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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공감각의 한 부분인 색청(colored-hearing) 공감각을 이용한 사운드-컬러 신호 변환에 한 

연구로서, 인간이 인지 할 수 있는 오감  공감각  변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청각과 시각을 이용한 실시

간 변환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색 실시간 변환 방법으로서, 입력으로 사용

하는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신호에서 음계(scale), 옥타 (octave)  음의 세기

(velocity)를 추출한 후 HSI 컬러모델의 기본 요소인 색상(hue), 명도(intensity)  채도(saturation)에 각

각 응하여 변환하는 방법으로 단순하지만 직 인 방법을 사용한다. 변환된 HSI 컬러 모델은 모니터 

출력을 해 RGB 컬러 모델로 최종 변환하여 출력한다. 실험에서, MIDI 입력신호 송 H/W 시스템과 

VC++ 기반 해당 사운드-컬러 변환 입·출력 S/W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운드에서 컬러로의 출력

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값이 출력됨을 확인하 다.

■ 중심어 :∣색청 공감각∣음·색 변환∣MIDI∣실시간변환∣컬러 모델∣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ound into color signal conversion using a colored-hearing synesthesia.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implement a real-time conversion system which focuses on 

both hearing and sight which account for a great part of bodily senses. The proposed method 

of the real-time conversion of color into sound, in this paper, was simple and intuitive where 

scale, octave and velocity were extracted from MIDI input signals, which were converted into 

hue, intensity and saturation, respectively, as basic elements of HSI color model. In experiments, 

we implemented both the hardware system for delivering MIDI signals to PC and the VC++ 

based software system for monitoring both input and output signals, so we made certain that the 

conversion was correctly performed by the proposed method.

■ keyword :∣Coloered-hearing Synesthesia∣Sound to Color Conversion∣MIDI∣Real Time Conversion∣Col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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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각과 시각은 인간이 가진 오감(시각, 청각, 각, 미

각, 후각)의 요소  많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감각으

로 하나 이상의 다른 감각  변화와 동반하여 일어나는 

상인 공감각(synesthesia)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감

각이다. 공감각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분명한 상[1]이다. 오감 요소들

의 지각은 습 과 기억으로 연결, 혼합되어 인지되고 

각 감각의 단편 인 경계를 넘는 이차  감각 상으로 

그  음 가 귀에 자극될 때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색

상을 느끼는 상을 색청(coloured hearing)[2] 공감각

이라 한다. 즉, 사람들의 청각  지각발달은 단순히 소

리를 듣고 그림으로 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  경

험에 해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다. 색청 공감각과 같이 연상 학습된 공감각의 경우 많

은 사람들이 감각  느낌의 동시 발생이 일치하며 감각

의 융합을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감각의 융합 상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상

[3][4]이다. 

최근 인간의 감성을 감지하여 인식하고 이를 자료화 

하여 IT 기기를 활용해 서비스를 해주는 감성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주목받

고 있다. 과거의 소비 패턴이 성능과 품질만으로 제품

을 평가하여 물건을 구매하 다면 의 소비패턴은 

성능과 품질은 물론이고 감성을 만족하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5]. 이러한 요구와 더불어 공감각

을 이용한 감각 상호 간의 변환에 한 공학 인 기  

 응용 연구[6-13]가 부족한 환경에서 본 논문과 같이 

색청 공감각에 기반한 공학  응용 연구 한 의미 있

는 시도  하나라고 생각한다. 련 연구의 응용분야

로서, 시각장애인 는 청각장애인을 한 편의장비의 

개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에서의 다양한 응용 애

리 이션 개발, 고, 게임 산업 등 시각과 청각의 

역을 포 하는 분야에서도 범 하게 응용 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색청 공감각을 이용한 음에서 색으로

의 변환 계를 설명하고 실제 실시간 시스템으로의 구

을 시도하 다. 음의 요소인 음계(scale), 옥타

(octave)  음의 세기(velocity)를 색의 요소인 색상

(hue), 명도(intensity)  채도(saturation)로 응하여 

변환한다. 음의 입력으로서 피아노 스 치를 

Cortex-m4 기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해 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로토콜로 바

꾸어 PC로 송한다. 송받은 MIDI 데이터를 VC++

로 제작한 음-색 변환 입·출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

여 컬러신호로 변환된 결과를 출력하고 분석하 다. 

