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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조가야금의 음을 합성하여 아두이노(Arduino)와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이용한 물리적 모

델링 기반의 현 없는 산조 가야금을 구현한다. 아두이노는 저렴한 가격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며, DSP는 높

은 분해능과 빠른 A/D변환 기능을 지원하여 복잡한 음 합성 연산의 빠른 처리를 만족시킨다. 또한 기존 가야금의 복잡한 연주

법을 초보자도 쉽게 다루기 위해 가야금의 현을 대신해 터치 패널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I/O동작은 아두이노 

MEGA 2560보드를, 음 합성의 복잡한 연산을 위해 CCSv5(Code Composer Studio) 툴과 DSP칩을 내장한 DSK5510 보드를 

이용하여 기능을 검증한다. 모의실험 결과 현 없는 가야금의 합성음은 기존의 음과 매우 유사하였으며, 초보자도 쉽게 제어하고 

연주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였다.   

키워드: 산조가야금(Sanjo gayageum), 아두이노(Arduino), 물리적 모델링(Physical modeling)

I. 서 론

오늘날 수많은 악기들이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악기의 디지털화는 대중들에게 악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국악기 또한 이러한 디지털화를 통해 국악기와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 모델링은 1992년 J. O. smith에 의해서 현악기에 대한 

디지털 도파관 이론이 만들어 진 후 다양한 악기에 적용 되어왔다[1]. 
물리적 모델링을 이용한 음 합성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합성 방법들과 

비교해 음질에 있어서 좀 더 자연 악기 음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 

낸다. K. Karplus와 A. String는 현악기의 음을 합성하는 간단한 

시스템을 소개했다[2].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기본 모델을 확장하고 

종합해서 매력적인 현악기 소리를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해왔다[3].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파동 방정식은 탄성 있는 매질에서 일차 

방정식과 확장된 이차 또는 삼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현악기 소리를 위한 합성 알고리즘은 많은 계산량 요구로 많은 지연시

간을 포함하여 기존의 음과는 다른 소리를 출력한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처리 프로세서 중 신호를 

정밀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프로세서로 DSP가 대안이다. 또한 

현악기는 어려운 연주법에 의하여 초보자도 쉽게 연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악기 중 현악기에 

해당하는 가야금을 초보자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현을 대신하여 

터치패널로 다루기 편하게 구현하였다. 또한 터치 패널과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제어하였고, 복잡한 연산을 하는 음 합성 연산의 경우 DSP를 이용하여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두이노  MEGA 
2560 보드, CCSv5툴과 DSP칩을 내장한 DSK5510 테스트베드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디지털 도파관을 이용한 

현악기의 물리적 모델링, DSP와 아두이노에 관한 관련연구를, 3장에

서는 현 없는 산조가야금의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설계된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디지털 도파관을 이용한 현악기의 물리적 모델링

현악기의 물리적 모델링 방법 중 디지털 도파관 합성 방법이 현악기

의 물리적 모델링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3]. 최근 개발된 디지털 

도파관 합성방법은 다른 경로의 물리적 모델방법으로 수행된다.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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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동하는 파동을 얻고, 이동하

는 파동은 디지털 도파관 모델의  결과물이 서로 합해진다. 
그림 1은 선형 시스템의 디지털 도파관 합성에서 줄의 진동과 

몸체의 방사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Excitation 신호 

x(n)은 wave-table에 저장되고, L은 delay line의 길이를 나타내며, 
F(z)는 fractional delay를 나타내고, H(z)는 loop filter를 나타낸다. 
출력 값인 y(n)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1. 현악기 모델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A block diagram of a string instrument model

 
 


 (1)

2. DSP (Digital Signal Processor)

현재의 DSP는 신호처리 기능과 범용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제어기

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Digital Signal Controller(DSC)라고

도 불린다. 과거 DSP들에는 없었던 PWM, UART, A/D 변환기, 
watchdog 타이머 등의 주변장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장치들을 위하여 더 이상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4].

3. 아두이노 (Arduino)

아두이노는 2004년 이탈리아의 인터랙션디자인 전문학교(IDII)에
서 개발되어 2005년 최초의 보드가 제조되었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를 기반으로 하며, AVR을 기반으로 한 보드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통합 환경(IDE)을 제공한다. 아두이노는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모터나 LED 등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Ethernet, LCD, Bluetooth, 
Midi, DMX, Zigbee, GPS 등과 같은 기기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고 플래시, 프로세싱, Max/MSP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연동할 수 

있다.

III. 현 없는 산조가야금 설계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현 없는 가야금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준다. 먼저 

터치패널 2개에서 입력받은 신호는 아두이노를 통해 처리가 된다. 
터치패널 2개를 사용하는 것은 가야금의 연주법 때문이다. 하나는 

12개의 현을 표현하며 하나는 음의 높낮이를 표현가능하게 한다. 
처리된 신호는 DSP EDK5510 보드로 전송이 되어 해당하는 음에 

대한 합성된 결과가 DAC(Digital Analog Converter)를 통해 출력이 

된다.

