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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교통소음의 인지 정도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인 요인 및 거주자의 심리상태 등에 의해서 상당히 향

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시각

정보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서 그 소음을 인지하는 정도

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경요소

로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몇 가지 상정보 및 도로교

통 상이 주어질 때와 상정보가 없을 때에 대하여 도

로교통소음의 Noisiness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몇 가지 

형용사를 사용한 5-scale semantic 음향심리 실험을 통하

여 비교하 다.

2. 연구의 방법

실험은 2003년 4월에 동신대학교 조경학과의 음향심리 

실험실에서 38명의 정상청력을 가진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도로교통소음은 광주시내 주요 간선도

로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도로들 중에

서 통행량과 통과 차량의 비율이 서로 다른 다섯 군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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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디지털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리와 동 상

을 녹화하 다.

이 소음들은 서로 다른 유형별로 Cooledit pro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각 20초씩 추출한 후 일부는 그대로, 또한 

일부는 레벨 변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이 소음들은 Leq, L90, L10 척도로 분석하 으며 <그림

1>은 Leq분석결과를 보이며, <그림 2>는 한 단위 실험의 

음원 구성과 그 레벨변화를 표시하 다.

그림 5. 소음원의 주파수분석

또한 실험에 사용된 상은 앞서 조사에서 얻어진 도

로교통 상과 조경요소로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폭포, 바람부는 대나무 숲, 시냇물 흐르는 동 상을 CD1)

1) 환경부 :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 한국방송출판(주), 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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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visual information on the sound perception would be considerable. Furthermore, if the sound perception 

ranges in noisiness or annoyance beyond the loudness, it will depend much more on the shape of the visual information.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the several kinds of visual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of road traffic noise by means of the 

psycho-acoustic test method.

The findings of present study on the influence of visual information on subjective noise percep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Presenting visual images of mild and comfortable scenery reduced the noise perception reaction at the less noisy environments not 

exceeding 65 dB(A). At highly noisy environments exceeding 65 dB(A), however, the noise perception can be reduced by strong 

image of waterfall. Even eliminating the road traffic image may be helpful. Visual image of waterfall reduced the noise perception at 

all levels. It is inferred that the road traffic noise perception can be effectively ameliorated by presenting strong and real landscape 

images at any nois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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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추출하 다.

본 실험에서는 임장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

구2)3)를 참고하여 슬라이드 등을 활용하는 정지 상보다

는 비디오 화면을 이용하는 동 상을 사용하 다. 이 실

험에 사용된 상들 중에서 폭포의 상은 강한 이미지

와 박진감을 포함하며 대나무 숲, 개울물의 상은 편안

하고 조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림 6. 실험에 사용된 음원의 구성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정상청력을 가진 19세부터 56

세 사이의 38명으로서 32명의 남자 6명의 여자로 구성되

었다.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피험자들이 안정을 취하고 실

험의 분위기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5 ∼ 30분간의 

설명과 함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 후 실험에 참여하

다.

전체의 실험은 다섯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무순으로 배

열된 5가지의 소음이 제공되는 동안 각각 20초간 그 소

음을 듣고 15초 동안 평가지상의 소음의 시끄러움을 표

현하는 3가지의 5단계 형용사 어휘 척도상에 표시하는 

것을 첫 번째 단위실험으로 하 다.

 두 번째 단위실험은 동일한 소음과 함께 폭포의 상

을, 세 번째 단위실험은 바람 부는 대나무 숲의 상을, 

네 번째는 시냇물 흐르는 상, 다섯 번째는 도로교통

상에 대해 동일한 평가를 하 다.

평가에 사용된 어휘는 정광용의 한국어 어휘를 이용한 

주거환경소음의 심리평가에 관한 기존의 연구4)로부터 시

끄러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 중에서 가장 비

중이 큰 '듣기싫다'(요인부하 : 0.7193), '신경쓰인다'(요

인부하 : 0.6055), '시끄럽다'(요인부하 : 0.6052)의 3가지

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실험실에서의 상 및 음향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도는 

<그림 3>과 같으며 <그림 4>는 실험 기기의 구성 사진

을, <그림 5>는 실험중의 사진을 보이고 있다.

2) 허준, 인터넷과 슬라이드를 이용한 경관평가방법의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Vol.29, No.5, pp.20-27(2001.12)

3) 김충식, 이인성,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가로경관의 

평가기법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26, No.4 pp.1-13,(1999.1)

4) 정광용, 한국어 어휘를 이용한 주거환경소음 심리평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2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각 단위실험과 단위실험의 사이

에는 평가를 위한 소음 전후로 2초씩의 여백을 포함하여 

실험단위를 알리는 멘트를 삽입하 고 앞 실험의 상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초간 상과 소리에 

적응한 후에 소음을 평가하는 15초의 시간을 주었다. 

단위실험당 소요된 시간은 2분55초로 전체 실험에는 

15분이 소요되었다.

그림 3. 실험실구성도

그림 8. 실험기기의 구성사진

그림 9. 실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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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 석

3.1 Noisiness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과 평가지표들과

의 비교

피험자들을 통한 주관적인 반응 평가의 결과치는 MS

사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데이터를 정리 한 후

에 통계처리 하 다.

