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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뮤직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음악 저작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소

프트웨어화 되어 x고 있다+ 신디사이저%Mpek_ejiqei&의 경우 디지털 기

술의 여러 장점을 수용하면서 더 복잡하고 화려한 음색을 원하는 전문

x들의 요구에 따라 구조적으로 복잡해져만 ~고) 때문에 그 조작을 이

해하고 손쉽게 소“’ 만들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y 회사에서는 그에 

한 안으로 프“셋을 탑재하지만 그 수 조차 몇 천개에 달해 초심

자는 과다한 브라우징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한 안으로 작동법이 까다로운 신디사이저’ 

개선하여 소“’ 만드는 방법론 자체’ 변형하여 더욱 쉽게 바꾸거나) 

소“’ 만드는 과업 자체’ 배제하고 음색을 완전히 자동으로 찾아주

는 방향의 연구 등이 있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상호작용적 유전 알고

“즘%iekeiXZkime geeekiZ Xcgfiik_d) DB<&을 이용하여 사용자x 원하는 

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구x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연구되어 왔던 신디사이저의 인지적 음색 모델 

연구와 DB<’ 통한 음색 생성 연구’ 바탕으로) 더 빠르고 쉽게 새롭

고 좋은 소“’ 찾을 수 있는 자동 음색 생성 시스템을 제안하려 한다+ 

DB<’ 통한 음색 추천과 같은 방향의 문제이지만) 신디사이저 음색의 

모델링을 통해 분류’ 선행함으로서 성능과 사용성을 극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어 2 뮤직 테크hr지% VSA% 신p사이저% 인지적 음색 모m% 유전 

알고u즘% 상호작용적 유전 알고u즘% 음색 자n 생성. 

학번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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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장 서론 

제 . 절 연구 배경 

음악 제작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jf]knXie jpek_ejiqei&는 

점차 없어서는 안될 악기x 되어x고 있다+ 전자음이 점차 중음악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운드 디자인의 중

요성 또한 나날이 증x하고 있다+ 이미 애플 매킨토시의 구동음) 윈도

우의 구동음) 그“고 인텔의 유명한 징글과 같이 사운드 디자인 자체x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에 지 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x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신디사이저는 사운드 디자인의 중심에 있으며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최근 신디사이저는 비단 이러한 전문x의 영역 뿐만

이 아니라 준 전문x) 혹은 음악 제작의 초심자에게까지 그 사용자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의 등장과 발맞추어 컨텐츠로써 음악을 소비하는 창구x 매우 

넓어졌으며) 사용자 입장에서의 접근성 또한 매우 증x하였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음악 유통의 단계’ 극도로 압축시킴으로써 누구나 시장

에 자신의 음악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 아마추어 음악 제작들이 자신의 곡을 아이튠즈%iNleej&나 음악 스

트“밍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자) 아마추어와 프로 

음악 제작자의 경계x 허물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저x형 혹은 무료 음악 저작 프로그램들%[igikXc Xl[if 

nfibjkXkife) ?<W&이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태블릿 K>나 스마트폰 

등에서도 이와 등한 수준의 작업이 x능하게 되었다+ 이’ 바탕으로 

음악의 제작은 이제 하나의 소비 문화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x능하게 한 것은 이러한 ?<W들과 x상 스튜디오 

테크놀러지%miiklXc jkl[if keZ_efcfgp) PMN&라고 할 수 있다+ 뮤직 테크

놀러지x 나날이 발전하여 물“적인 악기들이 하나씩 소프트웨어로 제

작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x상 악기의 사용이 날이 갈수록 증x



/ 

 

하는 추세’ 보이고 있다+ 스테인버그%MkeieYeig&사x 주도한 x상 스튜

디오 테크놀러지는 스튜디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명사라고 불릴 정

도로 혁신적인 변혁을 이루어냈다+ 악기와 오디오 이펙트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음악 장비들은 소프트웨어화 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입력장치

인 마이크와 출력장치인 스피커’ 제외한 거의 모든 장비x 소프트웨

어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화의 주된 목적은 하

드웨어 장비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었던 물“적) 연산적 한계’ 극복

하는 데 있다+ 더 나은 성능과 종래에는 불x능했던 새로운 기능을 탑

재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 적으로 저렴한 x격에 이

용이 x능해졌다+ 또한) MkeieYeig나 <ggce 과 같은 오디오 플러그인

%gclg*ie&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M?F%jf]knXie 

[emecfgdeek bik& 등의 체계화와 배포) 개발 관련 문서관“ 등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현재는 그 개발이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수준

까지 확산되어 있다+ 오디오 플러그인 및 x상 스튜디오 테크놀러지와 

관련하여 x장 규모x 큰 인터넷 포럼인 FPL 오디오.에 등재된 상업,

비상업 목적의 x상 악기의 수는 0)---개에 달하며) 계속 증x하고 있

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의 경우) 고전적인 신디사이저 알고“

즘의 구조적 복잡성이 하드웨어 제한이 없어짐과 맞물려 오히려 더더

욱 증x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의 증x는 새롭고 복잡한 소“’ 만들

어내는 것에는 적합하나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그 접근성과 사용성

이 상 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효과’ 봐왔다+ 종래의 아날로그 신디사

이저들이 지니고 있던 물“적 한계) 즉 전자회로 및 기계적인 인터페이

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x) 발전된 중앙처“장치와 디지털 신호 처

“)  BOD%giXg_iZXc ljei iekei]XZe&로 인해 극복된 것이다+ 신디사이저’ 

구성하는 발진기) 필터) 엔벨로프 발생기%eemecfge geeeiXkfi& 등의 수

의 제한이 없어지고 이들 z의 배선 또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현 적

인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의 부분은 결과물인 합성된 소“의 질을 

_kkg7,,nnn+bmiXl[if+Z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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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하기 위해 이 구성물들의 수와 연결의 x능성을 x능한 최 로 하

는 경향을 보인다+ IXkime Dejkildeek의 주력 신디사이저 중 하나인 

HXjjimex 탑재한 사용자 조작이 x능한 파라미터의 수는 .1-개에 달

하고) 또 다‘ 유명 신디사이저인 동사의 AH5은 .)-61개에 달하는 파

라미터’ 제공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 연결이 x능한 경우의 수’ 고려

하면) 사용자에게 절  적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종래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조작이 x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상)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인 Mini Moog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인 NI사 Massive의 주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히 신디사이저’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나 전자 음악 전문xx 아

닌 사용자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크게 다x온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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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는 결국 소“’ 만들어내는 합성 알고“즘의 변수x 되는 것인

데) yy의 파라미터x 음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변인인지 알기 위

해서는 y기 다‘ 신디사이저들의 합성 방법에 한 이해x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한 안으로 일반적으로 악기 회사들이 제

공하는 해답은 사운드 디자이너에 의해 선 제작된 프“셋%giejek&의 탑

재이다+ PMN에서도 규약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는 y 신디사이저

x 특정 소“’ 만들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조합을 미“ 

저장하고 사용자x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운드 

디자이너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이 사운드 프“셋들은 때로는 바로 산

업 음악에 사용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사운드’ 제공하기 때문에 y 

악기의 음질을 평x하는 x장 영향력 있는 요소 중 하나x 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측면이 악기 회사들이 프“셋의 수’ 늘“는 계기x 되었

다+ 예’ 든 HXjjime는 총 .)02-개에 달하는 프“셋을 탑재하고 있으

며 AH5은 .)/--개 x량의 프“셋을 탑재하고 있다+ 사용자는 몇백 개

의 파라미터’ 조작하여 소“’ 만들거나) 몇천 개의 프“셋 사이에서 

원하는 소“’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분류적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에 한 안은 존재한다+ 일반적인 분

류는 합성된 전자음이 종래 존재하는 악기 중 어느 종류의 악기와 비

슷한 속성을 지녔는지에 따르는 분류법이 있고) IXkime Dejkildeek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분류체계에 음색) 장르 등의 추x적인 분류 

체계’ 추x하여 사용자x 이러한 분류 체계에서 원하는 속성을 선택

하면 그 선택된 항목들의 교집합에서 프“셋이 제시되는 수준이다+ 하

지만 일반적인 단순한 분류는 여전히 그 경우의 수x 충분히 줄지 않

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전문x인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직접 수기로 

입력한 레이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소“에 한 인지적 

견해x 다’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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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절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신디사이저 알고“즘을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 음색

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신

디사이저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많은 음악 제작

자들이 신디사이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그 재료x 되는 좋은 소“’ 찾으

려는 욕구는 실력과 경험을 막론하고 음악 제작자들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디사이저의 경우) 그 알고“즘의 구조

적 복잡성과 음원의 질은 비례’ 보이지만) 사용성이나 학습 난이도는 

반비례하는 딜레마’ 안고 있기에 이’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앞으

로 사용자 지향적 신디사이저 설계와 개발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사

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디사이저의 기본적인 알고“즘 구조’ 단순화시키

지 않으면서도 사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톤에 한 인지적

인 데이터’ 수집할 것이다+ 그“고 이’ 근거로 사용자에게 더 적은 

단계’ 통해 원하는 소“에 접근하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톤 추천 시

스템을 제안하려 한다+ 본 시스템의 주된 상은 신디사이저 메커니즘

의 이해x 충분한 전문xx 아닌 초보자나 초·중급 사용자이나 전문x

나 중상급 이상의 사용자도 충분히 그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개선을 

이루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 위한 과정으로 연구는 첫째) 데이터 수집을 위한 x상 악기 플

러그인을 제작하고) 둘째)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용자로부터 소“의 인

지와 언어적 설명 z의 상관관계’ 밝히기 위한 데이터’ 수집할 것이

며) 셋째) 이렇게 취득된 데이터’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자동 음색 생

성 및 추천을 할 수 있는 x상 악기 신디사이저’ 구현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제시된 시스템과 기존의 시스템을 비교하여 사용자의 만족

도) 음색의 질에 한 정성적 평x) 탐색 시z을 측정하는 정량적 평x 

등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신디사이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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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벽을 낮추고)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여 x

상 악기 신디사이저의 딜레마’ 풀어보고자 한다+ 이’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음색을 비교적 적은 단계로) 상 적으로 

단시z 안에 찾을 수 있고) 동시에 이미 저장된 선택지 중의 안이 아

닌) 완전히 새로운 소“’ 얻게 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

구x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에 해 살

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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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장 이론적 배경 

제 . 절 컴퓨터 이용 합성%><M 7 >fdglkei <i[e[ Mpek_ejij&연구

와 문제 정의 

/+.+.+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 

소“ 합성이란 의도하는 음향적 감y을 불러일으키는 신호’ 전기)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U.V+ 소“ 합성은 수학적으로 보

자면 원천 주파수%]le[XdeekXc ]iehleeZp&) 음의 세기 등이 변수로 입

력되고 내부적으로는 필터) 엔벨로프 제네레이터 등의 여러 하위 함수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함수) 혹은 알고“즘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다수의 소“합성 알고“즘이 개발되었으며) 표적인 것으로 x산합성

%X[[iZkime jpek_ejij&) 감산합성%jlYkiXZkime jpek_ejij&) AH%]iehleeZp 

df[lcXkife&) WXmej_Xgieg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부분의 고전적인 

방법들은 종래의 아날로그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었으나) NNM%keok kf 

jgeeZ_&) MPM%jiegieg mfiZe jpek_ejij& 등 시스템 복잡성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아날로그로 제작하기는 불x능에 x까웠다+  

이러한 이유로 초창기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는 컴퓨터의 연산력을 

이용한) 고도로 복잡한 합성 알고“즘의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 x창 및 음성 합성은 다‘ 모든 악기에 비해서 음색의 변화x 심하

고 발음이라는 또 다‘ 차원의 변인이 존재하여 그 모델링의 복잡도x 

특히 높다+ 때문에 .62-년 후반 벨렙%=ecc GXYj&에서 최초로 그 알고“

즘이 구현되었지만 계산 비용의 문제로 일반화되지 못했다U/V+ Lf[ek 

또한 x창 합성 알고“즘인 >C<INU0V’ 제안하면서 x창 합성이 기

존의 합성 방법보다 그 계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컴퓨터와 디지털 기

술이 힘을 빌“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반증하듯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x창 합성 알고“즘이 발전하여 그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PfZXcfi[와 같은 상업적 알고“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알고“즘이 일반적으로 기계 학습에 의존하여 성능 향상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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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기계 학습 기반의 x창 신디사이저들은U1) 2V 주로 

CHH%_i[[ee HXibfm df[ec&을 이용하여 결정론적으로 정의하기 어

려운 y 발음의 포먼트%]fidXek& 필터 계수) 발은 변동 z의 필터 보z

%iekeigfcXkife&) 성 의 음원 모델링 등을 하고) 이’ 기반으로 소“’ 

합성한다+ 

 

 

<그림 2> Source-Filter Model 기반의 가창 신디사이저의 구조도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컴퓨터와 디지털 프로세서의 힘을 빌” 

