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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는 30km/h보다 낮
은 속도로 주행 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보다 낮은 소음을 발생하게 
된다.(1,2)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40km/h 근처에

서 타이어 소음으로 인해 내연기관과 비슷한 크기

의 소리를 발생시킨다.  
전기자동차의 낮은 소음은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상대적

으로 낮은 소음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익숙한 보행

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조사 당시 전기자동차의 판매 수준이 낮
았음에도 보행자 혹은 자전거 탄 사람의 전기자동

차에 의한 사고는 심각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

다.(3)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

들은 추가적인 경고음을 제작 및 스피커를 부착하

고 있다. 따라서 경고음 개발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경고음의 개발에 주요한 문제는 경고

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고음에 대한 보행자의 인
지성(Detectability)과 경고음으로 인한 외부 환경소

음의 증가가 보행자들을 괴롭게(Annoyance) 하지 
않아야 한다.(4) 그러므로 보행자를 위한 전기 자동

차의 경보음은 Fig.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
음 공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인지성을 높이는 방

† Corresponding Author, sangkwon@inha.ac.kr 
Ⓒ 2017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Key Words: Electric Vehicle(전기자동차), Warning Sound(경고음), Chord(화성), Detectability(인지성) 

초록: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음압

이 낮아, 보행자에게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에 추가적

인 경고음이 필요하다. 잘 들리는 경고음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화성학 이론과 신호처리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도로에서 측정된 배경소음은 합성된 신호에 추가되었다. 주관적 평가로 이 경고음의 
인지성을 측정하였다. 심리음향 이론과 주관적 평가를 통해 인지성과 관련된 요소를 조사하였다. 라우드

니스, 샤프니스, 러프니스 등 알려져 있는 심리음향 지표는 인지성과 낮은 상관성을 가졌지만, 반대로 
음의 지속구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Generally, the sound emitted from a vehicle powered by an electric motor is lower than that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Therefore, pedestrians often cannot detect approaching electric vehicles. Therefore, a 
certain additional warning sound is required for these types of automobiles. In this study, to develop an audible warning 
sound, nine warning sounds are designed based on signal processing and chord theory. The background noise measured 
on the road is also added to these synthetic sounds. The detectability of these warning sounds is evaluated by subjective 
tests. The sound metric is correlated to detectability and is investigated through psychoacoustic theory and subjective 
evaluation. It is determined that known psychoacoustic parameters such as loudness, sharpness, and roughness have a 
low correlation with detectability.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interval of harmonic sound correlates well with 
dete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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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설계되야 한다.(5) 현재 진행 중인 전기자동

차의 경보음은 주로 음의 주파수 변조(Frequency 
modulation)와 크기 변조(Amplitude modulation)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화성학을 
기초한 경고음을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된 경고음

에 대한 인지성 확보를 위해서 경고음 인지성 대
한 주관 평가를 실시한다. 인지성의 주관 평가 결
과가 심리음향과 화성학 관점에서 전기자동차의 
경고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여 인지성

이 높은 신호의 특징을 찾아서 향후 실제 경고음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경고음 설계 

화성학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경고음의 주요 설
계요소로서는 음을 구성하는 하모닉 성분들의 주
파수, 음의 크기, 음의 지속 구간(Interval) 등이 주
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화성학에 근거하여 이
러한 요소들을 설계하고 청음평가를 통해서 인지

성을 검증하였다.  

2.1 화성학 기초한 경고음의 주파수 설정 
경고음을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결

정은 매우 주요하다. 특히 보행자는 청력에 영향

을 받지 않고 경고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1.5kHz 아래의 청력역치(Hearing threshold)
는 나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경고음의 
주파수 구간은 0.5kHz에서 1.5kHz 사이에 존재하

도록 5 옥타브(octave) 구간으로 설정하였다.(7) 화

성학에서 3도 화음은 서로 다른 3개의 주파수 성
분을 갖는 음으로 구성된다. 화성학에서 단음은 
주파수가 한 개로 구성된 순음이다. 2도 화음은 2
개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음으로 구성된다. 본 연
구에서는 단음, 2도 화음 그리고 3도 화음에 해당

