: (x1, y1) (x2, y2) (x3, y3) (x4, y4) (x5, y5)  

속도변화3: m3 =  √(x5 − x4)2 + (y5 − y4)2 - √(x4 − x3)2 + (y4 − y3)2 

속도변화2: m2 =  √(x4 − x3)2 + (y4 − y3)2 - √(x3 − x2)2 + (y3 − y2)2 

속도변화1: m1 =  √(x3 − x2)2 + (y3 − y2)2 - √(x2 − x1)2 + (y2 − y1)2 

이동속도 변화 절대값의 합: 절대값(m1) + 절대값(m2) + 절대값(m3)  

 

1/50초 이내에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직은 강약의 정확도가 높지 않은 한계를 지니지만, 앞으로 보다 빠른 처

리 속도를 가진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출시됨에 발맞추어, 위와 같은 타

격의 세기 산출 방법의 정확도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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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선율 드로잉의 구현 

 

 

그림 62 선율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드로잉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누르고 드래그로 연결하지 않으면 지속음이 

연주된다. 이때 타격의 강도에 따라 각각 다른 크기를 갖는 원형의 시각 

요소들이 발생하며, 이들은 사용자가 손가락을 떼면 곧 사라진다. 이러

한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음악 요소들은 터치한 순간 손가락에 가려지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표현되는 것이 고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

우에는 원 요소들이 금방 화면을 가득 채워버리며, 원들 간의 간격이나 

각각의 색깔이 만드는 화음적 관계를 보여주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속음에는 시각적으로 큰 역할을 부여하지는 않고자 했으며, 사

용자가 손가락을 통해 직접 느끼는 위치감각이 지속음들의 시각적 표현

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드로잉 공간에서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드래그하면 현재 설정된 화

음들이 Y 축 높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한번 연주되며, 좌표의 이동에 대

응하는 선적인 이미지가 생성된다. 선의 시작점의 높이보다 선의 끝점의 

높이가 높으면 전반적으로 상행하는 음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시작점의 

높이보다 낮은 끝점이 만들어내는 선은 하행하는 음악적 효과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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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러한 선적인 요소들은 상행 혹은 하행의 연주가 완료된 이후에

도 몇 초 간의 지속 시간을 가지며 중첩되고, 음악의 시각적인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드래그의 좌표는 1/240 초마다 기록되므로, 사용자의 리듬적인 의

도를 꽤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이 선의 움직임에는 시간적인 간격의 

변화량이 담겨있는데, 예를 들어 우연히 거의 직선으로 표현된 선의 경

우에도 사용자의 멈칫거림에 따라 기록된 포인트의 간격(밀도)가 변화하

기 때문에 음악적 리듬이 변화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된다. 혹은 같은 속

도로 이동한 선이라도 이동 궤적의 형태에 따라 리듬을 변화시킨다.    

 

 

그림 63 드래그의 움직임이 만드는 리듬 

 

사용자가 드래그를 통해 처음 드로잉을 시작한 위치로 되돌아가는 

경우, 표현의 의도가 반복에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드뷔시

의 음악 ‘Movement’의 시각적 재현을 위한 연구 내용에서 다룬 바 있

는, 반복적인 아르페지오 표현을 나타내는 폐곡선이 생성된다. 이러한 

폐곡선은 곡선을 이루는 점들의 개수에 따라 몇 초에서 수십초 까지 지

속시간을 달리하며, 반복적인 아르페지오 연주를 발생시킨다.  

 

사용자의 드래그 조작에서 선 요소의 표현과 폐곡선의 표현을 구분

짓기 위해서, 우선 시작점과 끝점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 길이가 특정

한 수치 이내인 경우에만 폐곡선을 생성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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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도에서 벗어나, 폐곡선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바로 이전의 점 사이의 모든 점들이 만드는 

폐곡선을 도형화하고, 끝점이 그 도형 내부에 있는지 체크하는 알고리즘

을 추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충돌 체크’라

고 부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점과 끝점 간의 거리와 별개로, 사용

자의 의도가 폐곡선의 생성에 있는 여러 경우들을 판별할 수 있었다.  

 

 

그림 64 반복을 위한 폐곡선 생성 조건 

 

 

 

 

그림 65 테스트 프로그래밍 1 

 

위 그림은 선형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실험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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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각도를 달리한 도형의 중첩 등을 통해 화

성적 긴장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았다.     

 

 

그림 66 테스트 프로그래밍 2 

 

위 그림은 마찬가지로 선형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 작업이다. 사용자의 의도된 움직임을 빠른 속도로 반영하며, 

선택된 화음과 부속음들의 변화가 만드는 어긋남(빈 간격)을 시각화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업에서는 특정 구간의 도형의 진

동(중첩)을 통해 화성적 긴장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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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테스트 프로그래밍 3 

 

 

그림 68 테스트 프로그래밍 4 

 

위의 두 가지 그림들은 선형으로 이어진 음들 간의 긴장 및 이완 관

계를 보다 집중해서 시각화하기 위한 실험 작업들이다. 음들의 상호 연

결성을 선으로 표현했으며, 직선들 중에 섞인 곡선 등으로 특정한 긴장

감을 유발하는 화음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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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테스트 프로그래밍 5 

 

 

그림 70 테스트 프로그래밍 6 

 

위 실험 작업에서는 선적으로 이어진 각 음들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모아레 현상을 통해 화음적 긴장감(Tension)

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음들 사이에 

연결된 선들의 모양이나 색상으로 화음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지 탐구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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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실제로 작품에 응용된,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 한 

