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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스트레스의 해소는 질병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청각이나 시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의 분위기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음악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

는 음악감성 조명기용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필드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한 필드서버를 감성조명과 함께 공원이나 가정집 등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음악과 조명

을 동시에 제공함으로 현대인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 할 것이

다. 또한 본 논문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상실험을 실시하여 임상데이터를 확보 한다면 심

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도구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고, 이러한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하지만 현대사회

에 들어 육체적 노동은 줄고, 사무적 노동이 증가하여 스

트레스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

에는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하

고, 이중 청각과 시각은 오디오, 가전조명과 같이 전자기

기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분위기 표현에 있어 가장 보편화된 방법 중 한 가지는

음악을 통한 방법이고, 음악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리

중 한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의 청취는 스트레스 해소

에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도 청각과 마찬가지로 좋은 색상이나 그림들을 볼

경우 좋은 분위기를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시각에 의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조명을 통한 방법이고, 조명은 LED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과 마찬가지로 시청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의 분위기를 조명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1, 2]가

존재한다. [1]에서는 PC기반에서 음악의 분위기를 자동으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금오공과대학

교 2011년 산학연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논문

로 추출한 후 음악의 분위기를 감성조명으로 표현하는 방

법에 대한 시스템을 제안 하였고, [2]의 연구에서는 음악

장르에 따른 색상의 분포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1]의 연구와 유사하게 음악 분위기의 색상을 감성

조명으로 제공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 필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분위기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에는 [3]의 AV모델이 존

재하고, AV 모델은 Arousal 축과 Valence 축로 구성된다.

Arousal 축은 느낌의 강도를 의미하고, Valence 축은 감

정을 의미하는 축으로 12개의 분위기 형용사단어를 제공

한다. AV모델을 사용하여 음악의 분위기를 추출하는 연

구에는 [1, 2, 4, 5]의 연구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도 역

시 AV 모델을 사용하였고, 피 실험자의 분위기를 수집하

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4, 5]의 연구에서는 음악의 분위기를 추출하기 위한 연

구를 실시하였는데, [4]의 연구에서는 음악의 대표 구간을

추출하여 음악의 분위기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역시 음악의 분위기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판별한 분위기의 색상을 조명으로 제공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1]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과 유사하게 음악 분위기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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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조명으로 연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음악과 조명을 중앙통제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앙통제 방식이 아닌

지역통제 방식을 사용한다.

3. 음악감성 조명기용 안드로이드 기반 필드 시스템

본 논문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메인서

버와 필드서버로 구성된다. 메인서버는 음악 분위기의 조

명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대용량의 음악파일과 조명시나리

오 파일을 저장한다. 필드서버는 메인서버에서 음악파일과

조명시나리오 파일을 전송받고, 감성조명을 제어한다. 또

한 전송받은 음악파일과 조명시나리오 파일을 보관한다.

각 필드서버는 메인서버와 독립적으로 n개의 조명을 제어

하는 구조이다.

(그림 1) 본 논문의 시스템 구성도

3.1 메인서버

메인서버에서는 필드서버에 음악과 조명시나리오 파일

을 전송하는 기능으로서 [1]에서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음악의 조명시나리오 파일을 생성한다. 조명시나리오 생성

은 총 4 단계이고,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음악입력

- 조명 시나리오를 생성할 음악을 웹에서 입력한다.

◦ 음악의 세그먼트

- 음악을 세그먼트 하는 방법은 [1, 2, 4, 5]의 방법

을 사용하였고, [1, 2, 4, 5]의 방법에서는 유사구간

클러스터링 방법[6]을 사용하여 음악의 구조를 파

악 후 1.2s 단위의 음원으로 음악을 세그먼트 한

다.

◦ 음원의 분위기 추출

- 음원의 분위기 추출방법은 [5]의 방법을 사용하였

다. [5]의 방법은 피 실험자에게 음원을 제공하고,

피 실험자로부터 음원의 분위기를 입력 받는다.

입력받은 분위기들의 대표 분위기를 정의하여 신

경망에 학습하는 구조로 학습 시 사용한 특징은

[7]을 사용하여 특징들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징들

중에서 분별력이 좋은 특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결정계수를 사용한다[8].

◦ 음악의 조명 시나리오 생성

- 분위기에 맞는 색상을 파악하기 위해 피 실험자들

에게 분위기 단어를 제공하고, 피 실험자들로부터

분위기 단어의 색상을 입력 받는다. 입력받은 색

상 중 선택이 가장 많은 색상을 해당 분위기의 대

표 색상으로 설정한다.

- 음악을 구성하는 음원 세그먼트 각각에 대하여 분

위기를 판별하고 그에 대응되는 분위기 색상을 결

정한다.

