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국가(國歌)의 복잡도 및 장기기억 속성의 비교

박영선1), 차경준2), 박홍구3)

요   약

  우리나라의 애국가(愛國歌), 일본(Kimigayo) 그리고 미국국가(The star-spangled Banner) 

등에 대해서 악보가 갖는 고유정보를 카오스적 접근 방법인 근사엔트로피(approximate 

entropy)와 허스트(Hurst) 지수를 이용하여 각각 음계(scale)의 복잡도(複雜度)와 장기기억속

성(長期 記憶 屬性)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던 바, 애국가가 상대적으로 복잡도에서 가장 높았으

며, 세 국가 모두 장기 기억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persistent) 성향은 일

본국가가 가장 컸다.

주요용어: 근사엔트로피, 허스트지수, 복잡도, 장기기억

1. 서론

  국가(國歌; national anthem)는 국가(國家)를 상징하는 가곡 또는 기악곡.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고 그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에 대한 귀속심(歸屬心)이나 애국심(愛國心)을 

고취하는 방책이 필요해져, 표어나 기(旗)·문장(紋章)·꽃·새 등과 함께 노래가 공식적으로 제정

되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관례적으로 국민 사이에 널리 불려져 왔다.

  음악적으로는 지방의 민요에 바탕을 둔 경우조차 서양적 평균율에 맞춘 선율을 사용하고 있

는 것이 대부분이며, 곡조에서는 찬가, 경쾌한 행진곡, 높이 울려 퍼지는 팡파르, 민속소재 등

에서 채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국가(國歌)는 국위를 과시하거나 민족적 동질성을 상

징하는 것으로서, 국제적인 분위기의 자리나, 한 국가 내에서도 많은 국민이 모이는 자리 등에

서 노래가 불려지고 연주된다. 따라서 국가(國歌)는 한 국가의 상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정서나 긍지가 진하게 배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애국가(愛國歌), 일본국가(Kimigayo) 그리고 미국국가(The 

star-spangled Banner) 등에 대해서 악보가 갖는 고유정보를 카오스적 접근 방법인 근사엔트

로피(approximate entropy)와 허스트지수(Hurst exponent)를 이용하여 각각 음계(scale)의 복

잡도(複雜度)와 장기기억속성(長期 記憶 屬性)을 계산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2. 세 국가의 자료

  우리나라 ‘Aeguk-ka’, 일본국가 ‘Kimigayo‘ 그리고 미국국가 ’The star-spangled Banner‘ 

등의 악보로부터 음계(scale)를 아래 규칙 1과 2를 적용하여 자료화 하였다.

1) (133-79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1동 17,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강의전담교수

2) (133-79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1동 17,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3) (133-79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1동 17,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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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 국가 음계(scale)의 자료화 예시(Left)와 그에 따른 시계열 변화도(Right)

애국가(top), 일본(Kimigayo; middle), 미국(The Star Spangled Banner; bottom)

  규칙 1. 도-1 레-2 미-3 파-3.5 솔-4.5 라-5.5 시-6.5 

   도-7 레-8 미-9 파-9.5 솔-10.5 라-11.5 시-12.5

 도-13 레-14 미-15 파-15.5 솔-16.5 라-17.5 시-18.5 도-19

  규칙 2. 16분음-반복 1회, 8분음-2회, 4분음-4회, 2분음-8회.

  먼저, 규칙 1은 음계의 고∙저(高∙低) 처리를 위해 다장조의 으뜸음 ‘도’를 기준으로 한 옥타브 

낮은 ‘도’는 ‘1’로 하였으며, 높은 ‘도’는 ‘13’으로 하였다. 또한 ‘미-파’, 시-도’ 등 사이의 반음

은 ‘0.5’로 처리 하였다.  규칙 2는 장∙단(長∙短) 처리를 위해 16분음을 기준으로 1회 반복, 8분

음은 반복 2회, 4분음과 2분음은 각각 4회, 8회로 하였다.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여 세 국가의 음계를 자료화 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그림 1의 왼쪽은 세 국가 악보의 음계(scale)를 자료화하는 예를 보여 주고 있으며, 오른쪽 그

림은 자료화된 음계를 시계열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다. 