하는 주파수 성분들을 각각 f1, f2 그리고 f3으로 
표현하였다. 단음, 2도 화음, 3도 화음에 해당하는 
음들의 주파수 조합 형태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화음 조합을 가진 20개의 신호를 제
작하여 청음평가를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청음평

가의 점수가 높은 음을 선정하였다. 이 결과 단음

은 G음, 2도 화음은 C와 D# 조합의 음, 3도 화음

은 C-F-G 조합의 음을 선정하였다. 청음평가는 건
강한 청력을 가진 성인 25명(남자 16명, 여자 9명) 
을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청음평가 방법은 자동차

용 음질평가에 적용되는 레이팅(Rating)(8) 기술을 
사용하였다. 레이팅 기술은 여러 개의 신호를 배
열하여 청음평가를 등급화하는 방법이다. 청음평

가의 질의어는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전기

자동차 경고음으로써 적합한 음을 선정하도록 하
였다. 

2.2 화성학에 기초한 경고음의 크기 및 지속구간 
설정 

경고음의 크기는 음량과 음색을 결정한다. 음의 
신호를 분석하는 음향신호처리기술 관점에서 음의 
크기는 경고음 신호에 대한 포락선(Envelope)을 조
정하여 음량과 음색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음색

에 주요한 역할이 되는 음의 크기는 커질수록 주관

적 긴급성이 증가함으로 경고음이 없는 전기자동차 
음압보다는 크고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는 작도록 
설계해야 한다.(9) 본 연구에서는 전자 피아노에 사
용되는 ADSR(Attack Decay Sustain Release)(10) 기법

을 적용하였다. ADSR은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음
의 포락선을 설정하는 기술이다. ADSR을 이용하

는 포락선의 형태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A(Attack)는 음이 나오기 시작하여 최

대 음량에 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D(Decay)
는 최대 음량에서 지속 음량까지 계속 감소하여 
도달하는 시간을 말한다. S(Sustain)는 건반을 누르

고 있는 사이에 이 음량이 지속되는 지속음 레벨

을 의미한다. R(Release)는 손가락을 건반에서 뗀 
후, 음이 줄어들어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

다. 이들 시간을 조합하여 음의 크기변화를 결정

하는 지속 구간을 선정하여 다양한 음의 크기 변

 

Fig. 1 Consideration for the design target of warning 
sound for pedestrians’ safety and noise pollution

 
Fig. 2 Envelope of attack decay sustain release(A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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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진 경고음을 제작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

서는 지속 음량과 잔향이 없는 AD 구간(Intv1), 잔
향만 없는 ADS 구간(Intv2), 그리고 전체 ADSR 
구간(Intv3) 이렇게 3 구간의 포락선 수준을 적용

하였다.  

2.3 경고음 설계 제작 
경고음의 제작을 위해한 주파수 구성은 단음 주

파수 f1, 2도 화음 주파수 f2, 3도 화음 주파수 f3를 
적용하였고, 경고음의 크기와 지속구간을 위하여 
3가지 지속구간 Intv1, Intv2, Intv3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Table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총 9가지 
조합으로 구성된 전기자동차용 경고음을 제작하였

다. 본 경고음 제작을 위해서 상용 프로그램 
MATLAB을 이용하였으며 샘플링주파수(Sampling 
frequency)는 일반적으로 전자음향에서 사용하는 
44.1 kHz 를 적용하였다. 전기 자동차 차량의 접근 
인지성 평가에 사용되는 주행 소음은 20km/h 주
행시 약 6초이므로 신호 길이는 6초로 하였다.(9) 

2.4 차량 접근용 신호 모델 
보행자에게 접근하는 차량을 표현하기 위해 제

작된 9개의 경보음에 대하여 Fig.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페이드 인(fade in) 모델을 적용하였

다.(12) 속도 변화에 따라서 음원이 청음자에게 접
근하는 음압레벨을 음향학적 이론을 이용하여 모
델링 하였다. 따라서 접근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커지는 선형 곡선 모형이 아닌 지수 곡선 모형

(Exponential Curve Shape)을 적용하여 청음자에게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접근함을 인식하는 모델이다. 
Fig. 4는 제작된 경고음으로 Table 1의 3번에 해당

하는 신호에 페이드 인 모델을 적용하여 보행자에

게 접근하는 신호를 모델링한 것이다. 