Ⅱ. 관련 연구

오래 부터 많은 학자들이 음과 색의 연 성에 해 

연구하여 왔으며 각각의 음과 색을 지각할 때 비슷한 

감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 다[14]. 색과 음은 주 수

로 이루어진 물리  특성을 띠고 있고, 높고 낮음이나 

밝고 어두움의 표 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어서 색과 

음의 공감각에 해 이론 으로 해석 가능하다[15]. 

음과 색은 시각과 청각에 용되는 주 수의 역만

이 다를 뿐 물리 인 동의 속성은 동일하지만, 이에 

근거한 상과 음악의 공감각 상을 이용한 상호 변환

에 한 연구는 도외시되고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실이다. 지 까지 음과 색의 상호 공통 을 찾

아 상을 사운드로 변환[6-10]  사운드를 상으로 

변환[11-13]하기 한 시도가 있었다. 그  상용 오디

오 기기의 주 수  진폭 등의 성분과 연 된 LED 

벨 표시기에서부터, 상의 픽셀매트릭스(8*8)에서 픽

셀의 그 이 신호를 추출하고 각 픽셀 당 주 수가 상

이한 기본주 수를 생성한 후 합성을 통하여 출력 사운

드를 생성하는 시스템[9], 입력 컬러이미지의 HSI 컬러

모델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후 이에 기 하여 음계와 

옥타 를 추출하고 Csound를 이용하여 출력 사운드를 

합성하는 시스템[10] 등이 있다. 

본 논문과 련이 있는 음-색 변환의 주제로서, 가시

주 수를 기 주 수에 근거한 주 수 변환공식에 의

해 가청주 수로 변환 출력하는 연구[11][12]  입력 

소리의 피치 성분에 기 하여 기본주 수를 추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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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음계와 옥타 를 계산한 후 각각 색상과 

명도 성분으로 균등 매칭하는 방법[13]을 사용하 다. 

지 까지의 음-색 변환에 한 연구 성과들은 사운드

와 상 신호 사이의 단순한 변환공식 는 매칭에 그

치고 있으며 사운드와 컬러 신호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창출, 연상 작용 등과 같은 복잡한 인간의 공감

각  기능을 가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복잡한 공감각  기능 구 을 최종 목표로, 

본 논문은 주 수 변환공식 는 사운드 신호에서 피치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신 음계와 옥타 로의 변환이 

용이한 MIDI 신호를 입력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실시간 

변환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 을 타 연구들과의 차이

으로 두고 있다. 즉, MIDI 입력 신호에서 음계와 옥타

를 추출하고 이를 HSI 컬러 모델의 요소인 색상과 명

도에 균등 응시켜 컬러신호를 생성하는 비교  단순

하지만 직 인 방법을 제안한다. 한 Cortex-m4 기

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함으로써 실시간 변환 임

베디드 시스템을 구 하 다.

Ⅲ. 음에서 색으로의 변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 수 역은 20Hz∼20KHz로 

가청주 수 역 안에는 수많은 음이 존재하지만, 악보

로 표기하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음의 역은 28Hz

∼3951Hz 정도이고, 목소리로 표 이 가능한 음역은 

략 80Hz∼830Hz이다. 음 부분을 표 할 수 있는 악

기는 이 오르간과 피아노이다. 피아노도 88건반 피

아노를 최 로 사용하며 음역은 27.5Hz∼4,186Hz이고 

가청범 는 더 높지만, 고음역의 건반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음악 인 의미는 없다. 

[그림 1]에 목소리와 악기들의 음역 역과 주 수를 

표시하 다[14]. 4옥타  A는 440Hz를 나타내고 5옥타

 A는 880Hz로 5옥타  A는 4옥타  A보다 주 수가 

2배 높은음이다. 이처럼 같은 음이지만 배수의 주 수

를 가지는 경우를 옥타 로 구분하고, 각 옥타 를 12

등분 하여 나타낸 것을 음계라고 하고, 의 비율로 

증감한다. 이러한 증감 계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미디 노트, 옥타브, 주파수

그림 2. 12음계의 비율관계

MIDI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음악 신시사이 , 시 서, 

샘 러, 키보드, 워크스테이션 부분이 사용하는 로

토콜이다. 시리얼 통신, 하드웨어, 신시사이  메모리에 

있는 음향 모음의 구성 등을 포 하며, MIDI 메시지가 

실제로 음악을 연주하지는 않지만, 신시사이 에서 어

떻게 연주되어야 하는지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16]. 