선형 궤적의 이미지들이다. 앞선 실험 작업들에서의 복잡한 시각화는 실

시간 반응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소리와 함께 그려

지는 시각 이미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나 터치스크

린 조작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예측해 보았으며, 형태에 따른 시스

템의 부하도 측정하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고쳐나갈 수 있었다. 시스

템적으로 모든 점의 인접한 점들을 순차적으로 평균화하여 시간이 지날

수록 보다 완화된 곡선을 가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그림 71 작품에 적용된 실시간 드로잉 

 

이 드로잉 영역에서의 사용자의 움직임은 음높이와 리듬에 직접 작

용하며 음악과 시각요소를 생성해 나간다. 앞서 소개한 하단의 인터페이

스들에서 선택되는 것이 물감(색채)이라면, 이 드로잉 영역은 선택된 물

감을 흩뿌리거나 붓으로 그려내는 것으로써 색채를 공간적으로 ‘실재화’ 

하는 공간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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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설치 사진 및 스크린샷 

 

 

그림 72 작품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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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작품 동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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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작품 동작 모습(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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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포스터 

 

 

그림 76 포스터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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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포스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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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포스터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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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포스터 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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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드뷔시의 음악에 나타나는 시각적 움직임에 주목하고, 

음악과 시각예술의 연결에 있어서 드뷔시의 음악이 가지는 위치를 새롭

게 바라보고자 했다. 이렇게 음악 시각화의 중요 지점을 다소 앞당겨 인

상주의 음악으로 연결 짓는 것은, 현대의 음악 시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물질성과, 그로인해 드러나는 순수한 움직임의 기원을 찾는

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뷔시 음악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통찰을 바탕으로, 음악을 

움직임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했으며, 내면의 움직임과 외면

의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했다. 특히 조화나 불협, 긴장과 

이완이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감정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치화하고, 이

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컴퓨터 음악 작곡을 위한 새로

운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개별화된 시각 요소들에 여러 음악적 현상들을 대입하고자 하는, 기

존의 지배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각각의 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를 보다 

중점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한 점에서 본 연구는 독자성을 지닌다. 그 과

정에서 음악 이론의 복잡한 문제들을 직관적인 시각 디자인의 방법론을 

통해 접근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음악의 시각화 연구들을 위한 기초 연

결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문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음

악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의 움직임을 통해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신체 활용 음악 교육을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과 시각이 동시성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통합된, 

관객 반응형 콘텐츠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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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추후 연구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서 느껴지는 내면적인 감정을 긴장의 정도, 밝

기의 정도, 밑음의 움직임의 세 개의 축으로 설명하고, 각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량화하여 시각화에 이용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연구자 본인의 주관적인 감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보편성을 담

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실험

을 통해 그 정량화 및 시각화 방법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악기는 피아노만을 사용했고, 음악의 음량이나 

음색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타악기를 포함한 다양한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실제 음악의 

다채로운 모습을 시각화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

에 없다. 음색, 음량, 리듬과 박자 등 이번 연구에서 소홀했던 음악의 주

요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

한 실제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면 터치스크린에서의 조작 상의 한계를 벗어나, 각종 센서

나 조이스틱과 같은 물리적인 입력장치의 적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큰 범위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임의 의도

를 음악과 시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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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s to bridge music and visual arts have been made in various 

forms throughout the history of arts. Crossing the boundaries of mu-

sic and visuals, numerous artists, musicians, and engineers have at-

tempted to produce diverse expressions combining sound and visuals 

by applying the structural designs of music to other areas of arts as 

well as relaying impressions of visual arts to music. Exploring such 

artistic endeavors has kindled my curiosity in why a musical phe-

nomenon spawns a visual one and caused me to consider how the 

internal emotion of music affects man and how to visualize it. I have 

sought ways to express both dimensions simultaneously through 

computer programming. 

 



111 

 

Debussy’s music has produced in me many inspirations and a pro-

found curiosity in the origin of the impression of vivid visual move-

ment that his music creates. Therefore, I have contemplated on the 

life and the works of Debussy in multiple angles and the reason for 

such a phenomenon. As a result, I have come to conclude that it stems 

from independence from the conventions and the form of the pro-

duced effect, in other words, abstractness, and then sought ways to 

visually realize the said characteristic of Debussy’s music. 

 

In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 considered the general theories 

of music and visualization and examined the forms of association be-

tween music and visual arts throughout the history of arts. Then I 

attempted to ascertain the perspectival limit found in the existing 

music visualization and bridge music and visuals from a new per-

spective. I proceeded to select and analyze the most distinctive 

works of Debussy. I searched for ways to reproduce the movement 

of Debussy’s music from the standpoint of external expression of 

music and to visualize the issue of balance and emotion in music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l expression of music. Finally, I described in 

detail the process in which the acquired result from this research has 

been technically applied to create actual works.  

 

This research holds a value in originality in that, based on the in-

sight gained from examining the music of Debussy, it attempts to in-

vestigate music through the perspective of movement and to inte-

grate music and visuals through the idea of movement. Above all, it 

demonstrates a new potential of visual music by presenting ways to 

set the harmony and the emotion of music as an internal movement 

and express it visually. The formative approach of this research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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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 goes beyond simple production of works, providing a more in-

tuitive connection to understanding music and presenting a new 

methodology in the study of music. It is my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transcend the barrier of the complex theory of music and con-

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xpressive tools of music and visuals 

with easier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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