  각각의 국가 자료는 미국국가가 가장 긴 자료를(N=412), 그리고 애국가(N=240), 일본

(N=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계열 그림을 비교해 볼 때, 세 국가 모두가 비교적 

‘sinusoidal’ 패턴이 보이며 미국이 다소 복잡해 보이나 100번째와 200번째 자료가 반복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서는 패턴이 자주 반복이 있어 보인다. 

3. 자료의 복잡도와 장기기억 속성

  카오스 이론은 Poincare(1854-1912)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자연의 불규칙성(irregul- 

arity), 비예측성(non-prediction) 그리고 복잡성(complexity) 등을 다루며 자연의 복잡성 속에 

숨어있는 보편적 질서구조와 생성원리를 이해하는 분야이다 (Freeman 등, 1990).



  일반적으로 카오스 정량화 방법에는 불확정성 및 정보이론에 입각한 확률 과정적 엔트로피가 

Shanon에 의해 제기되면서 불규칙성과 복잡성 등을 정량화한 근사엔트로피(approximate 

entropy; ApEn)가 있고(Pincus, 1992; Davidson 등, 1992), 시간지연(time delay) 방법을 이

용하여 매립 공간(embedding space)에서 시스템의 자취를 재구성하는 상관차원(correlation 

dimension)(Packard 등, 1980; Takens, 1980)이 있다. 이밖에 Hurst (1951)에 의해서 제안

된 허스트지수와 Peng 등(1994)에 의해 개발된 fluctuation 지수 등이 있다.

  3.1. 근사엔트로피(approximate entropy)를 이용한 복잡도(複雜度)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적인 카오스 지표인 근사엔트로피(ApEn)를 활용하여 자료의 복잡도를 

계산하였으며, ApEn은 다음과 같은 연산방법을 이용한다.

   개의 시계열 자료 점   ⋯  이 있다고 하자. 2개의 입력매개변수인  과 

 이  을 계산하기 위해 고정 한다 (여기서  은 매립차원,  은 상태공간을 

 등분으로 나타내는 변수,  은 전체 자료 수). 

  ApEn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로부터   ⋯  로 정의되는 

 벡터를 만든다. 이 벡터는 번째 점에서 시작되는  개의 연속적인  값을 나타낸다. 

 와  사이 거리를 나타내는   는 각 스칼라 성분에 존재하는 최대거리로 

정의된다. 이때 ⋯  을 사용하여 각  ≦    에서


  

  
     ≦ 이 되는 의 개수

가 되며, 
 는 관용오차(tolerance) 내에 차원의 기존 벡터의 어떤 형태가 반복되는 

빈도(frequency) 또는 규칙성(regularity)의 확률이 된다. 또한   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하며, 이때 은 자연대수이다. 즉,   은 
 의 평균으로 정의될 때, 근사 엔트로피 

ApE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im
→∞

    

  즉, 근사엔트로피는  개의 관찰점 동안의 어떤 패턴이 다음  개의 관찰점 동안에도 

계속 유사한 확률을 갖고 있느냐 하는 logarithm화한 수이다. 따라서 규칙성의 가능성이 클수

록 ApEn은 작고 불규칙성을 갖는 것일수록 ApEn 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세 국가의 자료화된 음계에 대해서 자료 수 N=40, 80,∙∙∙, 420 일 때, 각각의 

국가에 대해 ApEn     × 의 변화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2).

  먼저, 애국가는 전체 자료수가 240개 이므로 N=40, 80,∙∙∙, 240로 6개의 ApEn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 N=240에서 ApEn=0.645로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일본의 경우에서는 전체 

자료수가 176개 이므로 N=40, 80,∙∙∙, 160로 4개의 ApEn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 전체 N=176

에서 ApEn=0.639로 근사 되었고, 미국국가에서는 전체 자료수가 412개에 대해서  N=40, 80,∙

∙∙, 400(10개)의 ApEn가 전체 N=412 (ApEn=0.622)에 근사 되었다.  