디지털 신디사이저들이 등장하자) 한편으로 컴퓨터’ 이용한 소“ 합성

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 관점에서의 연구x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디사이저의 저수준 패러미터들을 신호처“ 관점에서 소“’ 규정하

는 속성들로 매핑하려는 연구U3Vx 있었고) 소“’ 표현하는 언어적인 

태그들과 매핑하려는 시도U4) 5Vx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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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는 이와 같이 점차 컴퓨터의 연산력을 사용하

는 것 뿐만이 아닌 사용성 증 ) 언어적 표현을 통한 소“ 합성 등으로 

그 범위x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경향의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

는 신디사이저의 복잡한 운용 방법에 한 안으로서 음향,음악 신호 

분석 알고“즘과 기계 학습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상 소“나 사용

자의 의도에 맞는 음향적 감y의 소“’ 만들기 위해 컴퓨터’ 그 연

산의 주체로 사용하는 경우와) 반자동 혹은 자동으로 사용자x 원하는 

소“’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의 문제 정의 

비교적 최근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는 크게 두 x지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물“ 모델링) 아날로그 회로 모델링 등의 기법을 통해 신디

사이저의 결과물인 소“ 자체’ 향상시키려는 방향과) 전문x들을 위해 

제작되고) 발전되어 온 합성 알고“즘을 초심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하여 그 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신

디사이저는 고x의 전문x 장비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용성) 특히 학

습성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또한 신디사이저 알고“즘의 

높은 복잡도는 소프트웨어로 그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

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 파라미터의 갯수x 곧 결과물인 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파라미터는 그만큼 소“’ 다양하고 섬

세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 x능성을 바탕으로 

미“ 제작된 프“셋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게는 

프“셋 자체의 음질에서) 전문x에게는 전문적인 조작에 의한 더 자유

로운 소“의 표현에서 악기 자체에 해 t좋은 소“u라는 평x’ 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파라미터 수는 결국 사용 목적인 소“의 특성과 y 

파라미터z의 연결 x능성을 늘려) 시스템 사용의 난이도’ 높이는 결

과’ x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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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 적 신디사이저들은 프“셋 브라우저와 개별 조작이 

x능한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진 이중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것으로 신

디사이저의 전문x와 초심자 양자에게 유“한 학습 곡선을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창작자의 위치에 있는 신디사이저 사용자들에게는 초심자

’ 위한 인터페이스인 프“셋이 점차 큰 불만족이 된다+ 예술인이라는 

특수 집단인 악기 사용자들에게 새롭고 좋은 소“에 한 욕구는 채워

질 수 없는 욕구이며) 전문x에 의해 만들어진) 같은 악기로 제작된 새

로운 소“들의 끊임 없는 등장은 이러한 격차’ 강하게 인지시키는 계

기x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디사이저x 안고 있는 학습성의 또 다‘ 문제는 신디사이저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BOD에 기반한 프로그래밍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신디사이저’ 다루어 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프로그래밍 

언어’ 통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  .로 비교하기는 불x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신디사이저의 톤을 만든다는 것은 발진기) 엔

벨로프 발생기) 이펙트 등의 모듈들의 기능에 한 이해x 수반되어야 

하고) yy의 모듈 z의 자유로운 연결) 그“고 모듈의 변수’ 설정하

는 과정을 통해 무로부터 복잡한 음색을 만들어나x는 과정 전반은 일

반적인 의미의 프로그래밍과 맞닿아 있다+  

?fYiiXe은 프로그램이 컴퓨터x 특정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련

의 지시라고 정의하며) 프로그램과 알고“즘의 동의성을 설명한다+ 때

문에 소“ 합성 알고“즘 또한 특정 소“’ 만들어내는 하나의 프로그

램과 같으며) 이들을 프로그래밍하는 전문x’ 신서시스트%Mpek_ejijk&) 

혹은 뮤직 프로그래머라고 정의한다U6V+ Ieicjfe은 프로그래머의 경우 

초심자x .년에 거쳐 개발한 결과물보다 전문xx /주만에 개발한 결

과물이 더 나을 때x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한 목적의 시스템의 경우 

전문x의 전문성을 x속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되기 때문에) 전

문x와 초심자의 격차x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U.-V+ 이와 같은 

격차는 신디사이저 프로그래밍에서도 존재한다+ 알고“즘에 한 이해

x 내재되어 있는 전문x는 원하는 소“’ 여러 파라미터’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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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초심자들은 같은 시

스템에서 그에 비해 굉장히 많은 시z을 투자하여도 전문x의 작업과 

같은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것이다+ 

 신디사이저 패치 프로그래밍의 어려움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다‘ 

연구는 HZ?eidfkk과 그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U3V+ 이들은 1- 종

류에 달하는 소“의 인지적) 음색적) 통계적인 t속성%XkkiiYlke&u들을 선

정하고) 하나의 신디사이저’ 상으로 자동 생성된 y .--)---개의 

톤에 해 y 속성에 한 계산을 하고) 이에 한 통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실험 상이 된 Rpek_ 신디사이저U..V의 음색적인 특

색에 한 통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음향적 속성들의 상관관계%ZfiiecXkife& 분석과 속

성들과 신디사이저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속성들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분명한 상관성을 보이는 속성들의 쌍이 다수 발

견되었고) 전반적으로도 서로의 상관도x 높았지만) 파라미터와 속성z

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렇다 할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반적

으로 상관도x 낮았다+ HZ?eidfkk은 이러한 점에서 신디사이저의 파

라미터’ 조절하여 원하는 음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비단 파라미터의 수 뿐만이 아니라) 파라미터와 음향적 속성 사이의 관

계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역시 이에 기인한다고 결론짓는다+ 

><M 연구는 이러한 신디사이저의 문제에 해 크게 두 x지 방향의 

t자동 음색 생성 방법u으로 그 안을 제시한다+ 첫째) 일련의 연구는 

톤 설계 방법론 자체에 한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신디사이저의 인터

페이스’ 한 단계 더 추상화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사용자 입력*합성 변수 맵핑%ljei ieglk*

jpek_ejij gXiXdekei dXggieg&에 그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 다‘ 방향

으로는 소“ 합성 알고“즘을 사용자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소“’ 

자동으로 찾아주는 방향의 일련의 연구x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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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신서시스 매칭%jpek_ejij dXkZ_ieg&이라고 일컬어진다U./V+ 다음 

절에서는 이 두 x지 자동 음색 생성 연구의 선행 연구’ 살펴 볼 것

이다+ 

  

제 / 절 자동 신디사이저 음색 생성 연구 방법 

/+/+.+ 입력 변수 매핑 7 인지적 음색 모델의 방법 

입력 변수 맵핑은 일반적인 신디사이저의 입력 변수x 굉장히 낮은 

음향적 수준에서의 조작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지식이나 경험 수준에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소“의 특성을 정의할 때 

이러한 저 수준의 속성이 아닌 고 수준의 속성) 즉 언어적 설명을 고려

한다는 데에 착안한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에서는 저 수준의 음향적 변

인들을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과 맵핑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이며 

저 수준의 신디사이저 변수들을 음향적인 특성들과 맵핑하는 수준의 

연구x 진행되어 있다+ 

 

음색 

 음색이란 여러x지 소“의 속성들 중 x장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이다+ 부분의 소“의 속성들은 음고) 음량과 같이 수치적으로) 혹

은 일차원적인 언어로 기술할 수 있지만) 음색은 일차원적으로 정의하

기x 어렵다U.0V+ 어떠한 소“x t부드럽다u고 평x될 경우) 그것을 결

정하는 음향적인 속성은 다차원적이며) 그 수치’ 분석하는 것 또한 복

잡한 문제이다+ 또한 하나의 소“는 개 여러 차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x령 어떠한 소“는 부드럽고) 빠르고) 어두울 수 있다+ .63-년 

<IMD%<deiiZXe IXkifeXc MkXe[Xi[ Dejkiklke&의 정의에 따르면) 음색은 

같은 세기와 음고의 두 소“x 비슷하게 제시될 때 청취자x 이 둘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음향적 감y이다+ 또한 Biepj는 음색을 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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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x 어떠한 특정 악기혹은 악기의 계열인지 구분되게 하는 특성

이라고 정의하였다U.1V+ Lfe[eiei는 이러한 음색인지의 상 성과 절

성이 모두 존재하며) 이미 학습이 된 음색은 절 적으로 판별할 수 있

는 반면에 학습되지 않은 소“는 기억된 소“나 제시된 다‘ 소“와의 

상 적인 차이로 구별하기 위해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U.2V+ 

  이렇듯 모호한 음색에 관한 연구는 헬름홀츠U.3V의 연구’ 시작으로 

/세기 x량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량의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인 

연구x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통계법과 컴퓨터의 발달이 충분히 이

루어진 .64-년  이후였다U.0V+ 이후의 주된 연구는 다차원 척도법

%dlcki[ideejifeXc jZXcieg&과  언어적 척도%meiYXc jZXce&’ 이용한 두 

x지 연구 방법이 주류’ 이루었다+  

  언어적 척도’ 이용한 음색 연구는 의미 미분%jedXekiZ [i]]eieekiXc&

을 통해 y 소“ 자극이 어떠한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으로 x장 잘 표

현되는 지) 그“고 더 나아x서 어떠한 음색적 특성이 x장 높은 상관

성을 보이는 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Fee[Xcc과 >Xikeiekke의 연

구U.6V에서는 P<HE%meiYXc XkkiiYlke dXgeikl[e ejkidXkife&이란 척도

’ 이용하여 음색의 차원을 분석하였다+ 실제 자연 악기들을 이용하여 

소“와 소“에 한 의미 미분을 수집하였으며) 주성분 분석%giieZigXc 

Zfdgfeeek XeXcpjij&을 통해 Mkifeg) Niedlcflj) Gig_k) IXjXc) LiZ_) 

=iicciXek) Liegieg) Lee[p 총 5개의 속성이 Kfnei,KfkeeZp) 

Mkii[eeZp,IXjXc) PiYiXkf 총 0개의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밝

혀냈다+ 

  한편으로 다차원 척도법은 일반적으로 유클“디안 저차원과 같은 특

정 공z에서 상 적인 거“’ 판별하기 위해 다차원인 개별 개체

%fYaeZk&들로부터 얻어진 비유사성 정보’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다차원의 특성들을 /차원이나 0차원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y 

객체의 상 적인 차이’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반 로 피실험자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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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소“ 자극을 들려주고 두 소“x 특정 소“의 특색에 해 얼마

나 다‘x에 한 정보’ 수집하여 소“z의 비유사성 행렬을 취득하

고) 이후 이렇게 얻어진 비유사성 정보’ 다차원 분석한 결과와 y 음

악적 특성 z의 상관관계’ 분석함으로써 해당 음색 공z의 차원을 추

정할 수 있다+ 다차원 분석을 통해 음색 차원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아

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의 결과 일반적인 악기의 소“x 구성

하는 음색 공z의 차원에  x장 영향력을 미치는 음악적 특성은 스펙

트럴 센트로이드%jgeZkiXc Zeekifi[&) 스펙트럴 플럭스%jgeZkiXc ]clo&) 로

그 어택 타임%cfg XkkXZb kide&으로 알려져 있다U.4V+ 또한 완전히 통제

된 합성음을 상으로 실시된 비슷한 방향의 실험에서도 같은 특성들

이 강인함을 보였다U.5V+ 하지만 아직까지도 통제되지 않은 자동 합성

음들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신디사이저의 경우 자연계에 없는 새로운 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의한 절 적인 구분보다는 상 적인 구분에 더 의존하

게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충분히 숙련된 전문x는 여러x지 신디사

이저의 음색에 해 학습되거나 경험의 축적에 의한 어느 정도의 분류

x x능하며) 이러한 지식을 통해 신디사이저의 음색을 더 쉽게 인지한

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원하는 소“’ 만들어 내게 된다+ 이

렇듯 신디사이저의 음색을 z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사용자

들) 특히 전문x들에 의해 이미 여러 차원의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인지적인 음색의 모델을 구축하고) 이’ 통해 신디

사이저 음색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구x 진행되고 있다+ 

 

인지적 음색 모m에 d반한 자n 소u 합성 연b 

인지적 음색 모델은 소“의 음색을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는 지에 

한 분석을 하고) 이’ 통해 인지적인 관점에서 음색을 수학적으로 정의

하려는 시도이다+ ><M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음색 모델과 신디사

이저의 파라미터들 z의 상관관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언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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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소“ 합성을 하기 위한 연구x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 되고 

있다+ 

HiiXe[X는 소“’ 정의하는 추상적인 언어와 설명을 통해 소“’ 

합성해 낼 수 있는 신디사이저’ 제안하였다U4V+ 그’ 위해 그는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신디사이저의 x장 저수준 파라미터들의 조합과 저 

수준의 사운드 이벤트%jfle[ emeek&’ 매핑하였다+ 또한 한편으로 결정 

트“ 기법을 통하여 추상적인 소“의 속성들과 이 저수준의 사운드 이

벤트z의 관계’ 학습시켜 양자’ 매핑하였다+ 

 

 

 

<그림 3> Miranda가 제안한 의미- 변수 매핑의 트리 구조 모델 

 

전문적인 패치 프로그래머들은 소“’ 표현하는 언어적인 기술과 신

디사이저의 변수 z의 상관관계) 즉 매핑에 한 확고한 사전 지식을 

x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HiiXe[X의 연구x 시스템 적으로 

이러한 전문x의 지식 체계’ 근사하려 하였다면) LfccXe[ 는 이러한 

전문x의 지식 체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논“적으로 구축하려 하였

다U5V+ 그는 전문x의 입력변수 매핑에 한 지식을 변환 지식

%kiXej]fidXkife befnce[ge&라고 정의한다+ x령) 어떠한 소“’ t밝게u 

만들기 위해서) 전문x는 로우 패스 필터%cfn*gXjj ]ickei&의 차단 주파

수%Zlkf]] ]iehleeZp&’ 증x시키며) 어떠한 소“’ 더 t따듯하게u 만들

기 위해 해당 소“’ 복사한 후 아주 살짝 디튠%[eklee& 시킨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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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식이 축적되어 전문x의 패치 프로그램 논“x 형성된다고 본 

LfccXe[는 어떠한 소“’ 다‘ 음향적 속성을 띄도록 조작하는 yy의 

변환 지식을 프로그램 상으로 정의하였다+ 이 변환지식은 변화시키려는 

음향적 속성과 그 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신디사이저 프로그래밍 상의 

파라미터 변화량 z의 사전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주어진 초

기 패치에 해 사전 정의된 변환 지식중 하나의 메서드’ 적용함으로

서 해당 속성의 소“로 현재의 소“’ 변환 시킬 수 있다+ 

 

 

3cv ,4 RollDNG가 제안한 변환 지식 모m d반의 자n 톤 생성 시스템. 

