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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ding room in the university is one of necessary facilities that university student must use.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make reading room comfortable acoustically not only to minimize the annoyance to the users

but also to provide efficiency in studying.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eading room

in terms of acoustics and moreov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oor noise and users' satisfaction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s a result, the indoor noise level is quite higher than the 1st grade, 35 dB(A), tha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uggests as certificate regulation for environment friendly

building and there were lots of noise sources that can provoke users in studying or concentrating. Questionnaire

survey illustrates that the sound when opening and closing door, and airborne sound from outdoor transmitted

through window are most annoying, which affected users' 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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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대학교 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여러 시설 중 독서실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이다. 규모는 대학

교 내의 위치에 따라 크고 작은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으

나, 공간 내부의 특성은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하다. 책

을 보관하면서 대여하거나 열람하는 도서관과 달리 독서

실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전공 공부,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독서실에서 사

용자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 요

소들에 대한 기준이 만족되어야 함은 물론, 환경 요소들

이 최적화되도록 공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서실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환경요소

중 소음 문제가 학습 능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하여, 소음에 대한 실태 및 특성 조사와 더불어

대상 소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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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 소음으로는 독서실 공간 내의 학습공간을

대상으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외부에

서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을 고려하였으며, 의식 조사는

학습 효과와 관련된 항목을 설문지로 구성하여 조사한

후 소음 특성과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으며, 그 평가를 위해서는 대부분 ASHRAE

에서 제안하는 NC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기준값은 주로 공기조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시간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소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

음이다. 그러나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조화 소

음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들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토록 다양한 소음의 특성과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가 규명되어야 적절한 소음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소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반응조사를 통해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독서실의 실내 소음기준과 건축계

획 및 설계를 위해 적절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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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실용도
소음레벨(dBA) 소음등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학교

교실 35 40 45 N-35 N-40 N-45

교원실 35 40 45 N-35 N-40 N-45

강당 30 35 40 N-30 N-35 N-40

체육관 40 45 50 N-40 N-45 N-50

음악실 30 35 40 N-30 N-35 N-40

도서실 35 40 45 N-35 N-40 N-45

표 2. 실내소음 적용등급

구분 실내 소음등급(N) 또는 실내 소음도 L(dBA)

1급 N ≤ 35 또는 L ≤ 35 dBA

2급 35 < N ≤ 40 또는 35 dBA < L ≤ 40 dBA

3급 40 < N ≤ 45 또는 40 dBA < L ≤ 45 dBA

표 1. 실내소음 적용등급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C 대학교 내의 시설 중 독서실을 대

상으로 하며, 실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초점을 맞춰 내

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외부에서 실내로 유

입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독서실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실자의 이동 및 이용률

이 높은 네 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독서실은 네 곳으로

서 B, E, N 및 M 독서실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정된 독서실의 건축적 특성을 조

사하였으며,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하여 조사, 분류

하였다. 이용율이 높은 시간대에 소음의 특성을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측정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상호 관계를 비교

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2. 이론적 고찰

2.1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질병, 고혈압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으며, 특

히 고도의 사고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대한 방

해도가 크다
1)2)
. 특히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

인 생활소음과는 달리 그 발생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학

습에 대한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독서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로 공기전달음 계

통의 소음과 고체전달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

기전달음은 사람의 대화소리, 외부로부터의 소음 유입 및

공기조화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고체전달음은 재실

자의 발걸음소리 및 가구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

음, 창문 및 출입구의 개·폐시 발생되는 충격음을 들 수

있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은 홀, 로비, 편의시설 등

실내 인접 공간에서 유입되는 경우와 창 밖의 교통소음,

확성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2 관련 기준 고찰

생활환경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음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건축설계시 소음방지대첵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건

축물의 용도에 따른 실내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

제기준 및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실내소음을

줄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소음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규제 기준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규제 기준 및 대상이 모호하거나 세부적이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서관의 실내소음의 허용기준치

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의 제5조 인증심사기준3)에

의거하여 실내 소음등급(N) 혹은 실내 소음도(dB(A)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표 1은 업무용 건축물의 실내소음에

대한 등급을 나타낸 것으로, N값이 35이하 혹은 L값이

35 dB(A) 이하이면 1급이며, 5 간격으로 소음이 더 클

경우 2급, 3급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N 등급

은 일본건축학회의 실내소음에 대한 소음등급기준곡선으

로서 공장소음과 교통소음 등 옥외소음이 창과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을 투과하여 실내에 전달되는 소음을 포함하

여 급배수소음 및 공조소음 등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기

기로부터 실내로 발생되는 소음에 관한 거주자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4)
.