통계처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TATISTICA를 사용

하 으며 각 상들에 대한 반응치의 상관관계분석, 유의

도 검증을 위한 ANOVA/MANOVA분석 및 SCATTER 

PLOT5) 기능을 활용하 다.

표 1. 상이미지와 각 평가지표 사이의 상관계수분석

                          * : p<0.05

Index
Without 

Image

Water-

fall

Bamboo 

forest
Stream

Road 

traffic

Noisiness

(N=570)

Leq 0.563* 0.742* 0.791* 0.784* 0.736*

L90 0.562* 0.741* 0.807* 0.802* 0.740*

L10 0.567* 0.735* 0.787* 0.775* 0.735*

각 평가에서 상정보가 없는 경우의 Noisiness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은 다른 경우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피험자가 시각적 경험에 의한 기준

치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의 폭이 더 넓게 나타나

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편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나무 숲과 시냇

물의 이미지가 주어진 경우에는 강한 이미지인 폭포나 

도로교통의 이미지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조용하고 편안한 이미지가 제공된 경우 피험자의 주관적

인 반응 편차가 적게 나타났으며 상이 주는 이미지가 

강할수록 주관적인 반응의 편차는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Leq, L90 및 L10의 평가지표로 실험에 사용된 도로교통

소음을 분석해 본 결과 각각의 지표는 Noisiness의 평가

에 대하여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Background noise level이나 Peak Noise Level 

모두 Noisiness의 평가에서는 에너지 평균 소음레벨과 

향을 미치는 정도가 서로간에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후의 분석은 Leq에 대하여 실시하 다.

3.2 도로교통소음레벨과 상이 주관적인 반응에 대

한 유의성 검토

소음의 레벨이 주관적인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상이미지의 종류 및 유무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향을 미치는지, 또한 소음의 레벨과 상이

미지 사이에도 서로간의 교호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5) 성웅현 외 4인, STATISTICA를 이용한 통계정보분석, 탐진, 

1998

기 위하여 STATISTICA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 다.

ANOVA/MANOVA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었다.

p값은 0.00으로 상당히 높은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인자 1(도로교통소음레벨)과 인자2( 상

정보의 종류)의 상호간 교호인자 또한 p값이 0.00을 보임

으로서 도로교통소음 및 상이 주관적인 반응에 대하여 

확실한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인자 사이에

서도 상호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ANOVA/MANOVA 분석결과

Effect df 
Effect

MS
Effect

df
Error

MS
Error

F p-level

소음 4
*

699.636
*
2825

*
.6955

*
1005.897

*
0.00

*

상 4
*

44.230
*
2825

*
.6955

*
63.592

*
0.00

*

소음- 상 16* 15.878* 2825* .6955* 22.828* 0.00*

3.3 상정보의 종류와 주관적인 반응과의 비교

폭포, 바람 부는 대나무 숲, 시냇물, 도로교통의 상 

및 상이 없는 경우에 대한  Noisiness의 주관적인 반응

의 평균치와 Leq값을 STATISTICA의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scatter plotting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이 그림에서 도로 상이 주어진 경우 Noisiness에 대한 

반응은 실험에 사용된 소음레벨의 변화에 상관없이 상

들이 주어졌을 경우의 반응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상의 종류에 따른 주관적 반응의 결과

반면에 상정보가 없을 때에는 도로 상정보나 폭포

수의 상이 주어졌을 경우에 비하여 더 낮은 기울기를 

가짐으로서 낮은 소음환경에서는 다른 상들에 비하여 

높은 반응을 보이나 소음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과는 반대로 바람 부는 대나무 숲, 시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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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상과 같은 편한 이미지를 갖는 상이 주어졌

을 경우에는  더 급한 기울기를 가짐으로서 낮은 소음에

서는 훨씬 낮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소음이 증가할수록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평상시 피험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상에 대한 소리의 기대치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상의 이미지에 대한 기대치 역을 

벗어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이유에 기인한 것

으로 사료되며 그 역전점은 상이 없는 경우의 반응과 

편안한 상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인 65dB(A)전후로 사

료된다.

강하고 박진감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폭포 상이 

주어진 경우 소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상들이 주

어진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5단계 반응 스케일중 거

의 한 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반응치를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현상은 피험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폭포라는 

이미지가 장엄하고 큰 역동성을 가지고서 큰 소리를 발

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치 역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상정보에 의한 도로교통소음의 Noisiness의 인지 정

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65 LeqdB(A)이하의 비교적 낮은 소음환경에서는 바

람부는 대나무 숲이나 개울물 흐르는 것과 같이 일반인

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상을 제공함으로서 그 반응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또한 65dB이상의 높은 소음 환경에서는 도로교통의 

상의 차단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폭포수 내리는 상과 같은 강하고 역동적인 이미지

를 가진 조경요소의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서 도로교통소

음의 인지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상이 도로교통소음의 인지에 미치는 향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향후 더욱 다양한 소음레벨 

및 다양한 상이 주어졌을 때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하여 건축물의 설

계 및 조경설계를 할 때 주변환경에 맞는 상을 제공함

으로서 거주자들의 소음에 대한 인지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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