  따라서 세 국가의 음계의 복잡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일본, 미국국가 등의 순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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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 국가 음계(scale)의 자료 수(N=40,80,∙∙∙,420)에 따른 ApEn의 변화

애국가(top), 일본(middle), 미국(bottom)

  3.2. Hurst 지수를 이용한 장기 기억속성(長期 記憶 屬性)

  R/S분석(rescaled range statistical analysis)과 Hurst 지수는 chaos 모형을 직접적으로 검

정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법 중 하나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기준으로 양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측정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한 시계열  에 대한 R/S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Lo,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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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원 랜덤 워크(random walk)에서 난수를  라 할 때, 
 



는 시간 τ 후의 보행자의 위

치이다. 그리고 에서  의 기댓값이 0이 아닐 때, 척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간지수 

에 걸친 평균      
 
  



 을 차감한다.  는  기간 중의      의 최대값과  최

소값의 차이로서 시간지수  에 대하여 보행자가 움직여간 거리를 의미하는 자기 조정 범위



(self-adjusted range)이고    는 모형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표준편차    로 나누어주

었는데 이를 자기 재조정 범위(self-rescaled range)라고 한다. 이러한 재조정 범위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Hurst는 일반적인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위의 식에서  는 상수이고,  를 Hurst 지수(Hurst exponent)라고 하는데, 이 식의 양변에 

log를 취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Hurst 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

  Hurst 지수가    이면 장기 기억(long term memory) 효과가 없는 순수한 랜덤 워크

며, 현재의 사건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Hurst 지수가  가 아니

면 관측값들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장기 기억을 가지게 된다. 이는 현재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

에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정보의 효과가 급속히 사라지는 연속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으

로 영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 경우, 그 시계열은 랜덤워크 보

다 긴 거리에 이르기 때문에 지속적인(persistent) 성향을 의미하고,     인 경우는 

랜덤워크 보다 짧은 거리에 이르므로 비 지속적인(anti-persistent) 평균 회귀적 시계열(mean 

reverting series)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Hurst 지수는 각각의 국가음계 자료로부터 먼저 N=64, 128,∙∙∙, 384 등 6개

의 지수를 추정하고, 각각의 국가 전체자료(애국가 N=240, 일본국가 N=176, 미국국가 

N=420)를 최종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때 lag는 모두  으로 하였다 (그림 3).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애국가의 Hurst지수는 처음 N=64에서 다소 높았다가 전체 자료 

수 N=240에 와서 안정화된 형태를 띠었으며, 일본의 경우에서도 애국가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

다. 미국의 경우에서는 N=64에서 애국가와 일본보다는 다소 낮은 값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반 

이후로 높아지는 형태를 띠었다.

  세 국가의 Hurst 지수 는 모두가      의 범위 내에 존재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 애국가가 가장  에 근접된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 다음으로 미국 

, 일본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세 국가 모두 장기 기억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성향은 애국가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미국국가 그리고 일본 국가인 ‘Kimigayo‘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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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 국가의 자료 수(N=64, 128,∙∙∙, 384, 412)에 따른 Hurst 지수의 변화



4. 결론

  우리나라의 애국가(愛國歌), 일본(Kimigayo) 그리고 미국국가(The star-spangled Banner) 

등에 대해서 악보가 갖는 고유정보를 카오스적 접근 방법인 근사엔트로피(approximate 

entropy)와 Hurst 지수를 이용하여 각각 음계(scale)의 복잡도(複雜度)와 장기기억속성(長期 記

憶 屬性)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던 바, 애국가가 상대적으로 복잡도에서 가장 높았으며, 세 국가 

모두 장기 기억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persistent) 성향은 일본국가가 가장 

컸다.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한 국가음계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좀더 다양한 기법으로 국가에 포함

된 고유특성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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