2.5 배경소음 및 차량접근 신호 
일반도로에는 주변 환경에 기인한 배경소음이 

존재함으로 도로에서 측정된 배경소음을 제작된 
경고음 신호에 반영하여 최종 신호를 제작하였다. 
배경소음은 매우 다양함으로 배경소음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일반적인 도
로소음 만을 반영하였다. Fig. 5는 일반도로에서 측
정된 배경소음 신호에 대한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결과이다.(13) STFT는 신호의 시
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와 음압 정보의 변동을 알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nine warning sounds

No. Frequency(Hz) Interval 
1 f1 = 783 Intv1 (AD)  
2 f2 = 523, 622 Intv2 (ADS) 
3 f3 = 523, 698, 783 Intv3 (ADSR) 
4 f1 = 783 Intv3 (ADSR) 
5 f2 = 523, 622 Intv1 (AD) 
6 f3 = 523, 698, 783 Intv2 (ADS) 
7 f1 = 783 Intv2 (ADS) 
8 f2 = 523, 622 Intv3 (ADSR) 
9 f3 = 523, 698, 783 Intv1 (AD) 

 

 

Fig. 3 Fade in model simulating the approach of an 
electric vehicle 

 
Fig. 4 Time history of the warning sound simulating the 

approach of an electric vehicle 
 

 
Fig. 5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for the background 

noise measured at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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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Fig. 5에 의하면 측정된 배경소음을 제작

된 9개 경고음에 추가하여 배경소음을 고려한 경
고음을 제작하였다. 측정된 환경소음은 4초 주변

에 다른 차량의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저주파에서 
음압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소음을 
고려한 9개 전기차의 경고음에 대한 주관적 인지

성평가를 청음평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3. 청음평가 

3.1 청음평가 방법 
청음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청음평가에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되는 N. Otto에 의해 제시된 청음평가 세부 절차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8,14) 총 25명 대학생이 참여

했으며, 청음평가자 모두 건강한 청력을 가진 성
인 남자 16명과 여자 9명이다. 청음평가자들의 평
균 나이는 25명이고 표준편차는 1.9살이다. 이번 
청음평가는 평가자가 보행자로서 새로운 경고음에 
대한 인지성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실험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제작한 신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때까지 설명하였다. 소음이 없
는 청음실 환경에서 청음평가자는 컴퓨터 앞에 앉
아 100cm 떨어진 곳에 설치된 2채널의 스피커로 
청음평가를 진행하였다. 청음평가 프로그램은 Fig. 
6과 같이 Matlab GUI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가
장 왼쪽 버튼(▶)은 합성한 배경소음과 신호를 재
생한다. 재생순서는 9개 신호를 램덤하게 발생하

도록 배열하였다. 청음평가자는 신호의 방향성을 
파악 후, 인지되는 방향과 상응하는 Left, Right 버
튼을 누른다. 재생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방향 버
튼을 누른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청음평가

자의 반응시간을 측정한다. 모든 신호에 대한 평
가를 종료 후, SAVE 버튼을 눌러 실험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데이터는 Table 1에 일치하는 경보

음 번호에 대한 청음평가 값이다.  

3.2 청음평가 결과 
청음평가 결과는 Fig. 7과 같다. 이 결과는 청음

평가자들 모두 방향은 정확히 인지하였으므로, 방
향성을 제외한 반응시간에 대한 인지성 평가를 나
타낸다. 수직직선은 각 경고음에서 인지시간에 대
한 편차를 나타내며 중간 값은 평균치를 나타낸다. 
인지시간이 가장 빠른 신호는 5번과 8번이며, 가
장 늦게 인지하는 신호는 4번이다.  

