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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프로세서와 모바일 운영체제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에서도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를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해 졌다. 또

한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률의 증가 및 대중의 악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에 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고비용의 멀티 이펙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다. 멀티 이펙트에는 디스

토션, 오버드라이브, 딜레이, 에코, 플렌저, 코러스 및 비브라토를 포함하였으며, 구현 결과 매틀랩 시뮬레이션과 유사함을 보였다.

키워드: 디지털 멀티 이펙트(digital multi-effect), 안드로이드(Android)

I. 서 론

최근 모바일 프로세서 및 모바일 운영체제의 발달은 휴대용 기기에

서도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를 빠르게 가능하게 하였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2001년에 인수하여 2013년 12월 현재 

4.4까지 버전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터치스크린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 설계된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로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이에 따라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 되고 있다[1-4]. 한편 개별 디지털 이펙트

는 많은 제품이 많이 있지만 각각의 이펙트를 모두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부담된다. 멀티 이펙트는 여러 이펙트를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펙트 슬롯의 제한이 있고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많이 보급되어 흔히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고가의 디지털 멀티 이펙트 하드웨어

를 대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딜레이, 에코, 플렌저, 코러스, 비브라토 이펙트에 대한 구현 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구현한 결과,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디지털 이펙트의 구현

1. 디스토션과 오버드라이브

그림 1에서 Audio recorder와 Track은 디지털 이펙트 어플리케이

션에서 동시에 동작하는 쓰레드이다. Audio recorder 쓰레드에서 

샘플링 된 일부의 소리 데이터를 PCM형태로 받아오고,  Track 
쓰레드는 출력을 담당한다. 이펙트의 적용은 Buffer에 들어있는 데이

터를 변형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1. 안드로이드에서의 디지털 이펙트 구현

Fig. 1. Implementation of Digital Effector Based on 

Android

수식 1은 디스토션을 처리하기 위한 수식이다. 수식 1에서 a는 

gain이고, y는 출력이며, x는 입력이다. Distortion은 왜곡된 소리를 

만들어낸다.

  


,  


           (1)

수식 2는 Overdrive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수식을 나타낸다.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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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drive는 소리의 강도가 클 때, 소리가 왜곡된다.

2. 딜레이

그림 2. 딜레이의 구현

Fig. 2. Implementation of Delay

앞서 설명했던 디스토션과 오버드라이브와는 달리 딜레이는 서로 

다른 시간에 들어왔던 샘플들 사이의 연산이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Audio recorder 쓰레드에서 일정 길이의 샘플이 들어오면 이전에 

들어왔던 샘플 9개를 함께 버퍼에 보관하여 딜레이 시간에 대응하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마다 샘플 길이만큼의 딜레이 

효과 출력을 반복문을 통해 계산한다.

3. 에코

그림 3. 에코의 구현

Fig. 3. Implementation of Echo

그림 3는 에코의 구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에코 또한 딜레이

와 구현방법은 비슷하지만 Delay_line의 구현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림 3에서의 Delay_line구현은 실시간으로 대기열을 한 샘플씩 

이동하는 형태로 되어있지만, 실제 이렇게 구현하면 연산량이 모바일

기기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마다 들어온 길이만큼 반복문을 돌면서 원형 대기열을 

이용해 실제 샘플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 주소계산 만으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플랜저, 코러스, 비브라토

그림 3은 플랜저의 구현을, 그림 4는 코러스의 구현을, 그림 5는 

비브라토의 구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틀은 딜레이와 에코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적용되는 

수식만 잘 구현하면 된다.

그림 4. 플랜저의 구현

Fig. 4. Implementation of Delay

그림 5. 코러스의 구현

Fig. 5. Implementation of Chorus

그림 6. 비브라토의 구현

Fig. 6. Implementation of Vib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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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현 결과

7가지의 이펙트를 하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모두 구현하

였으며, 각각이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설정 값들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UI를 구상하고 구현하였다. 그림 7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서 실제 구동중인 멀티 이펙트를 보여준다.
그림 7의 a는 구현한 멀티 이펙트의 메인 엑티비티를 보여준다. 

‘PLAY’버튼을 누르면 입력에 대한 출력이 처리된다. ‘+’버튼을 

누르면 1번부터 7번까지의 이펙트 슬롯에 이펙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전구모양의 토글 버튼을 이용해 이펙트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를 

할 수 있다. 각 이펙트 슬롯의 톱니바퀴를 누르면 그림 7의 b와 

같이 설정 엑티비티가 나와 각 이펙트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휴지통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슬롯에 등록된 이펙트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림 8은 iRIG와 연결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전체 연결을 

보여준다. iRIG는 기타의 소리를 스마트폰의 Line in 단자에 입력시켜 

주고,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나온 Line out 단자를 분리하여 3.5파이 

스테레오 잭 규격으로 출력시켜주는 장치이다.
 표 1은 실험이 수행된 시스템 환경이다.

(a) (b)

그림 7. 안드로이드에 구현한 멀티 이펙트

(a : 메인 엑티비티, b : 설정 엑티비티)

Fig. 7. Implementation of Multi-effector for Android

(a : main activity, b : setting activity)

그림 8. 멀티 이펙트 전체 시스템

Fig. 8. Overall System of 

Multi-Effector

항목 값

CPU Samsung Exynos 4412 Soc

Memory 2GB LPDDR2 SDRAM

OS Android 4.3 (Jelly Bean)

표 1. 시스템 환경

Table 1. System Environment

IV. 실험 결과

매틀랩에서의 결과와 스마트폰에서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결과를 

녹음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시간에 따른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냈다. 푸리에 변환 결과는 표 2에서 보여준다. 각 그림의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주파수를 의미한다. 매틀랩 결과는 계산 

결과를 바로 파일로 변환한 것이므로 스마트폰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스마트폰 결과에서 녹음 과정의 노이즈 유입으로 인하여 밝은 

부분이 간혹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하므

로 안드로이드 기반 멀티 이펙트가 잘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Effect Matlab Smart Phone

Distortion

Overdrive

Delay

Flange

Chorus

Echo

Vibrato

표 2.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멀티 이펙트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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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 멀티 이펙트에는 흔히 사용하는 7개의 이펙트(디스토션, 오버

드라이브, 딜레이, 플렌저, 코러스, 에코, 비브라토)를 포함하였다. 
구현 결과 메틀랩에의 시뮬레이션과 스마트폰의 결과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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