- 음악에서 n번째 음원의 색상과 n-1번째 색상이 결

정되면 색상의 변화를 적용하는데 색상 변화 방법

은 HSV모델을 사용하여 색상의 변화를 계산하여

조명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즉, (그림 2 a)와 같이

좌측 angry에서 우측 annoying으로 분위기가 변

하는 경우 그림에 표기된 점선 화살표에 위치한

색상들을 (그림 2 b)와 같이 벡터에 기록하여 조

명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조명 시나리오를 파일로

저장하여 조명 시나리오 파일을 생성한다.

(a) (b)

(그림 2) 조명 시나리오 생성의 예 ((a) 조명 시나리오,

(b)시나리오 저장 벡터)

3.2 필드서버

필드서버와 메인서버의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필드

서버에서 음악 및 조명 시나리오 파일을 요청을 하면 메

인 서버에서는 해당 음악과 조명 시나리오 파일을 필드서

버에게 전송한다. 필드서버에서는 전송받은 음악과 조명

시나리오 파일을 사용하여 감성조명을 제어한다.

필드서버와 메인서버는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필드서버와 감성조명은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즉, 감성조명은 필드서버에서만 제어한다.

(그림 3) 메인서버, 필드서버, 감성조명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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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서버에서 조명 컨트롤 보드로의 조명 시나리오 파일

전송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최초 조명 시나리오 파일은

음악이 재생되기 전 필드서버에서 조명제어보드로 전송되

고, 두 번째 조명 시나리오 파일은 현재 재생되는 음악 종

료 전 전송하여 현재 음악 종료됨과 동시에 실행된다.

(그림 4) 조명 시나리오 파일전송 구조

4. 구현

4.1 메인서버

본 논문에서 구현한 메인서버의 UI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a)의 화면에서 음악을 등록 시키고, 조명 시나리

오 파일은 음악이 등록됨과 동시에 생성된다. 단, 조명 시

나리오 파일 생성 시 이전에 진행 중인 조명시나리오 생

성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대기 큐에 등록하여 순번을 기

다리도록 하였다.

음악검색 화면은 (그림 5 b)와 같고, 현재 음악이 등록

되어 있으면 해당 리스트를 보여준다.

(a) 음악등록 화면

(b) 음악검색 화면

(그림 5) 메인서버 구현화면

4.2 필드서버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필드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필드서버의 UI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a)는

음악 프레이어 화면이고, (그림 6 b)는 플레이리스트 화

면, (그림 6 c)는 조명 검색화면, (그림 6 d)는 음악 검색

화면이다. (그림 6 c)의 음악 목록은 현재 서버에 등록된

음악과 조명시나리오 파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필드

서버에서 확인 가능하고, 디바이스 검색은 감성조명이 네

트워크에 존재하는 경우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a) 음악 플레이어 (b) 플레이리스트

(c) 디바이스 검색 (d) 음악 검색

(그림 6) 필드서버 구현화면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음악의 분위기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판

별한 분위기를 조명을 이용하여 표현해주기 위한 음악감

성 조명기용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필드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음악 분위기 추출과 음악의 조명시나리오 파일생성

은 메인서버에서 실행하고, 감성조명 제어는 필드서버에

서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

는 공원 등에 제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상실험

을 통하여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도구로 발

전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현수, 이동원, 문창배, 김병만, 이종열, "음악 분위기

를 제공하는 감성조명 시스템", 한국정보처리학회,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1호,

2011

[2] 문창배, 김현수, 송민균, 김병만, "음악 장르에 따른 분

위기와 색상 분포의 특성", 한국감성과학회, 한국감성과학

회지 제14권 제1호, pp.59-72, 2011

[3] R. E. Thayer, The Biopsychology of Mood and

Arous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4] Jong In Lee, Dong-Gyu Yeo, Byeong Man kim,

Hae-Yeoun Lee, “Automatic Music Mood Detection

through Musical Structure Analys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its Application

CSA 2009, pp. 510-515, 2009

[5] 문창배, 김현수, 송민균, 김병만, "AV 모델을 이용한

음악 분위기 자동 분류", 한국정보처리학회, 제35회 한국

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1호,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214 -

2011

[6] Levy, M., Sandier, M. and Casey, M., "Extraction of

High-Level Musical Structure From Audio Data and Its

Application to Thumbnail Generation", Proc. of

ICASSP'06, Vol. 5, pp. 13-16, Toulouse, France, May

2006

[7] Olivier Lartillot, "MIRtoolbox 1.2.4", Finnish Centre

of Excellence in Interdisciplinary Music Research,

March, 18th, 2010

[8] 김종완, 김희재, 김병만, "퍼지추론과 신경망을 사용한

유즈넷 뉴스그룹 결정", 한국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2004

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