 

 전문x의 변환 지식을 이용해 초심자도 원하는 소“로의 변형을 전문

x 못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합“적인 접근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러한 지식 기반 인공 지능의 문제는 전문x의 지식을 극한으로 완벽

히 모델링 했다고 x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전문x의 지식이 반영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고 새로운 전문x로부

터 끊임 없는 변환 지식의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면 전자음악의 동향

이 바뀌어 새로운 변환 지식이 거 등장했을 때 이’ 반영할 수 없어 

그 활용의 폭이 한정적이다+ 또한 현재의 합성 알고“즘에 지나치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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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이라는 문제x 있어 매 소“ 합성 알고“즘마다 새로운 변환 지식

을 수기’ 통해 새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x 있다+ 

 

/+/+/+ 신서시스 매칭%jpek_ejij dXkZ_ieg& 7 유전 알고“즘 기

반의 방법 

인지적 소“ 모델과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 밝혀 신디사이저의 조

음 방법 자체’ 개선하려는 것이 상기된 일련의 연구라면) 소“ 합성 

일치%jpek_ejij dXkZ_ieg& 연구는 소“’ 만드는 것을 소“’ t찾는u 과

정으로 보고 자동적으로 원하는 소“’ 생성하는 시스템을 추구한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상으로 하는 음원에 해 신디사이저 변수’ 최

적화 하여 해당 합성 알고“즘에서 상 음원과 최 한 x까운 소“’ 

합성하는 것이며) 이에는 유전 알고“즘이 주로 이용된다+ 

 

유전 알고u즘 

  유전 알고“즘은 진화 알고“즘의 한 영역으로) 복잡한 수학적 모델

의 파라미터’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자연계의 생물 진화’ 모델로 하

는 이 방법은 특정 목표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스템들에 하

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전알고“즘은 특히 복잡

하게 상호작용하며) yy이 전체적인 적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한 모델링이 어려운 시스템의 x설 공z을 탐색할 수 있다U/-V+ 

신디사이저는 복잡한 상호관계’ 맺고 있는 여러 모듈의 결합으로 이

루어져 있고) 이 모듈들과 해당 매개변수들 yy이 전체 음색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HZ?eidfkk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음색 공z*신디사이저의 x설 공z을 탐색하여 y 파라미

터’ 최적화 하는 문제에 유전 알고“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 알고“즘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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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그림 5> 유전 알고리즘의 구조 

 

 초기 개체들은 x설 공z 안에서 임의로 생성되며 이들은 유전 알고

“즘의 초기 세 x 된다+ y 개체들은 적합도 함수의 입력이 되며 y

y의 개체에 해 모두 적합도’ 계산하게 된다+ 적합도 함수는 y 개

체x 목표로 하는 상태에 얼마나 x까운 지’ 결정하는 함수이다+ 따라

서 y 탐색 문제마다 문제에 맞는 다‘ 함수’ 취하게 된다+ 만약 해당 

세  중 x장 적합도x 높은 개체x 종결조건*적합도 역치%]ikeejj 

k_iej_fc[&’ 넘지 않았을 시 새로운 세 ’ 만들게 된다+ 이때 우선적

으로 현 세 에서 교배하지 않을 개체 1 − ! !개’ 확률 Pr!(ℎ!)에 의

해 선택한다+ 확률Pr!(ℎ!)는 다음과 같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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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ℎ! = ! !"#$%&& ℎ!
!"#$%&& ℎ!!

!!!
!!!!!!!!!!!!!!!!!!!!!!!!!!!!!!!!!!!!!!!!!(1) 

 

 여기서 ! 는 세 당 개체의 수) ! 은 교배’ 시킬 개체의 비율) 

!"#$%&& ℎ! 는 적합도 함수이다+ 선택된 1 − ! !개의 개체는 다음 세

인 !!에 더해진다+ 이후 마찬x지로 교배할 개체수 
!∙!
! 쌍을 %.&에 의해 

선택한다+ 교배 연산을 한 이후) 이들은 모두 !!에 더해진다+  교배연산

은 자연계의 교배’ 본뜬 것으로) 선택된 한 쌍의 개체들이 서로의 인

자’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의 범위와 방법은 크게 단순 교배) /점 교

배) 단일 교배 등이 있다+ 단순 교배는 임의의 한 구z에서 인자’ 두 

그–으로 나누어 교환하는 방법이고) 이점 교배는 /개의 임의 구분점으

로 인자들을 나누는 것이다+ 단일 교배는 매 시기마다 임의 생성되는 

t선택 템플릿u에 의해 두 개체’ 분해하고 재 조합한다+ 

 

 

<그림 6> 3가지 교배 방법 

 

 이후 돌연변이x 발생할 확률 !에 해당하는 개체의 수 만큼을 임의

로 선택하여 yy에 해 임의로 선택된 하나의 개체 내 값에 해 조

작을 x한다+ 이는 교배와 마찬x지로 자연계의 돌연변이’ 모사한 것

으로 매우 낮은 확률에 의해 선택된 개체의 특정 인자 한개만 임의로 

변하여 유전자 풀의 다양성을 증x 시킨다+ 선택) 교배) 돌연변이x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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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진행된 이후 자식세  !!’ 새로운 부모세 인 !로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정해진 반복 횟수’ 초과하였거나 적합 역치

’ 넘어x는 개체x 탄생하면 반복 연산을 끝마치고 x장 적합도x 높

은 개체’ 반환한다+ 

 

유전 알고u즘을 통한 신서시스 w칭 연b 

 신서시스 매칭에서는 목표로 하는 소“와의 유사성을 평x하는 적합

도 함수’ 이용하여 목표로 하는 소“와 최 한 유사하도록 파라미터

’ 최적화한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AH 신디사이저’ 상으로 여러 

연구x 진행되었지만 U/.) //) /0V) 모듈러 감산 합성 신디사이저와U/1V 

웨이브테이블 방식의 신디사이저에 해서도U/.V 비슷한 연구x 진행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 y 개체는 인코딩된 해당 신디사이저의 파라미

터 벡터이다+ 그“고 적합성 함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y 

개체와 목적으로 하는 오디오에 해 연구에서 선정된 오디오 특성

%]eXklie&을 추출하고) 이 둘을 비교하여 에러’ 산출한다+ 유전 알고“

즘의 반복적 과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목표와 x장 적은 에러’ 지닌 

개체’ 반환한다+ 

 신서시스 매칭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성은 MNAN%j_fik*kide ]fliiei 

kiXej]fid&) HA>>%Hec*]iehleeZp ZegjkXc Zfe]]iZieek&x 있다+ MNAN는 

시z에 따라 변하는 신호의 주파수와 위상%g_Xje&을 작은 시z 단위별

로 구한다+ 이산 시z 상에서의 경우 MNAN는 %/&로부터 얻어진다+ 

 

!"#" ! ! !,! = ! ! ! ! ! −! !!!"#
!

!!!!
!!!!!!!!!!!!!!!!!!(2) 

 

 위 식에서 ! ! 는 입력 신호이고) !(!)은 ! 샘플의 윈도우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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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는 음색 인지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디오 특성으로 인z의 

청y 인지’ 고려한 멜 스펙트럼%Hec jgeZkild&의 로그’ 취하고 이’ 

이산 코사인 변환%[ijZieke Zfjiee kiXej]fid&을 취해 구할 수 있다U/2V+ 

 

!"## ! = ! 2
! (! ! )!"# !

! ! + 12 !
!!!

!!!
!!!!!!!!!!!!!!!!!!!!!!(3) 

 

 %0& 에서 !는 HA>>의 .0차원 yy을 나타내고) !!은 스펙트럼 역

의 수) ! ! 는 y 역 별 스펙트럼의 로그 에너지이다+ HA>>는 음고

와 독립적이며 인지 모델에 기반하여 있어 음성 인식이나 음악 유사성 

분석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림 7> 오디오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파란색 그래프)과 MFCC를 통해 재

구축 된 스펙트럼 엔벨로프(붉은 그래프) 

 

 이와 같은 신서시스 매칭 기법의 장점은 자동으로 상 음원에 x까

운 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소“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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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악기 소“의 오디오x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소“’ 만들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

련의 연구는 DB<’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식 속 음색 디자인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95t 통한 w개변수 추정 연b 

 상호작용적 유전 알고“즘%iekeiXZkime geeekiZ Xcgfiik_d) DB<&은 최종

적인 결과물에 한 디자인이 이미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t사용자ux 

적합성 함수의 역할을 하여 의식 속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해 내는 것

이다+ ?XnbiejU/3V는 이 방법론의 창시자들 중 한명으로 바이오모프

%Yifdfig_&의 인공진화’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한 바 있다+ 이후 

이 알고“즘은 인공 생물 디자인을 위한 시스템U/4V) 패션 디자인을 위

한 시스템U/5V) 사진을 검색하는 시스템U/6V) “듬을 생성하기 위한 시

스템U0-V 등 인z적 요소x x미된 디자인을 위한 많은 응용 연구에 

도입되어 왔다+ Mdik_는 상호작용적이거나 인z 전문x에 의한 적합성 

평xx 부분의 유전 알고“즘 문제에서 허용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우’ t모호한 최적화u 문제라고 정의하기도 했다U/4V+ 

 ><M연구에서도 상호작용적 알고“즘을 통해 자동으로 음색을 생성하

려는 연구x 최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Ef_ejfeU0.V은 AJA%OWnLtRWns 

MaWnMN OWrUJntRYuN& 그레뉼러 음성 소“ 합성 알고“즘%giXelcXi 

jgeeZ_ jpek_ejij Xcgfiik_d&을 구현하고 이 신디사이저에 DB<에 기반한 

음색 탐색 시스템을 부x하고 사용자 평x’ 진행하였다+ 그의 시스템

은 초기 인구로 6 개체의 소“’ 생성하였고) 인자는 신디사이저의 입

력 파라미터’ 코딩한 ../개의 이진열%YieXip jkiiegj&이다+ 일반적인 

유전 알고“즘의 구조’ 취했으며) 
!!∙!
! 개의 교배 쌍을 확률 !! = !!