MIDI 직렬 로토콜은 31,520bps의 속도로 동작하며, 

MIDI 메시지는 3개 이상의 바이트로 구분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명령어 바이트로 128(0x08)보다 큰 값을 가

진다. 이 값은 명령에 따라 달라지며, 이 뒤에는 상태 

바이트가 따라오고 모든 상태 바이트는 127(0x7E)보다 

작다. MIDI 명령어는 기본 으로 음의 시작(Not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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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끝(Note Off)메시지를 통해 신시사이 의 서로 다

른 16개 채 에서 음이 연주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각

각의 음의 시작  음의 끝 명령은 두 바이트의 상태 바

이트로 0∼127 범 의 음의 높이와 음 속력 정보를 가

진다[17][18]. MIDI 로토콜을 사용하면 다른 입력장

치를 사용하더라도 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느 장치

에서나 동일한 출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도 MIDI 로토콜을 입력으로 사용하 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MIDI 번호(0∼127)를 이용하면 옥타 와 

음계  음의 세기를 쉽게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 도 있다.

RGB(Red-Green-Blue) 컬러 모델은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컬러 모델로 크기가 1인 정육면체 공간 안에서 모

든 색이 표 된다. Red, Green, Blue로 표시된 세 개의 

축과 만나는 꼭지 의 좌표인 (1,0,0)은 빨강, (0,1,0)은 

록, (0,0,1)은 랑에 해당한다. 를 들어 빨강과 

록이 같은 비율로 섞인 좌표인 (1,1,0)은 노랑(Yellow), 

(1,0,1)은 자주(magenta), (0,1,1)은 청록(cyan)을 의미한

다. RGB를 같은 비율로 섞은 좌표는 0≤x≤1 범 의 

값을 가지며 무채색인 회색을 표 한다. 한 양 끝

인 (0,0,0)과 (1,1,1)은 각각 검정과 흰색에 해당한다. 

RGB 컬러 모델을 디지털로 표  시 길이가 1인 구간을 

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 고 이들 구간에 0∼255의 

정수 좌표 값을 부여한다. 이 경우 표  가능한 총 색상 

수는 =16,777,216개로 인간이 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을 모두 표 할 수 있다. 한, 한 화소의 표

은 RGB 각각 1바이트씩 총 3바이트를 필요로 한다.

그림 3. RGB 컬러 모델과 HSI 컬러 모델

HSI는 RGB와 다르게 인간의 색인지 방식과 닮은 컬

러모델이다. RGB에서는 조명이 밝아지면 세 요소의 값

이 모두 커지는 반면에 HSI 컬러 모델의 색상을 나타내

는 요소는 색상과 채도이고, 밝기는 별도의 요소인 명

도로 나타낸다. 색을 나타내는 요소인 색상과 채도에서 

색상은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내고, 채도는 색의 순수성

을 나타낸다. HSI 컬러 모델은 두 개의 원뿔을 맞붙여 

놓은 모양으로 가운데 축에서 바깥으로 나올수록 채도

가 커진다. 색상은 원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명도는 가

운데 축에서 올라갈수록 커진다. 명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조명의 변화가 심할 경우 명도를 제외한 색상 

 채도만을 상으로 연산을 용하면 어느 정도 조명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채도와 명도는 0∼

1의 값으로 나타낸다.

모든 장 역에 동일하게 용되는 공진, 상쇄 등의 

동의 물리  특성을 이용하여 20Hz∼20kHz에 해당

하는 10옥타 의 가청 역을 390THz∼750THz에 해당

하는 1옥타 의 가시 역에 응시킬 수 있다. 이를 이

용해 음악의 옥타  주 수 차이가 2배라는 을 용

해 보면 빛의 역도 12평균율을 통한 음악  기 으로 

분석[19]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가시 역의 표 인 

RGB 주 수 비율은 음계의 도, 미, 솔 성분의 주 수 

비율과 1 : 4/5 : 2/3의 비율로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다. 

으뜸화음으로 알려진 도, 미, 솔은 물리 으로 의미가 

있는 음의 조합이다. 이 세 음은 공진 상이 가장 강하

게 일어나는 음으로 빨간색, 록색, 란색 빛을 

히 섞어 수없이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색의 삼

원색과 많이 닮아 있다[15].