표 2는 일본건축학회에서 권장하는 실내소음 적용레벨

및 등급으로서, ASHRAE에서 권장하는 값을 근거로 하

여 제안한 것이다. 특히 도서실에서의 소음레벨은 표 1에

서 제시한 업무용 건축물에서의 실내소음 등급과 동일하

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3 기존 연구의 고찰

본 연구는 대학교 독서실에서의 소음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대학교 독서실의 환경에 대한 소음의 관점에서 다룬 연

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대학교 내에서의 소음에 대한

연구와 소음과 주관반응에 관련된 연구를 조사하였다.

이재현 등(2009)
5)
은 대학교 내에서의 생활소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지배적인 소음을 찾아내고자 하

였다. 그는 특히 강의실과 독서실에서 소음으로 인한 불

쾌감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실내 발생 소음 중

사람 이동시 발생하는 소리와 컴퓨터 소음, 음향기기에

의한 소리가 실내 소음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문소원 등(2008)
6)
은 실내 환경에 대한

근무자들의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실내환경

과 작업생산성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업

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

상 소음인 50 ~ 60 dB(A)의 소음에 대해 80% 이상의 재

실자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중력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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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최유림 등(2008)
7)
은 복합

실내환경요인이 재실자의 스트레스 반응 분석을 통해 교

통소리와 자연소리의 단순음 비교를 통해 교통소리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함을 주장하였으며, 열 및 공기환경

요소들과 복합되어질 때에도 교통소음을 듣고 있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

과들은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실내소음의 현황 조사와 더

불어 소음에 대한 독서실 이용자들의 주관적 반응을 비

교하는데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실내 소음의 측정 및 분석

3.1 측정계획

독서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에어

컨이 가동중이며, 학생들의 사용이 많은 날을 선택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

정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소음진동공정시험방

법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측정시각은 적절한 측정시각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시간대는 이용

률이 높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사이에 3시간 간격으

로 5분간 3회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하여 실내평균 소음

레벨로 사용하였다(그림 1).

측정위치는 벽과 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재실자의 앉은 위치에서 귀의 높이를 고려하여 의자 바

닥으로부터 75cm 상부 지점으로 하였다. 공조소음을 측

정하기 위해 에어컨 가동 전후를 대상으로 취출구의 직

하면에서 30초간 측정하였으며, 높이는 실내 소음레벨 측

정시와 동일하게 하였다. 출입문 소음은 출입문 개폐시

출입구 전방 1.5m 지점에서 5초간 측정하였다.

측정대상 독서실의 건축적 특성 및 내부에 사용된 재

료는 표 3과 같다. 건물의 높이는 2.7m에서 3.2m의 범위

로 0.5m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좌석의 규모는 100석

이상 200석 이내의 규모이다. 내부 재료의 음향적 특성을

살펴보면, 벽은 동일하게 시멘트 위 페인트마감으로 반사

성 구조이며, 바닥 역시 반사성 재료이다. 천장은 N 독서

실의 경우 시멘트 위 페인트 마감으로써 천장 반사로 인

해 상대적으로 더 반사음의 영향이 많아 시끄러울 가능

성이 있다. 그 외의 독서실은 석고텍스로 흡음면으로 사

용되고 있었다. 출입문은 대부분 강화유리를 사용하는데

비해 E 독서실은 철제문을 사용하고 있다. 외부 벽에 설

치된 창은 이중창으로서 대부분 알루미늄 틀을 사용하며,

M 독서실은 PVC 틀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

소음의 차단성능이 더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a) B

b) E

c) M

d) N

그림 1. 소음측정지점(스케일 없음)

구분 B E N M

바닥

면적
7.5m×26m 7.2m×18m 7m×29m 11m×14m

천장

높이
2.7m 2.7m 3.2m 2.9m

층위치 4층 1층 1층 2층

좌석수 132석 124석 198석 132석

출입문
강화유리

쌍여닫이문

철제

외여닫이문

강화유리

외여닫이문

강화유리

쌍여닫이문

재

료

벽
시멘트 위

페인트마감

시멘트 위

페인트마감

시멘트 위

페인트마감

시멘트 위

페인트마감

바

닥
테라조타일 PVC타일 테라조타일 테라조타일

천

장
석고텍스 석고텍스

시멘트 위

페인트마감
석고텍스

창
3mm+3mm

(알루미늄)

3mm+3mm

(알루미늄)

3mm,3mm ,

(알루미늄)

3mm+3mm

(PVC)