! 에 

의해 선택하여 단순교배 시키고) y 이진 인자에 해 -+.의 확률로 돌

연변이’ x하였다+ 여기서 !!는 제시된 y 소“에 한 사용자의 평x

이며) ! = 1,⋯ , 9!는 현 세 의 y 개체’ 의미한다+ !는 모든 평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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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다+ 

 사용자 평x의 결과 매우 z단한 유전 알고“즘을 통해서도 시작 개

체군이 충분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0r1번 동안 진

화’ 반복한 후 제시된 음색들은 충분히 비슷한 음색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이후의 추x적인 진화는 해당 음색 계열의 세부적인 탐색을 x능

하게 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더욱 공식적인 평x 방법에 한 설계

x 필요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하지만 AJA’ 이용한 음성 합성 알고“즘은 그 자체로 음성이라는 

특수한 영역의 소“’ 합성하기 위해 특화된 알고“즘이라는 측면에서 

본 평x의 일반성에 해서는 재고할 여지x 있다+ 일반적인 소“ 합성 

알고“즘*감산 합성) AH 등의 합성 알고“즘에 해서는 아직 DB<’ 

적용한 연구x 미비하여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 6개의 초기 개체군으

로 충분한 다양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x 

있다+ 

 

제 0 절 요약 

이 장에서는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에 한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 

연구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재 이 분야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 신디

사이저 사용의 문제’ 극복하려고 하는 지 살펴 보았다+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에 한 z략한 역사에 해 살펴 보았고) 사용성) 특히 학습

성의 측면에서 신디사이저x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신디사이저의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x

지 방향에서 연구x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로 음색과 파라미터z의 관

계’ 밝혀 내고 이 둘을 매핑하여 신디사이저’ 좀 더 직관적으로 프

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연구x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

어적 표현*음향적 특성*신디사이저 파라미터의 상관관계에 한 일반

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다‘ 한 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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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알고“즘을 기반으로 목표로 하는 음원의 소“’ 재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최적화’ 하고 이’ 통해 자동으로 원하는 소“’ 찾아 주

는 신서시스 매칭이라는 연구 분야x 있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재현하려고 하는 음원이 존재하지 않는) 새

로운 음색의 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불x능 하였으며 재현

하려고 하는 부분의 소“는 이미 하나의 음원으로 믹스 된 경우x 

부분이다+ 아직 음악 음원에서 원하는 소“만 분“해 내는 음원 분“ 

%jfliZe jegXiXkife& 알고“즘에 한 연구는 미숙하며 한창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용자x 재현하려고 하는 음원을 구해 신서시

스 매칭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한 

안으로 상호작용적 진화 알고“즘을 통한 음색 탐색 시스템이 개발되

었으며) 어느 정도 사용성을 보장한다는 연구x 보고 된 바 있으나) 특

정한 상황을 x정하고 구축된 시스템이라 일반성에서 문제’ 안고 있

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방법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인지적 음색 매핑과 DB<’ 동시에 이용한 새로운 톤 매개변수 

발생 및 추천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다+ 이’ 통해 기존의 DB< 기반 음

색 생성 시스템의 초기 세  일반성의 문제’ 해결 할 수 있고) 더불어 

탐색의 단계’ 줄여 음색 탐색의 시z 또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증해야 할 문제와 x설을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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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 장 연구 방법 및 제안 시스템 

 이 장의 초반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구현에 

해 서술하고자 한다+ .절에서는 전체 연구의 방법에 해 살펴보고) /절

에서는 시스템 전체 개요와 y 구성 요소에 해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 장의 후반부에는 이와 같은 구현을 통해 완성된 시제품 시스템을 

이용한 파일럿 시험과 그 결과에 해 서술할 것이다+ 

 

제 . 절 시스템 구성 

0+.+.+ 시스템 개요 

 

<그림 8> 시스템 전체 개요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인지적 음색 모델에 기반한 음색 분류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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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기반 유전 알고“즘을 통해 단 기z에 사용자x 원하는 음색을 

자동 생성하는 신디사이저’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신디사이저의 매개

변수’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만들고자 하는 소“에 근접한 소“’ 만

들어낼 수 있다+ 본 시스템은 Ef_ejfeU0.V의 시스템이 x지고 있는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음색 모델링을 통한 음색 추천 기능

을 제안한다+ Ef_ejfe의 시스템이 DB<’ 통해 비매개변수적인 사운드 

디자인 프레임워크’ 구현하였으나) 유전 알고“즘의 특성 상 첫 세

에서 생성되는 개체들이 충분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찾기 원

하는 목표 음원과의 유사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빠‘ 수렴에 유“하다+  

  허나) DB<는 사용자에게 y 개체의 적합도’ 입력 받아야 하기 때문

에 그 개체 수’ 충분히 많은 수로 x져갈 수 없다+ 실제로 Ef_ejfe의 

시스템에서도 초기 개체 수는 6개로 한정 되었고) 0) 1번의 진화 만으

로 개체들이 수렴하는 결과’ x져왔다+ 이러한 빠‘ 수렴은 진화) 즉 

최적화의 과정이 전역해x 아니라 국소해에 빠르게 수렴하는 결과’ 

x져올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알고“즘을 사용함에 있어 성능의 하락

과 사용성의 저하’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인 개체 수’ 유지하면서도 개체z의 다양성과 목표와의 

동질성 모두’ 최 로 보장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색 공z 구축

을 통한 최적 개체 추천 시스템을  Ef_ejfe의 시스템에 부x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그림 5과 같은 구조’ 띄고 있으며) y 부분들은 다음

과 같다+ 

.& 소u 합성 알고u즘 

신디사이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매개변수적인%KXiXdekiiZ& 사운

드 디자인 모델이 차용된다+ 매개변수적 소“ 합성 모델은 음악 

제작 및 사운드 디자인에서 에서 x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

로 주파수 변조) 감산합성) x산합성 등이 존재한다+ 음성 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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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에서도 매개변수적 소“ 합성 알고“즘을 주로 사용하지

만U00)01V) 이 때 사용되는 매개변수적 소“ 합성은 악기에 주로 

사용되는 매개변수적 소“ 합성 알고“즘과 다르다+ 이 알고“즘

은 은닉 마르코프 모델%_i[[ee HXibfm df[ec& 등으로 사전 학습

된 자연어 처“ 모델로부터 얻어진 켑스트럼%Zegjkild& 계수로부

터 시z축 신호’ 직접 변환하여 얻어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

시z으로 음색을 조정하며 여러 음고에 한 연주’ 하기에는 사

용자x 입력하여야 하는 매개변수의 양이 방 하기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적 소“ 합성 모델 중 감산합성 모

델을 채용하였다+ 

 

/& 비w개변수적 음색 설계 di  

비매개변수적 음색 설계 기능은 본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매개변수 기반 소“ 합성 모델에 한 지식 여부에 상관 

없이 원하는 소“’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본 시스템에

서는 이’ 구현하기 위해 이 문제’ 두 단계의 문제로 나누어 정

의하였다+ 그 첫째는 사용자의 태그 입력으로부터 x장 x까운 음

향적 특징을 추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추정된 음향적 특징으로부

터 x장 x까운 소“’ 내는 소“ 합성 모델의 매개변수’ 추정하

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탐색 방법과 x우시안 혼합 모형%gXljjjiXe dioklie df[ec) BHH&

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을 실험하였고) 두 번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사용자는 이렇게 얻어진 최

초 개체군을 상으로 DB<’ 통해 목표 음원으로 최적화 시켜 나

x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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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절 시스템 구현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점은 두 x지 문제) 즉 음

색 공z에서 스펙트럴 공z 사이의 적절한 매핑을 하는 문제와 스펙트

럴 공z과 소“ 합성 모델의 매개변수 공z과의 적절한 매핑을 찾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시제품은 파이썬%Kpk_fe&과 >((로 작성되었으며 

y 언어의 기본 라이브러“ 외에 음악 정보 분석) 통계) 데이터 모델링 

등을 실시z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MZibik*ceXieU02V) IldgpU03V) 

?E<KU04V) EjjeekiXU05V 등에서 구현된 기능들을 이용하였다+ 

 

0+/+.+ 태그*음원z 탐색 모듈 구축 

  본 모듈은 사용자의 사용자의 태그 입력으로부터 x장 적합한 음

향 특징을 추정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태그x 달” 음원 데이터 수집을 하였고) 이 데이터로부터 음향 특징을 

추출하여 태그*음향z 탐색 모듈을 구축하였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는 Aieejfle[+figU06V로부터 제공되는 <KD’ 통해 약 1.-14

건 x량이 수집되었다+ Aieejfle[는 .662년에 시작된 서비스로 

SflklYe) AciZbi 와 유사한 미디어 공유 서비스다+ 상기된 서비스와는 

달“) Aieejfle[는 음악이 아닌 t음원u을 공유하는 것을 주 서비스이다+ 

0-초 미만의 짧은 음악 음원은 허용하지만) 전체 곡을 올“는 것은 불

x능하고) 주로 효과음이나 악기의 단음 소“와 같은 음원 단위의 미디

어’ 업로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년 3월 기준으로 /1만건 정도

의 음원이 업로드 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크기는 매해 꾸준히 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KD’ 통



/6 

 

하여 .차적으로 균등분포한 임의의 2만건의 메타 데이터’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스템의 태그 공z을 정의 하였으며) 

.차 분석 이후 추x적으로 /차 데이터 수집을 하여 총 1.-14건의 태

그 정보 s 음원 데이터’ 수집하였다+  

 

l이터 분석 

Aieejfle[ 로부터 .차적으로 취득한 22440건의 메타데이터로부터 

얻은 기본적인 데이터의 통계는 8표 .:와 같다+ 이와 같은 통계’ 구

하기 위해  소문자화 한 후 포터 스테밍 알고“즘%Kfikei jkeddieg 

Xcgfiik_d&U1-V을 적용하였다+ 고유한 태그들에 하여 태그들의 빈도

’ 기준으로 태그 순위’ 확인하였으며) 이는 8표 /:과 같다+ 총 고유 

태그 수는 포터 스테밍이 적용된 이후의 고유한 태그 수’ 의미한다+ 

 

총 취득 데이터 22440 

총 고유 태그 수 /-1.1 

총 누적 태그 횟수 1-.660 

아이템당 평균 태그 횟수 4+/-4 

아이템당 최  태그 수 ./5 

아이템당 최소 태그 수 - 

<표 1> 취득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  통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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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데이터에서 본 시스템의 태그 공z으로 x장 적절한 태그 하

위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 연구 조사’ 통한 문헌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사x 병행되었다+ U.1).6)1.)1/)10V 등의 연구에서는 음

색을 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구두적 속성%PeiYXc <kiiiYlke&을 이용

하였다+ 통계적인 음악 이론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지표이며) t따듯한

%WXid&u) t어두운%?Xib&u과 같은 형용사적 표현을 음색을 표현하는 기

준으로 삼는다+ 또 다‘ 음색의 연구 흐름은 음색을 현존 악기의 소“

로 정의한다U.5V+ 최근에는 주어진 음원의 음색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자동 악기 분류 연구x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U0/)11V 이러한 연구

들은 악기’ 소“의 음색을 구분짓는 유력한 기준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는 악기의 종류x 아닌 음색의 구두적 속성을 음색으로 

정의하고 U.1).6)1.)1/)10V에서 제안된 /2개의 음색 태그와 이 태그 안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취득한 데이터베이스에서 x장 유력한 .-개

의 음색 표현 태그’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02개의 태그는 8표 

0:와 같다+ 

순위 태그 점유율 %"& 

. ?ild .+41 

/ Aiec[*ieZfi[ieg .+02 

0 KeiZljjife .+.3 

1 Ifije -+6/ 

2 PfiZe -+51 

3 Gffg -+5. 

4 HlckijXdgcej -+4/ 

5 Mpek_ -+4- 

6 <dYieek -+36 

.- EceZkifeiZ -+31 

<표 2> 취득된  데이터에서  상위  10개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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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데이터 수집은 Aieejfle[의 전체 ?= 에서 균등분포에 따라 

임의 샘플링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태그들 z의 분포x 점유율에 따라 

치우쳐져 있었다+ 초기 데이터 셋의 y 테그 분포는 8그림 6:와 같다+ 

이러한 분포는 결과적으로 높은 순위에 분포한 일부 태그들이 다‘ 태

그들에 비해 지나치게 우세하여 직교성이 상 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확인하기 위하여 태그*아이템 행렬에 하여 y 태그에 한 상

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8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

로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태그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약한 상관성이 몇몇 태그 조합에서 확인 되었다+ 강한 상관

성을 지니는 순으로 주요 .-쌍의 상관계수는 8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시가 된 태그들은 전체 데이터 베이스 상에서 유력

한 태그 집단으로, <표 4> 에서 10위 안에 있는 태그들이다. 

  



0/ 

 

태c 순위 점유율(%) 태c 순위 점유율(%) 

Ifije 1 -+6.3 ?ip 214 -+-0/ 

<dYieek 6 -+356 >fc[ 5/1 -+-/. 

EceZkifeiZ .- -+311 =iig_k 532 -+-/ 

HekXc ./ -+236 ?iikp 602 -+-.5 

<kdfjg_eie /5 -+1.3 Edgkp .-2. -+-.3 

KifZejje[ /6 -+1.2 Cfccfn .006 -+-.. 

Mfle[jZXge 0/ -+026 M_Xig .043 -+-. 

BcikZ_ 01 -+015 N_iZb .20/ -+--6 

MZi*]i 2. -+/3. M_iicc .350 -+--5 

<eXcfg 2/ -+/3. WXid .50/ -+--4 

EceZkiiZ 3/ -+/00 ?lcc /2.6 -+--1 

?Xib 46 -+.5 Alcc /321 -+--1 

?eeg .-5 -+.11 Lflg_ 0.41 -+--2 

CXij_ .3- -+. ?eeje 1-31 -+--/ 

>ceXe //3 -+-4/ N_ie 10-4 -+--/ 

Gig_k /60 -+-25 >fdgXZk 124. -+--/ 

Mdffk_ 130 -+-05 IXjXc 136/ -+--/ 

Mf]k 15/ -+-04    

<표 3> 1차  선정된  태그  

순위 태그 상관계수 

. 5SMoRPhere* * 5MEKeNS* -+02 

/ ?iikp s >ceXe -+02 

0 ?eeg s ?Xib -+0. 