Fig. 8은 청음평가자의 반응시간 데이터를 이용

하여 20km/h로 접근하는 차량의 거리에 따른 인
지성 평가 시간이다. 왼쪽 노란색 막대는 평가자

가 인지하기 전까지 차량이 접근한 거리이다. 오
른쪽 남색 막대그래프는 전체 길이 30m에서 평가

자가 인지하기 전까지 움직인 자동차의 거리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오른쪽 옅은 적색 부분은 보행

자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7.5m 이내 지역으로 
최소한 보행자는 이전에 자동차를 인지해야 한다. 
3번과 4번 신호는 평가자들이 평균적으로 7.5m 이
내에 인지하므로 경고음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평
가자들의 평균적으로 빠르게 인식하면서 낮은 표

 

Fig. 6 Program for subjective evaluation of 9 simulated 
warning sounds 

 
Fig. 7 Subjective evaluation for response time 

recognizing 9 warning sounds 
 

Fig. 8 Detectability evaluation of approaching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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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를 보이는 8번 신호가 경고음으로써 가장 
적합하다. 청음평가 결과를 Table 1에서 보여주는 
신호의 주파수와 지속구간을 비교하였다. 지속구

간은 주파수 화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
러나 2도 화음 f2를 가지는 2번 5번 8번 신호는 
평균적으로 높은 인지성을 보였다. 2번의 2도화음

에 대한 청음평가의 편차를 감안하면 5번 8번이 
경보음으로 적절하다. 

3.3 심리음향 음질 요소(Psychoacoustic parameter) 
심리음향 음질요소는 사람이 듣는 청감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이다. 라우드니스(loudness)는 
소리의 크기에 관한 음질 요소이며 샤프니스

(sharpness)는 날카로운 느낌에 대한 음질 요소이

며 그리고 러프니스(roughness)는 거친 느낌에 대
한 음질 요소이다.(15) 아래 항에서 각 음질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3.3.1라우드니스(loudness) 
라우드니스(loudness)는 주관적인 소리의 크기를 

의미하는 음질 요소이며 이 논문에서는 Zwicker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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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니스는 폰(phon)과 손(sone) 단위를 사용

하며, 1손은 1kHz에서 40dB를 가지는 순음의 라우

드니스 값이다. 
 
3.3.2 샤프니스(sharpness) 
샤프니스(sharpness)는 비 라우드니스의 주파수 

분포에 의해 결정되며, 이 논문에서는 Bismarck의 
계산 모델을 사용하였다.(16) 샤프니스의 계산 모델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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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하나의 임계 대역에 해당하는 라우드

니스 값을 말하며, g(z)는 weight factor 0.006e0.17z, z
는 critical band rate이다. 샤프니스의 단위는 acum
이며, 1 acum은 60dB, 1kHz의 순음의 지각량을 의
미한다.  

 
3.3.3러프니스(roughness) 
20Hz 이상으로 진폭 또는 주파수 변조되는 소

음의 경우, 음의 크기 변화를 느끼지 못하며, 전체

적인 거친 느낌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청감을 러
프니스(roughness)로 정의하며, 단위는 asper를 사

용한다. 

 
( ) ( )

24

0

0.3
/

Bark
Emod L z dzf

R asper
kHz dB Bark

Δ
= × × ∫  

 
1 asper는 1kHz 순음이 70Hz의 변조 주파수로 

100% 크기 변조될 때의 거친 정도를 나타낸다. 

