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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까지 컴퓨터악기 제작시도는 크게 샘플링 (sampling)방식과 피지컬 모델링(physical modeling)의 2가지 방식

이 주를 이루었다. 샘플링 방식은 샘플링 과정에서 배음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 때문에 현의 배음을 강조하는 익사

이터(exciter) 효과가 미미하다. 하지만 피지컬 모델링 방식에서는 많은 배음을 지닌 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 배

음 중 특별한 주파수대의 배음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실음에 가까운 음색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서는 현의 피지컬 

모델링에 있어서 현의 특정 주파수대의 배음을 강조하는 익사이터를 구현함에 있어 화이트노이즈(백색소음)을 이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가야금 소리의 엔벨로프(envelope)와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익사이터를 갖는 피지

컬모델링 방식이 샘플링 방식 및 기존의 피지컬 방식보다 실제 가야금 소리에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Up until now, attempts to produce computer instruments have been largely focused on two types of sampling methods 
and physical modeling. Since the sampling method removes much of the harmonics in the sampling process, the effect 
of exciter that emphasizing the harmonic of the strings are mini. However, the physical modeling method can produce a 
lot of harmonics, and by emphasizing the harmonics of a particular frequency band among these harmonics, it is possible 
to produce a sound more like a lively soun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using white noise in realizing exciter 
emphasizing harmonics of pre - specified frequency band in prefectural physical modeling. And comparing the envelope 
and spectrum of the Gayageum sound, we confirmed that the physical modeling method with the exciter is more suitable 
for the actual Gayageum sound than the sampling method and the conventional physical mode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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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금까지 컴퓨터악기 제작시도는 크게 실제 악기 녹

음을 통한 샘플링 방식과 실시간 합성을 통한 피지컬 

모델링의 2가지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샘플링 방식의 

가상 컴퓨터 국악기는 실제 악기음을 녹음하여 실시간 

재생하는 것으로서 악기 소리 원음을 낼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반면 연주자의 여러 가지 주법에 의한 아티큘

레이션을 구현하는데 한계점이 있고 샘플링 과정 중 가

야금현의 배음 중 많은 부분이 삭제되는 한계가 있다 

[1].
샘플링 방식은 샘플링 과정에서 배음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 때문에 현의 배음을 강조하는 익사이터 효과

가 미미하다. 하지만 피지컬 모델링 방식에서는 현의 

진동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므로 많은 배음을 지닌 

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 배음 중 특별한 주파수대

의 배음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실음에 가까운 음색을 만

들어 낼 수 있다. 여기서는 현의 피지컬 모델링에 있어

서 현의 특정 주파수대의 배음을 강조하는 익사이터를 

구현함에 있어 화이트노이즈(백색소음)을 이용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미묘한 가야금의 음색을 좀 더 

정교하게 재현하고 연주자의 연주를 더욱 음악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진동 파형 합성방식(commuted waveguide 

synthesizing)을 이용하여 탄현된 가야금 줄의 진동을 

피지컬 모델링하고 이에 화이트 노이즈를 이용한 익사

이터 효과를 준 것과 샘플링 방식의 가상 국악기의 엔

벨로프와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익사이터를 갖는 피지

컬모델링 방식이 샘플링 방식 및 기존의 피지컬 방식보

다 실제 가야금 소리에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Ⅱ. 본론 및 배경지식 

2.1. 25현 가야금의 구조

가야금은 국악기 중 사부에 속하는 현악기로 ‘가얏

고’ 라고도 하며 오동나무 공명 반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줄을 세로로 매어 각 줄마다 안족 (기러기발)을 

받쳐놓고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낸다. 청아하고 부

드러운 음색으로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국악기이다. 25

현가야금의 구조는 전통가야금에 비해 울림통이 2배 이

상 확장되어 음량은 증폭되었지만 저음제거단을 설치

하지 않아 긴 릴리즈를 갖는 단점을 보인다 . 또한 악기 

통을 확장하고 줄 간격을 좁혀 선율뿐만 아니라 화성적

인 연주를 담당하는 악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안
족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통의 원의 각도가 변

형됨에 안족은 통과 밀착하는 곳의 각도만 수정되었고 

명주실을 꼬아서 사용하였던 22현까지의 가야금은 명

주실의 장력을 통이 소화하지 못함에 폴리에스테르 재

질의 합성 수지로 줄의 재질을 대처하게 된다 [2].