1 ?Xib s 5SMoRPhere* -+0. 

2 Mdffk_ s SoTNGRFDPe* -+/5 

3 7leFSroNKF s >roFeRReG* -+/5 

4 =iig_k s M_Xig -+/3 

5 ?eeg s N_iZb -+/2 

6 Mdffk_ s 5MEKeNS* -+/1 

.- Lflg_ s 7leFSroNKF* -+/0 

<표 4> 태그-아이템  행렬  상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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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선택된  태그의  등장빈도 

<그림 10> 태그-아이템  행렬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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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에서) 절 적으로 강한 상관성은 아니지만) 전체 데이터 베이

스 상에서 상위의 태그들과 다‘ 태그들 사이의 상관성이 이 결과에서

도 상위에서 확인 되었다+ %5SMoRPhere**5MEKeNS* , ?Xib*

5SMoRPhere* , Mdffk_*SoTNGRFDPe* , 7leFSroNKF**>roFeRReG* , 

Mdffk_*5MEKeNS* , Lflg_*7leFSroNKF*& 전반적으로 이러한 유력 태

그들과 나머지 태그들 z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는 것은 태그 분포의 

차x 너무 심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점

을 반영하여 데이터 베이스에서 유력한 .-개의 태그’ 제외한 구두 속

성 /2종만을 상으로 시제품의 음색 공z을 정의하였다+ 

  .-개의 유력 태그’ 제외하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x 급감하기 때문

에) 최종 선정된 /2종이 태깅된 아이템을 추x적으로 .0..3건 추x하

였다+ 이렇게 병합된 데이터 베이스의 크기는 총 1.-14이 되었으며) 

이 목록을 기준으로 음원을 수집했다+ 

 

l이터 전처u 

취득된 1.-14개의 음원에 하여) 음향적 특징을 추출하고 이에 

응되는 이진 태그*아이템 행렬을 제작하였다+ Aieejfle[에서 취득된 

음원은 -+.초 미만의 효과음부터 0-분을 넘는 사운드 스케이프x 공존

했다+ 이러한 음원의 불균등은 음향 특징을 추출하는 데 문제x 된다+ 

따라서 자동으로 음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고) 그 관심 영역 상에

서 필요한 특징을 추출해 내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이 과정에는 U12V에서 제안된 음악에 한 참신성 함수%efmeckp 

]leZkife&’ 구하였다+ 음원에서 추출한 MNAN 행렬의 y 행에서 

HA>>’ 추출하고) 정해진 시z 창%nie[fn&에 해당하는 프레임의 갯

수’ 묶어 단일 다변수 x우시안을 피팅%]ikkieg&한다+ 이렇게 구해진 매 

창의 x우시안 분포’ 이전의 모든 HA>> 프레임을 피팅한 단일 다변

수 x우시z과 비교하여 참신성을 구한다+ 이 때 이전의 모든 프레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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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밍 창의 전반부 반으로 x중치x 부여되어 시z이 지남에 따라 비교

에서 비중이 작아지는 효과’ 적용하였다+ 또한 이 때의 비교는 칭화

된 쿨백*라이블러 발산%jpddekiiqe[ FlccYXZb*GeiYcei [imeigeeZe)FG?&

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이는 다음에 의하여 구해진다+ 

 

2!"#(!||!) = !2!"(!||!) + !2!"(!| ! !!!!!!!!!!!!!!!!!!!!!!!!!!!!!(4)         

!"(!| ! = ! ! ! log ! !
! !!

!!!!!!!!!!!!!!!!!!!!!!!!!!!!!!!!!!!!!!!(5)

 

  여기에서 !와 !는 비교하는 두 확률분포이고) !는 이 다변량 확률분

포의 차원의 크기이다+ 이렇게 구한 참신성 함수의 극 점을 찾아 약 

0초의 창 길이’ 기준으로 전체 음원에서 t참신한u) 즉 긴 음원에서 특

징이 되는 관심 영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관심 영역의 음원 신호에 하여 MNAN’ 취한 후) 

시z축의 평균을 구하여 표 스펙트럼을 구한다+ 또한 이 스펙트럼에

서 HA>>’ 계산하여 피치) 음량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첫 번째 차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을 특징 벡터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자동으로 추출된 음원은 연속적인 신호에서 스펙트럴 측면에서 

참신한 부분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의 시z적 음량 변화) 즉 시

z적 특징을 추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펙트럴 차원에서의 두 표

적인 특징인 이산 푸“에 변환%[ijZieke Afliiei kiXej]fid)?AN&과 

HA>>’ 추출하여 이후의 시스템에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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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c-음원 추천 방법)2 임의 선택 

  기존 방법이자 조군으로서) 임의 선택된 음원을 추천해 주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신디사이저 파라미터마다 -에서 . 사이의 균등분포’ 

따르는 임의 수’ 생성하여 임의적 사운드’ 생성하였다+ 초기 값 추천

은 이렇게 임의생성된 음원 5개’ 사용자에게 제시해 주고) 이로부터 

상호작용적 진화 알고“즘을 통해 세부적인 음원의 조정을 하게 된다+ 

본 방법은 사용자의 음색 태그 입력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므로) 사용성 

및 성능 평x에만 적용되었다+ 

태c-음원 추천 방법*2 가우시안 혼합 모m 

 본 연구에서 실험된 또 다‘ 초기값 추천 모델은 x우시안 혼합 모델

%BXljjiXe dioklie df[ec) BHH&U13V을 사용하였다+ 앞서 탐색적 방법

에서 작용된 태그벡터z 최소거“’ 이용한 방법으로 음색 태그 조합

에 x장 x까운 음원 후보군을 전체 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다+ 

yy의 음원에 한 HA>> 특징 벡터’ 기댓값 최 화 알고“즘을 통

해 !개의 요소로 구성된 BHH으로 맞춘다+ 이’ 통해 해당 태그’ 

x지고 있는 음원들의 y HA>> 특징 차원에 한 확률 밀도 함수’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맞춰진 BHH의 중심 들로부터 해당 음색 벡터

’ 표하는 !개의 HA>> 특징 벡터’ 구할 수 있다+ !x 추천 개체 

수보다 적다면 y x우시안의 중심을 먼저 추천하고 남은 숫자는 구축

된 모델을 따르는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여 제시한다+ 이’ 통해 초기값

으로 추천되는 음색들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초

기 세 의 모든 개체x 비슷한 특성을 띠게 될 시) DB<의 진화x 이‘ 

포화 상태) 즉 더 이상 다‘ 방향으로 진화해 나x기 어려운 상태x 되

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태그 입력이 목표 음원과 

다소 거“x 있더라도 중심 이외의) 분포에서 샘플링 된 음원의 다양성

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목표 음원에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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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c-음원 추천 방법32 랜덤 포s스트(RDNGoM 8oreRS) 

본 연구에서 실험된 또 다‘ 초기값 추천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U14V

’ 이용한 회귀분석 방법이다+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eejedYce& 방법

을 따르는 기계 학습 방법의 하나로) 여러 개의 의사 결정 트“ 

%[eZijife kiee&’ 학습시키고) y 트“의 추정 결과’ 종합하여 최종 결

정을 내“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여러 개의 결정 트“’ 학습시키기 위하여) 이 방법은 배깅%YXggieg&

과 임의 특징 선정%iXe[fd ]eXklie jeceZkife&을 이용하여 결정 트“’ 

키운다+ 배깅은 YffkjkiXg XggiegXkieg의 줄임말로 기계 학습 알고“즘

의 안정성과 정확도’ 향상시키 위한 일종의 메타 알고“즘으로) 학습 

모델의 분산을 줄이고 과적합%fmei]ikkieg&을 줄일 수 있다+ !개의 표본

으로 구성된 전체 훈련 데이터 집합 !에서 균등 확률 분포와 복원 표

본 추출을 통해 !개의 부분 집합을 추출하여) y 부분 집합에 한 결

정트“’ 성장시킨다+ y 결정 노드%ef[e&’ 학습하는 단계에서) 임의

의 특징을 선택하고 y 특징에서 임의 역치’ 기준으로 훈련 데이터’ 

분할하였을 때의 정보 획득량 !을 %4&을 통해 구한다+  

 

! = ! ! − ! !!
!

!∈ !,!
!(!!)!!!!!!!!!!!!!!!!!!!!!!!!!!!!!!!!!!!!!!!!(7) 

 

여기서 !는 한 노드에 도달하는 데이터 집합이며) !! 는 자식노드 

! ∈ !,! ) 즉 왼쪽 혹은 오‘ 쪽 노드로 들어x는 데이터 집합을 의미

한다+ 또한 !∙! 는 데이터 집합의 표본 수’ x“키며) !(!)는 데이터 

집합에 한 섀넌 엔트로피%M_Xeefe eekifgp&U15V’ 의미한다+ y 단계

마다 ! ’ 최 화 하는 특징을 노드로 삼아 해당 부트스트랩 샘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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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트“’ 구축하고) y !개의 부분 집합에 한 트“’ 구축한다+ 

차후 임의 데이터x 주어질 때) 기 학습된 결정 트“들로 구성된 랜덤 

포레스트에 이 데이터’ 입력하고) 구성 결정 트“들의 출력값의 평균

을 구하여 회귀값으로 출력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성능 평x’ 위해 총 /-개의 임의 음원에 해 학

습된 결정 트“’ 이용하였다+ /-개의 트“’ 포레스트로 구성하였고) 

y 트“의 최  깊이는 0단계로 제한하였다+ 훈련 데이터는 사전 실험

에서 .-명으로 구성된 사용자에게 시스템에 포함된 신디사이저로부터 

/개씩 음원을 임의 생성하여 들려준 후) 선정된 /2개의 태그 중 어울

“는 것을 택하여 수집되었다+ 따라서 입력 특징 벡터는 /2개 차원의 

이진 벡터이며) 다중 회귀 분석 결과로 HA>> .0차원 벡터x 출력된

다+ 2*겹 교차 검증%2*]fc[ Zifjj mXci[Xkife&을 수행하여 테스트 HA>> 

벡터와 추정 HA>> 벡터와의 유클“디언 거“’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 평균 6-의 오차’ 산출하였다+ 

실제 시스템에서 본 방법은 사용자의 태그 입력에 해 일  일 

응되는 단 하나의 추정 HA>> 벡터’ 출력하므로) 유전 알고“즘의 

초기값 개체군과 그 성격이 맞지 않다+ 따라서 모델을 통해 산출된 추

정 HA>> 벡터’ 5개의 초기값으로 설정한 후)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적합도 평x 없이 강제로 진화’ 시켰다+ 진화 과정에서의 교배와 

돌연변이’ 통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추정 결과와 비슷한 성격을 지

니지만 상이한 특성을 지닌 5개의 음원을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초기

값으로 제공하였다+ 

 

0+/+/+ 음원*신디사이저 매개변수 추정 모듈 구축 

신디사이저  모델  및  구현  

신디사이저 알고“즘은 감산합성%jlYkiXZkime jpek_ejij& 방법을 기반

으로 하였다+ 감산합성은 복잡한 음원 혹은 음원들의 조합을 필터%]ickei&



06 

 

’ 통해 t깎아내어u 원하는 소“로 만드는 방식의 소“ 합성 방식으로) 

현재에도 x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합성 방식 중의 하나이다+ 보통 감산

합성에 사용되는 복잡한 음원은 발진기%fjZiccXkfi&’ 통해 발생되는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에서 제공하는 파형은 jiee%사인파&) 

jXnkffk_%톱니파&) kiiXegce%삼y파&) glcje%펄스&) efije%화이트 노이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디사이저에는 삼y파) 톱니파) 펄스파 

및 노이즈’ 포함하는 총 1종의 발진기) 한개의 필터) /개의 엔벨로프 

발생기와 /개의 GAJ%cfn ]iehleeZp fjZiccXkfi&x 포함될 것이다+ 전체

적인 신디사이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사용된 감산 합성 알고리즘의 구조. 점선은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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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적용된  신디사이저  모델을  이용한  사용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

션 . 