음악  요소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각요소에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색상, 명도, 채도라고 답하

다[19]. 첫 번째로, 색상은 서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요한 요소로서 채도와 명도의 변화에 상

없이 유지되는 고유한 속성이다. 한 음에서도 음을 

구별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음계이다. 음의 세기가 변하

거나 음색이 변하더라도 음계는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

는 인 속성으로 색에서의 색상과 많은 공통 이 

있다. 두 번째로, 채도는 색의 순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순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가장 높고, 순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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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질수록 채도가 낮아진다. 음에서도 음의 세기는 음

을 연주할 때, 강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의 강조나 리

듬의 다이내믹을 조 할 수 있는 요소로 음의 본질 인 

순수한 특성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채도

와 비슷하다. 음의 세기가 강할 때 느껴지는 색감은 가

깝고, 짙고 크고, 반 로 음의 세기가 약할 때는 색이 엷

고 흐릿하고 작은 것과 같이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명

도는 색상이 무겁거나 혹은 가볍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

로 음의 고 를 변화시키는 옥타 와 비슷하다[19]. 

Ⅳ. 변환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상기 음의 3요소와 색의 3요소의 공통 을 이용해 실

시간 변환하는 과정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음에서 색으로의 실시간 변환과정

마이크로컨트롤러에 기반 하여 피아노 스 치의 입

력을 MIDI 신호로 변환한 후 음-색 변환 입·출력 모니

터링 시스템으로 달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역

할로서, 우선 MIDI 입력 하드웨어 장치에서 MIDI 컨트

롤 메시지를 송받고 MIDI 번호는 음계와 옥타 로 

변환한 후 각각 HSI 컬러 모델의 요소인 색상과 명도에 

응시킨다. 한 건반을 르는 속도는 채도에 응하

여 변환한다. 변환된 색상, 명도  채도 값을 이용하여 

최종 RGB 컬러 모델로 실시간 변환하여 출력한다. 

MIDI 번호에 포함된 옥타 와 음계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그림 5]의 순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으

로 들어오는 바이트가 0x90일 때, 새로운 입력이 들어

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바이트로 MIDI 번호를 확인

한다. MIDI 번호는 0에서부터 12개씩 증가해 127까지 

총 10개의 옥타 로 구분한다. 옥타 로 구분한 MIDI 

번호에 음계를 응하여 12개의 음계를 확인한다. 마지

막으로 세 번째 바이트는 음의 세기로 0∼127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5. MIDI 신호에서 음계, 옥타브 및 음의 세기 추출 순
서도

[그림 6]에서 MIDI 번호로 구분된 음계, 옥타   음

의 세기를 이용하여 HSI 컬러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을 

순서도로 나타내었다. 옥타 는 10가지의 경우로 명도

에 0∼1 사이의 값이 되도록 값을 응한다. 음계의 경

우 12가지 경우로 HSI 컬러모델의 색의 범 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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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를 30°씩 나 어 응한다. 채도의 경우는 0∼1 사

이의 값이 되도록 음의 세기를 127로 나  값의 소수

을 제외한 정수만 사용하여 10가지로 응하여 값을 얻

는다. 이 게 변환된 HSI 컬러모델은 색의 값의 범 에 

따라 식 (1), (2), (3)을 선택하여 RGB 컬러모델로 변환

하여 최종 컬러를 출력한다.

그림 6. 음에서 색으로의 변환 순서도

Ⅴ. 실험 및 결과 분석

앞에서 제시한 음에서 색으로의 변환을 확인하기 

하여 [그림 7]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사운드 입력 장

치로서 25건반 피아노 스 치와 Cortex-M4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 다. 이 피아노 스 치는 디코더인 

74hc154를 이용하여 은 I/O(Input/Output)핀을 사용

한 제어가 가능하게 설계[20]되었다. 피아노 스 치의 

제어는 ST사의 Cortex-M4 Discovery를 사용하여 I/O 

핀으로 스 치의 입력을 받고,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 

르는 속도를 측정하 다. 옥타  조 은 두 개의 버

튼을 사용하여  는 아래의 옥타 로 이동할 수 있

도록 하 다. 최종 으로 USB(Universal Serial Bus)를 

통해 MIDI 컨트롤 메시지를 PC에 송한다.