2.2. 샘플링 방식 (기존 연구)

국악기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악기로 만

들어 음악제작에 있어서 활용 편의성과 유용성을 높이

려는 시도는 그동안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여러 차례 

수행된 바 있다. 가상악기 개발 사례의 경우 음원 형식

에 비해 사용성은 높은 편이었지만 표현력 차원에서의 

단점은 해소되지 못하였다. 컴퓨터 기반 음악 제작 환

경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다채로운 표현 기법을 구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

했기 때문이다. 개발 여건의 문제였겠으나 결과적으로 

음악 전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상적인 음악적 

표현을 충실히 재현할 수 없었기에 전문가들의 실사용

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3].

2.3. 피지컬 모델링 방식

디지털 소리 합성 방식은 무엇을 모델링하여 소리를 

합성을 하는지에 따라 시그널 모델(signal model)과 피

지컬 모델(physical model)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구

분은 악기 연주의 결과물인 소리를 시뮬레이션 할 것인

지 아니면 연주를 통해 소리를 낼 때 악기에서 일어나

는 물리적 현상을 시뮬레이션 할지에 관한 방법론적 구

분이다. 피지컬 모델링은 연주를 통해 소리를 낼 때 악

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

이다. 피지컬 모델링 소리 합성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에 기본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 

디지털 파형합성방식과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서가 개

발되고, 피지컬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신디사

이저를 스탠포드 대학의 CCRAMA(The Center for 
Computer Research in Music and Acoustics)와 야마하 

악기가 협력하여 상용화한 것 등이 맞물려 개발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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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이 피지컬 모델링 소리 합성 기법은 악기에

서 소리를 생성하는 발음체를 모델링 하는 것이다. 이
를 악기 모델링에 적용하면 어쿠스틱 악기가 가진 고유

의 소리에 근접한 소리를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악

기의 외형적 특징과 구성물질의 특성을 변경하여 새로

운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에 따라 크기, 재질, 가
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작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

운 악기를 가상 악기로 만들어 그 소리를 들어보고 활

용할 수 있다 [4].

2.4. 익사이터 

하모닉 익사이터는 음색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주파수대의 배음을 강조하는 음향효과 장치이다. 이는 

이퀄라이저의 고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익사이터를 이용하면 음색이 좀더 밝아지고 살아나는 

느낌이 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고주파 왜곡 혹은 

위상 시프팅(shifting)을 사용한다. 익사이터는 '선명도 

극대화' 혹은 사이코어쿠스틱 (psycho acoustic) 효과라

고도 불리우며 Aphex 사가 1979년 특허를 내고 상용화

하였다, 음악 이외에도 통신에서 음성의 명료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5].

Ⅲ. 가야금 피지컬 모델링

3.1. 기본 구조 

그림 1은 가야금의 한 개의 튕겨진 현에 대한 파형 합

성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개의 샘플데

이터베이스와 Sh(z) and Sv(z), 현의 양 끝의 현 진동을 

구현한 2개의 모델, 그리고 음색조절과 탄현 위치에 따

른 음색변화를 조절하는 2개의 필터로 이루어졌다. 이 

모델은 Jaffe와 Smith 에 의해 제시된 필터 구조에 기반

하고 있다 [6]. 이는 현의 음정과 음의 소멸시간에 작용

하는 회귀반복필터와 현의 각 주파수 대의 음 소멸 시

간에 따른 저대역통과 필터(low-pass filter)로 구성된다. 
이 실험에선 1 극 IIR(infinite impulse filter) 필터를 루