이상의 신디사이저 모델은 모델의 요소’ 조작하는 /6개의 매개변수

’ 지니고 있다+ yy은 일반적으로 음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호 의

존적이며) 결과 사운드에 해 선형적이지 않다+ 따라서 인지적으로 매

우 흡사한 소“’ 재생하는 !개의 서로 다‘ 매개변수 벡터x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신디사이저의 복잡성은 매개변수’ 추정함에 있어 매

우 큰 장애물이지만) 반 로 신디사이저의 복잡성이 일정 이상 확보되

지 않으면 구현된 소“의 공z 또한 협소해 지기 때문에 사용자x 원

하는 음원을 탐색함에 있어 상보적 관계에 있다+ 

 

신디사이저  매개변수  추정  방법1 : 탐색적  방법  

  태그*음원 추천 모듈에서 제시된 음향특징에 해 최적의 매개변수

’ 추정하는 것은 상기한 신디사이저 모델의 비선형성과 복잡성에 의

해 쉽지 않은 문제로 알려져 있다U/0V+ NNM%keok kf jgeeZ_& 시스템에서

는 기 값 최 화%eogeZkXkife dXoidiqXkife)EH& 알고“즘 증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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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합성 모델%jgeeZ_ jpek_ejij df[ec& 의 매개변수’ 추정한다U00)01V+ 

이 때 시스템의 매개변수는 /-의 HA>> 자체이며) 상기하였듯 이 방

법은 본 시스템에 탑재된 합성 모델의 매개변수’ 추정하는 데에는 적

절치 않다+ 일련의 연구에서는 진화 알고“즘이 신디사이저 매개변수’ 

추정하는 데에 적용되어 유의미한 결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U//)/0)/1V + 하지만 이 방법은 높은 적합도’ 얻기 위해 매우 큰 연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시z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본 시스템의 시제품에서는 탐색적 방법이 적용되었다+ BifloU16V는 

매개변수 최적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최적화 모듈 신 해당 합성 모델에서 추출한 충분히 많은 수의 임의 

샘플들에 한 탐색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탐색적 방법은 최적화 방법

에 비해 그 성능이 상 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충분히 많은 수의 샘

플을 추출한다면 그 수에 비례하여 성능을 높힐 수 있으면서) HA>>와 

같은 저 차원의 강인한 특징을 탐색 공z으로 한다면 검색 속도 또한 

최적화 방법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현된 탐색적 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안된 신디

사이저 모델에서 .-개의 임의 음원 샘플을 생성하였으며) 이에서 y기 

HA>>’ 추출하였다+ 첫 번째 차원을 제외한 ./개 차원이 저장되었다+ 

차후 태그*음원 추천 모듈에서 제안된 !개의 특징 벡터 !!에 하여 

yy 다음과 같은 적합도’ 기준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탐색한다+ 

!"#$%&&! = − !!" − !!"
!

!"

!
, ! = 1,2,… , !!!!!!!!!!!!!!!!!!!!!!!(8)! 

  !!는 데이터 베이스’ 구성하는 특징 벡터중 하나이며) !는 특징 벡

터의 차원이다+ !은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샘플의 수이다+ 이렇게 전 

데이터 베이스의 샘플에 한 적합도’ 구한 후 x장 적합도x 높은 

샘플을 취득하여 해당 파라미터’ 시스템에 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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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사이저  매개변수  추정  방법2 : 유전  알고리즘  

  유전 알고“즘은 전역적 최적화 알고“즘으로 계산 비용이 매우 높

고 다‘ 표준적 최적화 방법에 비해 성능적으로 우월한 최적화 방법은 

아니지만) 미분 불x능한 복잡한 다변 함수인 신디사이저에 의한 음색 

공z을 탐색함에 있어 유전 알고“즘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0V+ 진화 알고“즘은 매개변수’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친다+ 

 !개의 개체’ 지니는 초기 세  ’ 생성한다+ 태그*음원 추천 모듈에

서 제안된 y 특징 벡터 !!!에 하여) 상기된 적합도’ 기준으로 매 

세  적자’ 선택하고) 이들z의 교배 및 돌연변이’ x한다+ 유전 알

고“즘은 매 세 ’ 반복하며 적합도x 최소화되는 개체’ 탐색해 나

z다+ 

 

 평균 거“%표준편차& 평균 소요시z%표준편차& 

탐색적 방법 *1.7* ()-..)) ).)*((.(*)** 

유전 알고“즘 01+1.%/.+13& 42+6-%5+3.&' 

무작위 방법 .1/+6/%33+35& I,< 

<표 5> 매개변수  탐색  방법에  따른  성능  차이  

w개변수 값 

진화 세  수 2- 

세 당 개체 수 /-- 

교배 방법 이점 교배 

돌연변이 방법 비트 플립%Yik ]cig& 

<표 6> 유전  알고리즘  매개변수  

  임의의 상을 기준으로 탐색적 방법과 유전 알고“즘의 평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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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은 8표 2:과 같다+ 유전 알고“즘은 서버에서 다중 

프로세서%/1 개&의 병렬처“’ 통해 계산되었고%'&) 탐색적 방법은 

피씨에서 단일 프로세서’ 통해 계산되었다+%''& 여기서 거“는 특징 

벡터 z의 유클“디안 거“) 즉 적합도의 역수이다+ 무작위 방법은 

무작위 매개변수x 같은 적합도’ 이용하여 유전 알고“즘을 최적화 

모듈로 이용 하였을 때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정적인 연산 능력의 

한해서는 탐색적 방법이 상 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유전 알고“즘의 매개변수는 8표 3: 과 같다+ 

 

제 0 절 시제품 시스템 및 케이스 스터디 

구현된 모듈들을 종합하고 8그림 ./: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탑재한 시제품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을 평x하기 위하여 

케이스 스터디x 진행되었으며 시험 결과’ 분석하여 시스템에 피드백 

하였다+ 

 

0+0+.+ 시제품 시스템 개요 

시제품 시스템은 상기된 모든 모듈의 기능을 하면서도 실제 사용이 

x능할 정도의 연산 속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태그*음색 

초기값 추천 방법은 상기된 0x지 모두x 사용되었다+ 다중 회귀 분석

으로 강인하면서도 연산량이 적은 이 방법을 통해 임의 방법 과의 성

능 비교’ 하였다+ 즉) 임의 추천의 척점으로서 다양성은 낮지만 목

표 음원과의 상 적 거“x x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방법과) 다양성

은 높지만 목표 음원과의 상 적 거“x 상 적으로 멀 것으로 예상되

는 임의 추천과의 비교’ 하고자 한 것이다+ BHH은 이 두 방법의 절

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음원*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는 실시z 사

용성을 고려해 t탐색적 방법u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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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제품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x 원하는 소“에 x깝다고 여겨지는 음색 태그’ 선택하면 

입력 태그 조합과 x장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음원의 음향 특징이 

선택되고) 매개변수 최적화 모듈은 이 특징과 x장 x까운 매개변수 5

개’ 추천한다+ 사용자는 추천된 초기 세  5개의 음원을 DB<’ 통하

여 점진적으로 최적화 해 나감으로서 원하는 소“’ 설계해 나z다+ 

  DB<의 매개변수는 8표 4:과 같다+ 교배의 확율은 토너먼트에서 살

아남은 y 적자%適者& 개체들에 해 독립적으로 교배군에 포함될 지’ 

결정하는 확율이고) 돌연변이 확율은 마찬x지로 적자 개체들에 해 

독립적으로 돌연변이군에 포함될 지’ 결정하는 확율이다+ 교배군에 개

체’ 할당하는 과정이 선행되고) 교배군에 들지 못한 개체들에 해 돌

연변이 테스트x 진행된다+ 토너먼트는 개체군에서 임의 선택된 !개의 

개체들 중 x장 우월한 개체’ 생존시키는 방법으로) 본 실험에서는 매 

토너먼트마다 0개의 개체’ 임의로 추출해 x장 우월한 적자’ 채택하

였으며) 5번의 토너먼트’ 통해 5개의 적자’ 선정했다+ 사용자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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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실험에서는 이진화 적합도) 즉 - 혹은 .로 평x 되었다+  

 

w개변수 방법 값 

교배 이점교배법 %knf gfiek Zifjjfmei& 2-" 

돌연변이 플립 비트 돌연변이 %]cig Yik dlkXkife& 2-" 

생존 토너먼트 %kflieXdeek& 0 개 

적합도 사용자 적합도 평x -). 

<표 7> IGA의  매개변수  

 

0+0+/+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는 제안된 시스템의 태그*음색 추천 모듈의 성능을 

평x하기 위하여 실험과 설문조사’ 병용하였다+ 피험자는 /- ) 0-

로 구성된 남녀 학원생으로) 신디사이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군 3명과 경험이 없는 군 3명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는 8그림 ./:

와 같은 인터페이스’ 탑재한 시제품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시된 목

표 음원과 유사하다고 생y되는 음원을 탐색해 나x는 과업을 부여

받았다+ 세부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피험자는 제시된 /개의 소“에 해 yy 0번의 탐색을 한다+ 

/+ 탐색은 태그*음색 초기값 추천과 DB<’ 통한 세부 조정으로 이루어

진다+ 

0+ 피험자는 목표 음원을 듣고 태그’ 선택한 후) tKfglcXkeu 버튼을 눌러 

초기 값 5개의 소“’ 추천받는다+ 이 때) 같은 소“에 해서는 한 

번만 태그’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소“에 한 다음 번 시도에서는 

태그’ 다시 할 필요x 없다+ 

1+ KfglcXke된 5개의 소“에 하여) 목표 음원과의 주관적 유사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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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비슷하다고 평x될 때에는 tGibeu 버튼을 눌러 적합도’ 부여

한다+ 적합도’ 부여한 후에 피험자는 tEmfcmeu 버튼을 눌러 해당 세

’ 진화시킨다+ 적합도’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평x되는 소“들과 유

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5개의 다음 세 x 제시된다+ 마찬x지로 적합

도’ 평x하고 진화’ 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실험 설정인 .2회에 

다다르거나) 주관적으로 만족했을 시 반복을 중단하고 해당 시도’ 끝

마친다+ 

 

  실험에 사용한 음원은 시제품 시스템에 탑재된 신서시스 모델을 

표할 수 있는 /개의 음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선정하기 위해 신

서시스 모델의 y 매개변수에 해 균등분포하는 임의 값을 부여하

여 임의의 소“ .----개’ 생성하였다+ 이 때) 본 연구에서는 시z

축에서의 음색 변화x 아닌 순z적인 음색을 그 비교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앰플“튜드 엔벨로프%Xdgcikl[e eemecfge&의 매개변수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매개변수에 해서 임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렇

게 취득한 음원 데이터’ 상으로 b’ /로 하는 b*평균 알고“즘

%b*deXej Xcgfiik_d&U-(V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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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신서시스 군집화 결과와 군집 중심 

  8그림 .0:은 알고“즘 수행 결과’ 나타낸다+ 푸‘색 점들과 노란

색 점들은 신서시스 모델로부터 임의 생성된 음원들의 HA>> 벡터

이고) 붉은 점은 두 표 군집의 중심에 해당하는 HA>> 벡터이다+ 

/차원 시y화’ 위해 HA>> .0차원에 해 주성분분석%giieZigXc 

Zfdgfeeek XeXcpjij) K><&U2.V’ 수행하였다+ 음원 .과 음원 /의 음

색적으로 x장 큰 차이는 주파수변조%]iehleeZp df[lcXkife&의 유무 

였으며) 나머지 속성은 유사성을 보였다+ %음원 .이 주파수 변조x 

있는 음원이고) 음원 /x 주파수 변조x 없는 음원이다+& 

  실험에서 피험자는 y 음원 .과 음원 /에 해 제안된 0 x지 방

법에 해 y 0번의 탐색 시도’ 하였다+ 초기값 추천 방법은 임의

의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객관적인 평x’ 하기 위해 피험자는 현재

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었다+ y 시도x 끝

나고 피험자는 y 시도에 해 8표 5:과 같은 질문에 한 응답을 

4점 척도로 작성하였고 별도의 주관적 응답이 있을 시 실험자는 이

’ 기록하였다+ 질문은 본 방법이 제공하는 시스템의 사용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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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용의 편의성%항목 .&) 만족도%항목 /&’ 알아보고자 하

였고) y 방법에 따‘ 초기값 추천이 전체 탐색 속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항목 0&) 그“고 음색 태그와 추천된 음색 z의 주관적 

상관성%항목 1&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방법에 한 시도x 

끝난 후 공통 설문으로 주어진 키워드%음색 태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y되는 키워드x 있었는 지에 한 자유 형식 질문을 하였으며) 응

답을 기록하였다+ 

 

항y 질z 

. 이 방법은 얼마나 사용하기 쉬웠습니까? 

/ 이 방법에서 찾은 소“는 목표 음원과 얼마나 x깝습니까? 

0 이 방법을 통해 소“’ 얼마나 빨“ 찾았습니까? 