3.4 경고음 인지 반응시간과 상관성 분석 
Table 2는 청음평가를 통하여 얻은 9개 경고음에 

대한 평균인지반응시간과 계산된 음질요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청음평가 결과와 음질요소

에 대한 상관성을 나타낸다. 이 결과에 의하면 청
음평가와 dB(A), 라우드니스, 러프니스, 샤프니스 
각각의 상관도는 14.39%, 11.63%, 22.72%, 1.4%이다. 
이 들 음질요소는 70% 미만으로 인지성과 거의 
관련이 없다. 음의 크기와 관련 있는 dB(A)와 라
우드니스는 상관도가 낮으므로 반드시 소리가 크
다고 차량의 접근을 빠르게 인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압이 높지 않으면서 즉 소음공

해가 적으면서 인지성이 높은 경고음 제작의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4. 결과 분석 

4.1 분산분석 
인지성과 관련된 인자를 찾기 위해, 두 설계요

소인 화성과 관련된 주파수 및 크기의 변화에 관
련된 지속구간에 관하여 청음평가 결과를 분산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sychoacoustic parameter 
and subjective evaluation for detectability 

No. Detection 
time(sec) dB(A)

loud 
ness 

(sone) 

sharp 
ness 

(acum) 

rough 
ness 

(asper) 
1 4.01 62.4 9.81 0.14 1.16 
2 4.68 60.3 8.95 0.34 0.81 
3 4.21 69.9 19.06 0.39 0.93 
4 4.52 62.2 8.30 0.01 0.93 
5 3.58 65.5 10.21 0.30 0.92 
6 3.93 52.9 7.27 0.28 0.70 
7 3.87 53.9 4.62 0.02 0.91 
8 3.62 55.6 6.28 0.23 0.64 
9 3.83 67.2 15.43 0.68 0.90 
Correlation 

Coefficient (%) 14.39 11.63 22.7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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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종속

변수인 반응성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 유의

확률(p-value)은 다음 Table 3과 같다. 통계 분석결

과 두 요소 각각의 유의확률은 0.01보다 크므로, 
반응성은 단독적으로 반응시간에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주파수와 지속구간의 교호작용은 유의 확

률이 0.001로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하다. 즉 두 
설계요소는 청음평가자의 반응성에 단독적인 영향

보다 두 설계요소의 교호 작용이 반응시간에 영향

과 관련 있다.  

4.2 시간 주파수 분석 
Fig. 9는 청음평가 결과 인지성이 우수한 5번, 8

번, 9번 신호에 대한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 결과를 나타낸다. 화성 관점에서 보면 
같은 2도 화음 f2주파수를 갖는 5번, 8번 신호가 3
도 화음 f3주파수를 9번 신호보다 인지성이 다소 
높다. 그리고 지속 구간 관점에서 보면 같은 2도 
화음로 구성된 신호이지만 Intv3인 8번 신호가 
Intv2인 5번 신호보다 더 인지성이 우수하다.  

이는 지속기간이 다소 길어서 심리음향학 관점

에서 시간 마스킹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Release 
구간 동안 post-masking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12,17) 

5. 결 론 

본 연구는 화성학을 기초로 경고음의 주파수와 
지속구간을 설정하여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9개
의 경고음을 설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도로의 배경소음(18)에 대한 전기자동차

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의 청음평가

용 경고음 신호를 제작 후 보행자에 대한 전기차

의 접근성에 대한 인지성을 연구하였다. 이들 신
호에 대한 청음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심리음향적 
음질요소인 라우드니스, 러프니스, 샤프니스, dBA 
등과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상관성 검토 결과 
심리음향적 음질요소는 경고음의 인지성과 상관성

이 매우 낮았다. 실제 경고음의 어떤 특성이 인지

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통계 분
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화성 관점에서는 2도 
화음이 단음과 3도 화음 대비 인지성 높았다. 2도 
화음 중에서는 지속구간이 긴 경고음이 지속구간

이 짧은 경고음 보다 인지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분석 결과에서는 화성과 지속 구간은 상호 교
호작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계속 이어지는 전기차의 실제 경보음 설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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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ign factors effects (ANOVA)
Design Factor Frequency Interval Freq× Intv
Effectiveness 0.298 0.023 0.001* 

 

 
(a) 

 
(b) 

 
(c) 

Fig. 9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for three waning 
sounds with high detectability (a) Sound no. 5 
(f2, AD) (b) sound no. 8 (f2, ADSR) (c) Sound 
no. 9 (f3,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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