프 필터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디사이저를 디자인하

기 쉽고 실험결과를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익사이터 모듈을 추가해 좀 

더 밝고 음악적인 가야금 현 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Fig. 1 Flowchart of plucked Gayageum string synthesis 
model with exciter

3.2. 이상적인 현의 진동 모델 

그림 2에서 보면 이상적인 현은 초기 현이 매어진 위

치와 진동이 전혀 없는 초기 상태로 정의되어진다. 초
기 현의 매어진 상태 Y(0,x)와 초기 탄현의 세기 y’(0,x) 
는 다른 추가 요인이 없는 경우 현의 진동 모션을 완전

히 결정한다. 현의 음색은 현을 튕기는 위치(x)에 따라 

변한다 [7].

Fig. 2 Ideal st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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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익사이터 구현 

Fig. 3 Max programming of exciter model

익사이터를 구현하기 위해 화이트노이즈에서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해 입력신호에서 기준음(fundamental 
signal) 을 분리한다. 기준음의 증폭 엔벨로프는 순간 진

폭을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을 수

행하려면 필터링된 신호는 분석 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분석 신호 중 실수부는 원래의 입력신호가 되고 

허수부는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을 한다. 낮은 

지연 시간을 위하여 한 쌍의 전대역필터(all-pass filter)
를 사용하면 2가지의 새로운 신호를 얻을 수 있다. 하나

는 기음의 진폭을 나타내는 신호의 엔벨로프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된 필터로 인해 생겨난 위상의 

측정치이다. 진폭 및 위상의 측정이 완료되면 의 배

음은 다음 수식과 같이 합성될 수 있다.

  cos (1)

이 방식의 정확성은 기준음을 분리해내기 위해 사용

된 저대역통과 필터의 성능에 달려있다. 저대역통과 필

터의 성능이 좋을수록 좀 더 정교하게 기준음을 분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 대역의 주파수의 배음 성분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배음을 얻어낼 수 있다.

cossin  cossin (2)

수식 (1), (2)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익사이터 회로

를 새로이 디자인하였다. 
그림 3은 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이 익사이

터를 구현한 것으로서 화이트 노이즈를 저대역통과 필

터를 통과시킨 후 피드백 지연 루프(feedback delay 
loop)를 통해 음색을 만들어내는 구조로서 버스트

(Burst) 매개 변수는 화이트 노이즈의 초기 버스트 길이

를 제어하고 컷오프(cut off) 매개 변수는 저대역통과 필

터의 차단 주파수를 제어하며 공진 매개 변수는 필터의 

경사를 제어, 그리고 램프(ramp) 매개 변수는 진폭 엔벨

로프의 지속 시간을 제어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Ⅳ. 실험결과

4.1. 엔벨로프 (Envelope) 비교

엔벨로프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것으로 그 진행곡선은 어택, 디케이, 서스

틴, 릴리즈의 4가지로 구분된다. 25현 가야금은 현을 튕

기는 주법의 악기로서 짧은 어택, 디케이, 서스틴과 긴 

릴리즈 값을 가지고 있다. 실제 25현 가야금을 녹음헤 

파형분석을 해보면 그림 4와 같은 ADSR (attack, decay, 
sustain, release)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샘플링 방식의 

가상 가야금악기와 피지컬 모델링 방식의 가상 가야금

악기의 파형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피지컬 모델링 방식

과 실제 25현 가야금의 음색비교를 위해 25현 가야금의 

12현을 녹음하여 샘플링 방식의 가상 가야금 악기와 같

이 비교하여 보았다. 