그림 2. 현 없는 가야금 시스템 구성도

Fig. 2. Structure of the stringless Gayageum System

  

그림 3. 각 가야금 음에 대한 음 합성 시뮬레이션

Fig. 3. Sound synthesis simulation for each Gayageum sound

2. 가야금 음 합성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음 합성 알고리즘은 표1과 같이 기존 가야금에서 

추출한 excitation 데이터와 연주 방법에 대한 신호를 입력받아 식

(2),(3)을 사용하여 음 합성을 수행한다. 각 현의 음향적 특성으로 

지연 라인 길이인 L, 미소 지연 필터인 F(z) 그리고 루프 필터인 

Hl(z)가 있다. 세 개의 파라미터인 a(루프 필터 계수), g(루프 필터의 

이익) 그리고 h0, h1 (라그랑제 보간기의 필터 계수)를 이용하여 

처리된다. 그 결과, 각각 프로세스로부터 가야금 12현의 출력 합성음을 

얻을 수 있다.

    
 

 
(2)

   
  (3)

유형 주파수 a g

황종(HwangJong) 308.39 -0.3240 0.9855

태주(TaeJu) 344.53 -0.4570 0.9732

임종(ImJong) 459.38 -0.2710 0.9903

중려(JungRyo) 416.04 -0.2280 0.9899

남려(NamRyo) 518.82 -0.3490 0.9805

배태주(BaeTaeJu) 174.31 -0.6030 0.9793

배남려(BaeNamRyo) 260.95 -0.4640 0.9887

배중려(BaeJungRyo) 209.00 -0.3950 0.9885

배임종(BaeImJong) 233.33 -0.6500 0.9851

하배태주(HaBaeTaeJu) 87.15 -0.7050 0.9596

하배임종(HaBaeImJong) 117.29 -0.6660 0.9644

하배남려(HaBaeNamRyo) 131.25 -0.5930 0.9878

표 1. 산조가야금 파라미터

Table 1. Sanjo Gayageum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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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표 1의 12개의 현을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합성한 음과 기존의 음이 

동일한 크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펌웨어 설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경우 크게 2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터치패드에서 얻은 신호를 처리하는 아두이노 처리단계

와 가야금의 음을 합성하는 DSP 처리단계가 있다. 아두이노 처리단계

의 경우 터치 패널 2개에서 입력받은 신호를 처리해주는 단계이다. 
이 경우 터치 패널의 입력 신호는 전류적  신호로써 위치에 해당하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신호를 전송해주기에 전류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아두이노는 자체적으로 A/D 변환기가 

내장되어 있기에 전류신호는 A/D 변환기를 거쳐 하나의 좌표로 

입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위치마다 현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y축 신호를 기준으로 총 1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현을 구별하였

다. 2번째 터치 패널의 경우 음의 높낮이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해 

주는 장치로 동일하게 y축의 좌표를 기준으로 음의 높낮이를 구별한다.
DSP 처리 단계에서는 DSK5510의 200Mhz와 고속의 A/D변환 

속도는 음 합성 처리의 지연시간을 최소화 시켜준다. 본 논문에서는 

DSK5510 보드에서 제공하는 GPIO를 이용하여 아두이노의 출력신

호를 인가 받은 후 초당 44100개를 처리하여 고속의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합성된 음은 DAC 처리 되어 보드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테레오 단자를 통하여 음을 출력한다.

IV.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현 없는 가야금을 검증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DSP칩을 내장한 DSK5510 테스트 보드를 사용하였다. 아두이노에서

는 2개의 터치패널의 전류신호를 받아 위치를 판별하며 판별된 내용은 

그림 4와 같이 processing 시뮬레이션을 통해 x,y축의 좌표를 확인한다. 
실험결과 왼쪽 2개의 좌표는 12개의 현을 입력받는 터치패널의 위치이

며, 오른쪽 2개의 좌표는 가야금의 높낮이를 입력받는 터치패널의 

위치로 판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최종 시스템을 보여주며 

터치패널로 입력받은 현의 음과 음의 높낮이의 입력을 통해 음을 

합성한 후 스테레오 잭을 통해 외부의 스피커로 출력이 된다.
   

그림 4. processing툴을 이용한 터치패널 신호 시뮬레이션

Fig. 4. Signal simulation of a touch panel using a processing 

tool 

그림 5 최종 구현된 시스템 

Fig. 5. Final implemented system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연주 할 수 있는 물리적 모델링 

기반의 현 없는 가야금을 구현하였다. 기본적인 I/O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하여 아두이노를 사용하였으며 음 합성의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DSP칩을 내장한 DSK5510 보드를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합성된 음은 기존의 가야금 음과 유사한 소리를 출력하였고 

초보자도 손쉽게 가야금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설계한 시스템을 하나의 PCB를 이용하여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할 

것이며 복잡한 연주법 및 다양한 현의 실시간 연주를 위해 멀티코어 

프로세서상에서 병렬구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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