그림 7. 피아노 스위치와 MCU를 이용한 MIDI 입력부

PC에서는 USB 입력으로 들어온 MIDI 컨트롤 메시

지를 음-색 변환 입·출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받

게 된다. 본 실험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VC++을 이용

하여 구축하 다. 음-색 변환 입·출력 모니터링 시스템

에 음계, 옥타   색의 변환 과정을 실시간 표시하도

록 제작하 다. [그림 8]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모니

터링 시스템의 왼쪽은 128개의 피아노 건반을 표시하

고 왼쪽 에서부터 차례 로 –1옥타 에서 9옥타

까지 표시된다. 

그림 8. 음-색 변환 입·출력 모니터링 시스템

피아노 스 치 입력장치로부터 MIDI 신호를 송받

아 해당 컬러 이미지로의 변환을 표시하고(모니터링 시

스템의 오른쪽) MIDI 번호에 해당하는 건반에 최종 변

환된 컬러신호를 동시 표시(모니터링 시스템의 왼쪽)하

여 직 으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9]은 

체 시스템의 동작 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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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체 시스템의 동작 예

음-색 변환 출력이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하여, 12음계, 10옥타   음의 세기를 각각 변화시

켜가면서 체 시스템을 테스트하 다. [그림 10]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12음계 출력을 확인하기 해 4옥

타  음을 차례 로 러서 변환 과정을 표시하 고, 

미디 음을 녹음하여 사운드 분석 도구인 praat[21]을 이

용해 주 수를 확인하 다. 

[그림 10(a)]는 입력으로 12음계를 입력하 을 때, 출

력된 소리로 praat으로 주 수를 확인해본 결과 첫 시

작음이 262.5Hz로 서서히 증가하여 4옥타  라(A)음의 

주 수가 440Hz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b)]

와 같이 12음계가 입력되었을 때 12색상이 비교  정확

하게 출력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입력 시의 르

는 강도에 따른 음의 세기 값이 일정하지 않아 채도 값

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a) 4옥타브 12음계 MIDI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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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옥타브 12음계 입력신호에 따른 색 변환 출력

그림 10. 4옥타브 12음계 입·출력 변환 결과

[그림 11(a)]는 피아노 스 치를 르는 강도에 따른 

출력으로서, 음의 세기에 따라 데시벨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로서 [그림 11(b)]와 같이 음의 세

기의 변화에 따른 채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음의 세기에 따른 MIDI 입력

(b) 음의 세기에 따른 색 변환 출력

그림 11. 음세기(Velocity)에 따른 입·출력 변환 결과

[그림 12(a)]는 음계를 라(A)에 고정한 뒤 옥타 를 

–1에서 8까지 바꾸어가면서 옥타 의 변화에 따른 색

의 명도의 변화를 찰하 다. -1옥타 와 1옥타 의 

경우 피아노의 연주범 에 포함되지 않아 출력은 되지

만 노이즈가 생긴 소리가 출력되었다. 정상 인 미디 

출력 범 가 아니므로 출력 형과 테스트 결과와는 

계가 없다. -1옥타 의 주 수가 13.9Hz로 시작하여 약 

2배씩 증가하며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옥

타 의 경우 440.5Hz로 MIDI 출력 주 수인 440Hz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출력을 확인하 다. [그림 

12(b)]에서와 같이 옥타 의 변화에 따른 명도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10단계 옥타브 변화에 따른 MIDI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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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옥타브 변화에 따른 색 변환 출력

그림 12. 옥타브 변화에 따른 입·출력 변환 결과

Ⅵ. 결 론

본 논문은 공감각의 주요한 감각으로서 음과 색의 유

사성을 기 로 색-청 공감각을 이용한 실시간 변환 방

법을 제시하고, 실제 변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스트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변환 방법을 토 로, 입력된 

MIDI 신호에 따라 출력 색상으로의 변환이 바르게 이

루어짐을 입력신호의 주 수 분석과 간 단계의 HSI 

컬러모델의 각 요소의 출력 색상으로 확인하 다.

본 논문은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 을 최선의 

목표로 하 기 때문에 음과 색의 단순한 속성을 기반으

로 상호 응하여 변환하는 것에 을 맞추었다. 그

러므로 화음, 멜로디  하모니 등 음악의 복잡한 속성

과 색상, 질감  형태 등의 컬러 상의 속성 등 상호 

다양한 특징 요소들을 사용하지 못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 음과 색의 다양한 속성들의 특징 라미터를 

정의하고 각각 응되는 공통 을 찾아 용한다면 보

다 자연스러운 음-색 변환 는 상호 변환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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