1 이 방법에서 키워드와 추천된 소“들이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표 8> 설문  질문  항목  

 

  시제품 시스템의 실험용 버젼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 기록하였다+ 수집된 로그는 목표 음원에 

한 사용자의 음색 태그 선택) 초기값으로 추천된 세 의 음원 개체

들을 포함한 전 진화과정의 세  개체 음원들에 한 신서시스 매개

변수 벡터) 진화 시z 및 진화 횟수’ 포함한다+ 

  



16 

 

 

0+0+0+ 케이스 스터디 결과 

설문  결과  

항y 음원 임의 추천 랜덤 포s스트 9<< 

. 
. ,.,* ().*,)  0+2- %.+0.& 1+00 %.+11& 

/ ,.03 (*.,-) 1+2- %/)10& 1+34 %.+64& 

/ 
. ,.-0 ()..*) 0+1/ %.+2.& 1+00 %.+34& 

/ -.*- ().**) 1+-5 %.+40& 1+00 %.+34& 

0 
. ,.-0 ().0)) 0+.4 %.+4/& 1+-- %.+16& 

/ ,..7 ().70) 1+/2 %.+6.& 1+/2 %.+43& 

1 
. -.*- ().*1) 1+-5 %.+45& 1+6/ %.+2.& 

/ ,..7 ().3,) 1+/2 %.+33& 1+1/ %.+50& 

<표 9> 설문  항목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설문의 y 항목에 한 응답 평균 및 분산은 8표 6:과 같다+ 응답

자 별) 항목별로 정규화 한 후 평균과 분산을 구하였다+ 부분의 항

목에서 임의 추천이 x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번의 /번 음원과 1번

의 .번 음원에서만BHH이 우세한 응답을 얻었다+ 랜덤 포레스트 모

델은 모든 항목에서 x장 낮은 응답을 얻었다+ 종합적인 평x라고 할 

수 있는) 전반적 사용성을 묻는 첫 번째 항목에서는 목표 음원 .보

다 목표 음원 /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 얻었으며) 이러한 경향

은 모든 항목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응답은 음색 태그’ 통한 초기값 추천 보다 DB<에 한 

응답이 주’ 이루었다+ t의도한 로 진화하지 않는다u) t잘못된 방향

으로 온 것 같아 이전 세 로 돌아x고 싶다u) t진화시키고 싶은 속성

을 %시스템이&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다u라는 응답이 주’ 이루었

다+ 음색 태그’ 통한 초기값 추천에 해서는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 

해) t초기값 5개x 다 비슷하다u라는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두 방



2- 

 

법에 해서는 랜덤 포레스트에 비해 더 낫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한 추x 질문인 주어진 키워드 외에 추x적으로 필요하다고 생y되

는 키워드는 8표 .-:와 같다고 응답하였다+ 

 

범주 키워o 

시z성 빠르다) 느“다) kedgf 

변조성 흔들“는) dfije 

복잡성 단순하다) 복잡하다) 명확하다) 모호하다 

질감 쫄깃한) 입자감이 있는) 탁한) efijp 

무드 슬픈) 화x 나는 

기타 예쁘다) nek 

<표 10> 추가적  키워드  응답  

 

로그  분석  결과  

  로그 분석은 주관적인 설문의 결과x 정량적인 성능 평x와 얼마

나 상관성을 보이는 지 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여기

에서 성능 평x의 지표는 목표 음원과 탐색 결과물 음원의 음색적 

유사도이다+ 이 지표’ 산출하기 위한 정량적 수치로는 음색의 거“

’ 나타내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A>> 벡터z의 유클“디안 

거“x 이용되었다+ U2/V 결과는 8표 ..: 과 같다+  

 

항y 종합 임의 추천 랜덤 포s스트 9<< 

초기거“ 64+3. %04+.5& 65+10 %/6+-4& 0).-- (*0.7*) ../+53 %11+23& 

최종거“ 6/+.5 %1-+0-& 07.., (3..)3) 62+22 %10+14& 60+01 %1-+22& 

최소거“ 31+40 %/4+5.& 30+60 %/0+-5& -0.*- (*-.(-) 4/+-/ %0/+31& 

최소세 %회& 2+-4 %1+2-& ,.,. (,.-*) -.33 (,.*.) 2+1/ %1+32& 

진화횟수%회& ..+13 %1+/.& ..+-1 %1+32& ./+00 %0+00& )).(( (,.,)) 

소요시z%초& /3/+44 %.-0+51& /36+6- %..1+/3& *-3.0( (71.3,) /3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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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항목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초기세 는 y 방법을 통해 추천된 초기 세 들과 목표 음원과의 

거“’ 나타낸다+ 최종 거“는 피험자x 원하는 음원을 찾았거나 .2

회의 진화 횟수’ 다 사용하여 시도x 끝마쳐진 시점에서 최종 선택 

개체들과 목표 음원과의 거“’ 나타낸다+ 최소거“는 유전 알고“즘

의 특성 상 진화 과정이 포화되면 최적화x 더 나아지지 못하고 현

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성격을 고려하여) 한 시도에서 x

장 목표 음원과 x까운 세 의 거“’ 보고자 하였다+ 최소 세 는 

평균적으로 y 시도에서 최소 거“ 음원이 발견된 진화 횟수’ 의미

한다+ 진화 횟수는 y 시도에서 소요된 진화 횟수’ 의미하고) 소요

시z은 y 시도에서 소요된 시z을 의미한다+ 

  또한 로그 분석을 통하여 y 방법에 한 평균적인 거“ 변화 추

이’ 산출하였으며) 8그림 .1:와 같다+ 왼쪽부터 종합 평균 거“ 곡

선) 목표 음원 .에 한 평균 거“ 곡선) 목표 음원 /에 한 평균 

거“ 곡선을 나타낸다+ 이 곡선은 진화의 y 세 마다 시스템을 통해 

탐색된 음원들과 목표 음원에 한 평균 거“’ 의미한다+ y 시도의 

진화 횟수x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갈 수록 데이터x 적어지며) 

또한 진화 세 수x 늘어나는 시도는 목표 음원과 비슷한 음원을 탐

색하는 데 상 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확율이 높기 때문에) 이 곡선은 

정확한 평균 거“ 곡선을 의미한다기 보다 변화 추이에 한 경향성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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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진화  진행에  따른  각  방법별  평균  거리  변화  추이  

  첫 세 에서는 8표 .-:의 결과와 같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x

장 목표 음원과 x깝고) 그 뒤’ 임의 추천과 BHH이 뒤따‘다+ 랜

덤 포레스트 모델은 첫 세 에서 x장 목표 음원과 x까우나) 평균적

으로 이 이상 x까워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 로 임의 선택이

나 BHH은 진화의 첫 단계에서 랜덤 포레스트보다 목표음원에서 

더 멀었지만) 진화x 거듭될 수록 목표음원에 x까워 지는 경향을 보

이다) 최저점에 이‘ 후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5>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거리곡선  추이의  차이  

(Al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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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그림 .2:은 신디사이저 유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거“ 곡선 추이’ 

나타낸다+ 푸‘ 색 곡선은 경험자의 거“ 곡선이며) 초록 색 곡선은 비

경험자의 거“ 곡선이다+ 초기값 추천을 포함한 2회 이전의 진화 과정

에서는 경험자x 더 목표음원과 비슷한 음원을 탐색하였지만) 최저점이 

지난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최소 지점에 도달하는 

진화 세 는 경험자%2회&x 비경험자%3회& 보다 빠‘ 경향을 보인다+

<그림 16> 각  음원에  대한  태그  분포 

  y 목표 음원에 한 태그 분포는 8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한 목표 음원에 해 피험자는 평균적으로 2+-1 개의 태그’ 선

택하였으며%표준편차9.+32&) 일부 태그%dekXc) _fccfn) j_Xig) Zfc[) 

iflg_) [eeje) _Xij_) [iikp) eXjXc) [ip&는 공유하였으나) 일부 태그에

서는 %[eeg%.&) Yiig_k%/&) ZfdgXZk%.&) k_iZb%.&) j_iicc%/&) edgkp%/&) 

[lcc%.&) nXidieg%.&) cig_k%/&) jdffk_%.&) k_ie%/&) jf]k%/&& 상반된 결

과’ 보였다+ 

 

0+0+1+ 실험 결과 논의  

  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설문결과와 로그 분석 결과의 비교

이다+ 설문 결과 시스템의 본래 x설과는 다르게 임의 추천이 x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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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응답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의 경우 y 방법

에서 탐색한 음원이 목표 음원과 얼마나 x까운x와 관련된 질문으

로) 진화의 최종 결과물과 목표 음원과의 거“라고 할 수 있다+ 로그 

분석에서도 진화의 최종 결과는 임의 선택이 x장 목표 음원과 같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항목 0의 경우) 평균적으로 x장 빠‘ 시z에 진화’ 끝낸 

방법은 랜덤 포레스트 방법%/20+5초& 이지만 설문에서는 임의 방법

%/36+6초& 이 x장 높은 점수’ 얻었다+ 하지만 탐색 시z 외에도 해

당 시도에서 목표 음원과 x장 x까운 최소 거“의 음원이 어느 시

점에 등장 했는 지도 이 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험자들은 진화의 진행 상황에서 비교적 일찍 최소 거“의 음원을 

찾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음색을 얻기 위해 추x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음색의 거“x 더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y 시도에서 최소 거“ 음원을 탐색해 낸 진화 세

는 평균적으로 임의 추천 방법%1+13&이 다‘ 방법들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1의 경우) 설문에서는 모든 목표 음원에 해 임의 방법이 

x장 선택된 태그와 음원이 x깝다는 응답을 얻었다+ 한편) 8그림 

.1:에서 보이는 것 처럼 목표 음원 .과 /에서 초기값 추천 음원들

은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서 x장 목표 음원과 x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피험자x 초기 세  개체의 평균적인 

목표 음원과의 거“ 보다) 다음 세 로 진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개체) 

즉 우월한 개체들과 목표 z의 평균 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을 

x능성이 있다+ 8그림 .4:은 전체 개체군의 평균 거“ 곡선이 아닌) 

피험자에게 매 세  선택된 우월 개체들의 목표 음원에 한 평균 

거“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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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우월  개체와  목표  음원  간의  거리  변화  추이  곡선  

  이 곡선에서는 목표음원 .의 경우 여전히 랜덤 포레스트 방식의 

초기값 추천이 x장 목표 음원과 x까웠지만) 임의 추천 방법이 거의 

근접하게 x까워 졌고) 목표음원 /의 경우 임의 추천 방법이 랜덤 

포레스트보다 더 목표 음원에 x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랜덤 포

레스트 방법이 평균적으로 목표 음원에 x장 x깝게 나타나지만) 분

산이 임의 방법에 비해 적어 우월 개체군만을 비교했을 때에는 임의 

방법 중 우월 개체에 비해 더 목표 음원보다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목표 음원.) /의 경우’ 종합해도 임의 방법의 우월 개체들이 랜덤 

포레스트의 우월 개체보다 근소하게 목표 음원과 x까운 것으로 나

타났다+ BHH은 전체 세  평균과 우월 개체 평균 모두에서 x장 

거“x 먼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문에서는 임의 추천에 이어 두 번째

로 좋은 응답을 얻었다+ 이는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서 필연적으로 수

반되는 다양성의 부재x 주관적으로 한 개체의 평균적인 목표 음원

과의 상관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BHH과 임의 추천 

방법은 평균적인 거“는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 비해 유사하거나 더 

멀지만) 개체군의 다양성은 더 넓다+ 8그림 .1:나 8그림 .4:에서 종

합 거“ 곡선에서도 BHH과 임의 추천 방법은 세 x 진화할 수록 

목표 음원으로 거“x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랜덤 포레스트 방

법은 초기 개체군의 거“x 목표와 x까울 뿐) 다양성의 부재로 인해 

(Al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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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동시에 개체군이 포화되어 더 이상의 발전이 뚜렷히 나타나

지 않았다+ 

 

<그림 18> 음원  2에  대한  각  방법별  초기값  개체군  분포  

  이는 8그림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전체 실험 데이터

에서 목표 음원 / %R 표시& 에 한 y 방법에 따‘ 초기값 개체군 분

포도이며) 좌측으로부터 yy 임의 추천방법) 랜덤 포레스트) BHH이

다+ 8그림 .0:과 마찬x지로 /차원 시y화’ 위해 주성분분석이 적용

되었다+ 임의 추천방법과 BHH은 추천되는 초기값 개체들의 다양성이 

크면서도 목표 음원에 근접한 음원이 고르게 분포하여 있다+ 하지만 랜

덤 포레스트의 경우 전반적으로 목표 음원에서 먼 샘플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성이 매우 적고) 부분의 샘플이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BHH의 경우 태그에 적합한 HA>> 벡터의 확률 분포’ 상기된 

Aieejfle[ 의 실제 소“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였다+ 하지만 신디사이저

의 성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전체 음색 공z의 하위

공z) 혹은 완전히 다‘ 공z일 x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

서 BHH이 인지적으로는 랜덤 포레스트에 비해 좋은 평x’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HA>> 공z 상에서의 거“는 랜덤 포레스트보다 더 멀

었다는 것은 이러한 학습 데이터 s 테스트 데이터 공z 상의 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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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을 x능성이 있다+ 따라서 음색 태그 s 신서시스 음원 쌍

의 데이터셋을 충분히 취득한 후) 이’ 학습한다면 BHH에서의 성능

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y된다+ 

  한편) 목표 음원에 따라 성능의 편차x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음원은 임의 방법을 통해 임의 생성된 음원들에 해 