Fig. 4 Example of envelope A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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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ime  Y: Amplitude)
Fig .5 Envelope of real Gayaguem

(X :Time  Y: Amplitude)
Fig. 6 Envelope of sampling Gayaguem

(X :Time  Y: Amplitude)
Fig .7 Envelope of physical modeling Gayaguem

(X :Time  Y: Amplitude)
Fig. 8 Envelope of physical modeling Gayaguem with 
exciter

그림 5 –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제 25현 가야금의 

엔벨로프와 샘플링방식, 피지컬 모델링 방식이 거의 유

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짧은 어택에 이은 감소 

곡선이 피지컬 모델링 방식이 좀 더 원음에 가까운 형

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2. 스펙트럼 분석 비교

엔벨로프 비교에 이어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 각 

방식의 배음구조를 비교해보았다[8]. 12현은 236Hz의 

기준음을 가지고 있으며 가야금의 음색을 결정하는 배

음성분들은 다음 스펙트럼 분석과 같다. (그림 9-12)

(X :Frequency  Y: Amplitude)
Fig. 9 Spectrum analysis of real Gayaguem

(X :Frequency  Y: Amplitude)
Fig. 10 Spectrum analysis of sampling Gayaguem

(X :Frequency  Y: Amplitude)
Fig. 11 Spectrum analysis of physical modeling Gayaguem 
without exciter

(X :Frequency  Y: Amplitude)
Fig. 12 Spectrum analysis of physical modeling Gayaguem 
with exc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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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샘플링 방식은 원음의 스펙트럼(그림9)과 비

교해 봤을 때 150Hz 이하의 저음이 부족하고 중음대도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12에서 보듯이 피지컬 모

델링 방식이 실제 가야금의 스펙트럼에 더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피지컬 모델링에 익사이터 효

과를 더한 스펙트럼 형태 (그림 12) 가 실제 가야금의 

스펙트럼과 좀 더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4.3. 스펙트로그램 비교 

(X :Time  Y: Frequency)
Fig. 13 Spectrogram of real Gayaguem 

(X :Time  Y: Frequency)
Fig. 14 Spectrogram of physical modeling Gayaguem 
without exciter

(X :Time  Y: Frequency)
Fig. 15 Spectrogram of physical modeling Gayaguem 
with exciter

그림 13-15는 각 주파수대의 배음 성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가야금소리와 

일반피지컬 모델링, 그리고 익사이터를 적용한 피지컬 

모델링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익사이터를 

1,500Hz 이상의 주파수에 적용했을 때 실제 가야금 소리

와 유사한 배음 성분이 더 많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Spectrum Analysis Comparison Chart of Physical 
Modeling Gayaguem

system

freque
ncies(Hz)

real 
Gayag
uem
(db)

sampling
 (db)

physical
modeling 
without 
exiter

physical
modeling 

with
exciter(db)

50 -45.2 50 -45 -36.1

100 -43.1 -44.0 -40 -38.5

200 -26 -35.1 -36 -22.5

500 -12.5 -17.2 -15.5 -11.2

1k -22.5 -27.2 -25.5 -22.4

2k -27.0 -25.5 -23.3 -24.6

5k -50.0 -44.9 -31.1 -32.5

10k -39.8 -49.1 -47.3 -45.3

[표 1] 표 1에서는 실제 가야금소리, PCM(pulse 
coded modulation) 방식으로 샘플링한 가야금 소리, 기
존의 피지컬 모델링 및 제안한 익사이터를 포함한 피지

컬 모델링 방식을 적용한 가야금 소리의 주파수 대역별 

음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샘플링방

식에 비해 피지컬 모델링 방식이 실제 가야금 수치와 

유사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기

존의 피지컬 모델링 방식에 비해 익사이터를 적용하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좀 더 많은 배음 성분이 발생하

고 이를 통해 가야금 소리의 명료도가 높아지고 음색이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실험결과에서 보여 진 것처럼 피지컬 모델링 방식에 

익사이터 효과를 더한 가상 가야금악기는 실제 가야금

과 유사한 배음구조를 가지며 가야금 소리의 명료도가 

높아지고 음색이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국악이 새롭게 조명 받으며 여러 가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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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식 음악과 재즈, 혹은 팝음악과의 융합이 실험되어 

지고 있는 현재의 시류에 맞춰 연주자나 작곡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 국악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기존의 샘플링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피지컬 모

델링 합성 방식의 국악기를 연구, 개발하여 연주자의 다

양한 음악적 기교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가야금

의 농현 [9] 등 다양한 기법의 재현과 모바일 기기에서의 

구현[10]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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