평균적으로 ..- HA>> 거“’ 보였고)%표준편차93-& 실제 실험에서의 

임의 추천 샘플들의 평균은 65+1 이었다+ 하지만 신디사이저 음원 데이

터 베이스 상에서 무작위로 / 음원을 골라 거“’ 비교했을 시의 거“ 

평균은 그보다 큰 .02+. ’ 보였다+ %표준편차941& 임의의 음원을 상

으로 진행한 예비실험에서 BHH의 평균 거“는 ./3 이었고) 랜덤 포

레스트는 6-으로) 이 두 x지 방법에서는 임의 추천 방법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은 성능의 차이’ 보였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두 표 음원

이 b*평균 알고“즘을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8그림 

.0:에서 알 수 있듯 목표음원 .과 목표음원 /는 y기 신디사이저 음

원 데이터 셋의 x장 큰 /개의 군집과 인점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는 비록 /차원으로 차원이 축소 되었을 지라도 

임의 추천 방법에서 상 적으로 유“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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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결론 

제 . 절 향후 계획 

제안된 시제품 시스템에서는 음색 태그 s 음원 z의 모델링을 테스

트하기 위해 임의 추천) BHH)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구현) 테스트 되

었다+ 케이스 스터디’ 통해 제안된 두 x지 방법이 아직 임의 추천 방

법에 비해 정성적) 정량적으로 뚜렷하게 강점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 방법에서 시도된 것과 같이) 음색 

태그 s 탑재된 신서시스 모델 음원 쌍으로 학습을 시킬 시에 정량적

으로는 임의 추천에 비해 더 나은 결과’ 도출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

x 및 초기값 추천 이후의 진화 과정은 랜덤 포레스트 방법의 본질적 

한계인 다양성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점을 설문조사와 로그 분석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색 태그 s 신서시스 음색 쌍의 충분히 많

은 수의 훈련 데이터’ 취득하여) 이’ BHH 등의 t생성적 모델

%geeiXkime df[ec&u로 학습한다면) 태그 입력과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개

체z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최근 y광받고 있는 딥 신경망 네트워크의 방법 중 제한된 볼츠만 

머신%iijkiiZke[ =fckqdXe dXZ_iee) L=H&과 이’ 집적한 딥 빌“프 네

트워크%[eeg Yecie] eeknfib) ?=I&은 최근 x장 주목받는 생성적 모델

의 하나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스템을 z소화 시키기 위하여 U00)01V 등의 스피치 신서시스

%jgeeZ_ jpek_ejij&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서시스 모델을 차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 모델은 해당 시z 프레임의 HA>> 값들 자체’ 

매개변수로 한다+ 따라서 신서시스는 해당 시z 프레임의 HA>>’ 스

펙트럼으로 변환하고) 이’ 다시 시z 도메인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과

정을 거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매개변수x 시z에 따라 연속

적으로 변하는 것을 x정하고 있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감산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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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듈러 신서시스 %df[lcXi jpek_ejij& 방법에 비해 그 원“x z단

하고 비선형성이 상 적으로 작다+ 매개변수 추정 또한 기댓값 최 화 

방법등을 통해 이미 진행된 연구x 많아 본 연구에서 제안된 t탐색적 

방법u이나 유전 알고“즘을 이용한 신서시스 매칭보다 더 빠르고 효율

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의 경우 오프라인 시스템이 일반적이고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실연 x능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험을 위해 일반적인 매개변수 설정으로 고정해 놓은 DB< 모

듈을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및 실험에서도 피험자

들은 주로 DB<에 한 불만이나 개선점 등을 언급하였다+ 유전 알고“

즘 자체적인 개선을 더불어)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과 성능

을 고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제 /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신디사이

저의 톤의 브라우징에 소모되는 시z을 줄여줄 것이며) 이는 초심자들

의 신디사이저 사용에 한 문턱을 낮출 것이다+ 아마추어 음악 제작자

들을 위한 환경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현재의 산업 환경 속에서) 신

디사이저의 음색 브라우징이나 음색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z

적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크다+ 이 과정을 여전히 흥미로

운 탐색의 과정으로 남겨 놓으면서도 더 효과적이고 미약하나마 더 빠

르게 할 수 있는 본 제안 시스템은 전자음악을 조금이라도 하는 모든 

예술x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감소하는 총 

시z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장에서 언급하였 듯이 현재 DB<는 t인z 요소ux 들어z 모

든 디자인에 있어 유효한 툴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음악이나 소“ 뿐만이 아니라) 인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계적 분류’ 통해 유전 알고“즘의 첫 세 ’ 좀 더 사용자x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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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개체군으로 만드는 것은 더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확장될 여지

x 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은 실시z으로 유행하는 음색을 탐지하고)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전자음악의 시류x 바뀌고 새로운 톤이 등장하여 

유행이 될 때 마다 전문x에 의해 음색이 만들어 져야 하는 지금의 시

스템보다 더 즉y적이다+  

이러한 .차 목표 외에도 부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자체x 합성된 음

색의 인지적 모델링 연구’ 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

는 등 신디사이저 연구와 음색 연구’ 포함한 음악 정보 분석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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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trRNvJT 6WnONrNnLN3 2)11 BLtWKNr 2-&203 MRJUR, 9TWrRMJ (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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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JUR2 GnRvNrsRty WO MRJUR3 2)11'+ DekeieXkifeXc MfZiekp ]fi HljiZ 

De]fidXkife LekiiemXc %DMHDL&) /-..+ 

U1-V H+ A+ Kfikei+ "<e Xcgfiik_d ]fi jl]]io jkiiggieg+" CrWPrJU .1+0 

%.65-&7 .0-*.04+ 

U1.V <+ TXZ_XiXbij) ek Xc+ "<eXcpjij f] dljiZXc kidYie jedXekiZj k_iflg_ 

dekiiZ Xe[ efe*dekiiZ [XkX ie[lZkife keZ_eihlej+" CrWLNNMRnPs WO thN 

12th IntNrnJtRWnJT 6WnONrNnLN Wn MusRL CNrLNptRWn JnM 6WPnRtRWn 

(I6MC612) JnM thN 0th FrRNnnRJT 6WnONrNnLN WO thN 8urWpNJn EWLRNty 

OWr thN 6WPnRtRvN ELRNnLNs WO MusRL (8E6BM )0)+ /-./+ 

U1/V J+ HfiXmeZ) Xe[ E+ Škěgáeeb+ "PeiYXc [ejZiigkife f] dljiZXc jfle[ 

kidYie ie >qeZ_ cXeglXge+" WrPJn 1 %/--0&7 0*4+  

U10V E+ MkegXeeb+ "LecXkifej Yekneee geiZegklXc jgXZe Xe[ meiYXc 

[ejZiigkife ie mifcie kidYie+" JLústRLJ 2))- :uRUJrãNs %/--1&+ 

U11V E+ HXihlej) Xe[ K+ E+ Hfieef+ "< jkl[p f] dljiZXc iejkildeek 

ZcXjji]iZXkife ljieg gXljjiXe dioklie df[ecj Xe[ jlggfik meZkfi 

dXZ_ieej+" >XdYii[ge LejeXiZ_ GXYfiXkfip NeZ_eiZXc Legfik Meiiej 

>LG 1 %.666&+ 

U12V H+ Gemp) Xe[ H+ MXe[cei+ "HljiZ ie]fidXkife iekiiemXc ljieg jfZiXc 

kXgj Xe[ Xl[if+" Hlckide[iX) DEEE NiXejXZkifej fe ..+0 %/--6&7 050*

062+ 

U13V >+ H+ =ij_fg+ "Hioklie Hf[ecj Xe[ k_e EH <cgfiik_d+" HiZifjf]k 

LejeXiZ_) >XdYii[ge %/--3&+ 

U14V G+ =ieidXe+ "LXe[fd ]fiejkj+" HXZ_iee ceXieieg 12+. %/--.&7 2*

0/+  

U15V >+ E+ M_Xeefe+ "< dXk_edXkiZXc k_efip f] ZfddleiZXkife+" <>H 

MDBHJ=DGE HfYice >fdglkieg Xe[ >fddleiZXkifej Lemie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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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22+ 

U16V M+ G+ Biflo) Xe[ K+ AHE+ PeijZ_lie+ "KeiZegkjpek_7 dXggieg 

geiZegklXc dljiZXc ]eXkliej kf jfle[ jpek_ejij gXiXdekeij+" <ZfljkiZj) 

MgeeZ_ Xe[ MigeXc KifZejjieg) /--5+ D><MMK /--5+ DEEE DekeieXkifeXc 

>fe]eieeZe fe+ DEEE) /--5+ 

U2-V M+ K+ Gcfp[+ "GeXjk jhlXiej hlXekiqXkife ie K>H+" De]fidXkife 

N_efip) DEEE NiXejXZkifej fe /5+/ %.65/&7 ./6*.04+ 

U2.V M+ Wfc[) F+ EjYeejee) Xe[ K+ BecX[i+ "KiieZigXc Zfdgfeeek 

XeXcpjij+" >_edfdekiiZj Xe[ iekeccigeek cXYfiXkfip jpjkedj /+. %.654&7 

04*2/+ 

U2/V E+ Wflkeij) Xe[ H+ W+ HXZfe+ "< geiZegklXc emXclXkife f] [ij

kXeZe deXjliej ]fi ZfeZXkeeXkime jgeeZ_ jpek_ejij+"WI6ELC+ Pfc+ 65+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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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RSrDFS 

5TSoMDSKF SyNSheRKzer >DSFh 9eNerDSor SyRSeM URKNI 

>erFePSTDl AKMEre <oGel DNG :NSerDFSKUe 9eNeSKF 

5lIorKShM 

 

EXe_le Fid 

?egXikdeek f] NiXej[ijZigcieXip Mkl[iej 

N_e BiX[lXke MZ_ffc 

Meflc IXkifeXc Oeimeijikp 

 

   Kifgiejj fe dljiZ keZ_efcfgp ie /-k_ Xe[ /.jk Zeekliiej Zfemeikj 

Xcdfjk Xcc _Xi[nXie [emiZej iecXke[ kf dljiZ gif[lZkife iekf k_e 

jf]knXie+ N_e jfle[ jpek_ejiqei) n_iZ_ ij fee f] k_e dfjk ZfdgciZXke[ 

[emiZe ie dljiZ gif[lZkife) _Xj Yeee XZZegke[ dXep X[mXekXgej f] 

k_fje [igikXc dljiZ keZ_efcfgiej Xe[ gekkieg dfie jfg_ijkiZXke[ Xe[ Xcjf 

Zfdgceoe[+ >fejehleekcp) ik ij [i]]iZlck ]fi efmiZe ljeij kf le[eijkXe[ 

Xe[ [ejige k_eii fne jfle[ nik_ ZfekedgfiXip jpek_ejij iejkildeekj+ 

Mfde iejkildeekj) Xj Xe XckeieXkime) XkkXZ_e[ giejek jfle[ [ejigee[ Yp 

gif]ejjifeXc jfle[ [eijgeeij+ Cfnemei) ljeij ljlXccp Zfe]ifek Yifnjieg 

gifYced nik_ k_fljXe[j f] giejek jf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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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_ij iejeXiZ_ gifgfjej X gfjjiYicikp f] X efmec) XlkfdXkiZ jfle[ 

[ejige jpjked+ Klijlieg dXoidld ljXYicikp Xe[ gei]fidXeZe) k_ij 

jpjked ij Zfdgfje[ f] X jee[ jfle[ jlggejkife df[ec Xe[ iekeiXZkime 

geeekiZ Xcgfiik_d) Xj X ljei*[iieZke[ fgkidiqXkife gifZejj+ 

 

KeyVorGR 2 <TRKF AeFhNoloIy% SoTNG SyNSheRKzer% :NSerDFSKUe 9eNeSKF 

5lIorKShM% 6DSD <oGelKNI 

SSTGeNS NTMEer 2 *()3-**,(, 

 


	초록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 목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컴퓨터 이용 합성(CAS : Computer Aided Synthesis)연구와 문제 정의
	2.1.1.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
	2.1.2. 컴퓨터 이용 합성 연구의 문제 정의

	제 2 절 자동 신디사이저 음색 생성 연구 방법
	2.2.1. 입력 변수 매핑 : 인지적 음색 모델의 방법
	2.2.2. 신서시스 매칭(synthesis matching) :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

	제 3 절 요약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제안 시스템
	제 1 절 시스템 구성
	3.1.1. 시스템 개요

	제 2 절 시스템 구현
	3.2.1. 태그-음원간 탐색 모듈 구축
	3.2.2. 음원-신디사이저 매개변수 추정 모듈 구축

	제 3 절 시제품 시스템 및 케이스 스터디
	3.3.1. 시제품 시스템 개요
	3.3.2. 케이스 스터디
	3.3.4. 실험 결과 논의


	제 4 장 결론
	제 1 절 향후 계획
	제 2 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