표 3. 대상 열람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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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독서실에서 측정한 소음레벨과 N-곡선의 비교

3.2 실내 평균소음레벨 분석

독서실 내에서 측정한 시간대별 소음레벨을 분석한 결

과 대상 열람실 모두 12시에서 15사이의 소음레벨이 가

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기준치 40dB(A)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과 N에서 평균소음레벨이 각각

54.3dB(A), 53.6dB(A)로 측정되어 독서실로서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시간대별 평균소음레벨

특히 N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다른 비교 대상 독서실

에 비해 출입문 소음레벨과 공조설비 소음레벨이 모두

크게 측정되었는데, 출입문의 경우 바닥과의 출입문 레벨

이 잘 맞지 않아 개폐시 마찰에 의한 날카로운 소리와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공조설비 역시 노후화와 관리소홀

로 인해 크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층 현관 앞

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 복도 측 소음레벨이

다른 열람실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며, 창문을 닫았을

때의 외부소음도 높게 측정되었다. E의 경우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서 평균소음레벨과 공조설비 소음레벨이

각각 47.9dB(A)와 47.6dB(A)를 나타내고 있으나, 철제 외

여닫이문의 개폐시 충격음이 최대 66.7 dB(A)로 측정되

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소음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 공조소음과 출입문 소음 레벨

3.3 주파수 특성 분석

12시에서 15시 사이에 실내의 각 측정점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평균하여 소음기준곡선인 N 곡선에 대입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4는 실내소음기준 등급으로 제시된

N-35 및 N-40 곡선에 대한 측정값을 비교한 것이다. 측

정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N-35 이상이며, B, E는 N-40

의 수준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의 경우 전반적으

로 N-40 곡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M은 250 Hz 이상의

대역에서 N-40을 상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레벨이 낮

은 B, E는 N-30에 비해 250 Hz 이상의 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설문조사 및 분석

4.1 설문지 작성

독서실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대한 측정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소음에 대한 방해정도와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였으며, 전반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서실 소음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2 설문항목

설문조사의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일반

적인 정보를 묻는 항목과 소음의 종류에 대한 평가, 생리

적 반응 및 만족도에 대한 항목이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항목은 성별, 연

령, 신분, 전공, 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

관 선택이유로 구성하였다. 도서관의 소음환경에 대한 세

부 평가항목은 앞 장에서 제시된 연구내용을 참고하였으

며, 사용된 항목으로는 가장 신경쓰이는 소음에 대한 선

택과 구체적인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크기와 신경쓰임,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부 평가항목은 공조설비

소음, 출입구 개·폐시 소음, 사람·가구이동에 따른 소음,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소음, 벽체 통과음 및 창문 투

과음으로 구성하였다.

항목의 평가척도는 7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

하였으며, 척도에 따른 점수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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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N M

크기신경쓰임크기신경쓰임 크기신경쓰임크기신경쓰임

공조설비 3.50 3.23 3.07 2.30 3.27 2.97 3.20 2.67

출입문 4.20 3.67 4.80 4.70 3.20 3.00 4.00 3.50

사람이동 4.03 3.5 4.03 3.57 3.53 3.37 3.87 3.30

가구이동 3.57 3.03 3.37 3.23 3.63 3.20 3.63 2.87

내부소음 3.47 3.4 3.6 3.40 3.70 3.43 3.87 3.30

복도소음 4.10 4.00 4.07 3.67 4.40 3.90 3.60 3.20

실외소음 3.83 3.60 3.50 3.00 3.43 3.00 3.77 3.60

표 7. 도서관 소음환경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대분류
독서실

항목
B E N M 합계

비율

(%)
성별 남 14 19 16 14 63 52.5

여 16 11 14 16 57 47.5
신분 재학생 26 30 27 23 106 88.3

휴학생 3 0 2 6 11 9.2
기타 1 0 1 1 3 2.5

이용목적 대학수업학습 23 23 23 20 89 74.2
취업준비 6 5 3 6 20 16.7

고시준비 1 1 1 2 5 4.2
기타 0 1 3 2 6 5.0

도서관

선택 이유
이동편리 18 18 24 12 72 60.0

시설좋음 1 4 0 7 12 10.0

조용하다 5 2 0 0 7 5.8

학습효과 5 5 2 7 19 15.8

기타 1 1 4 4 10 8.3

표 4. 세부평가항목 척도 (7단계 리커드 척도)

번호 크기 신경쓰임

1 전혀 들리지 않는다 전혀 신경쓰이지 않음

2 들리지 않는다 신경쓰이지 않음

3 대체로 들리지 않는다 대체로 신경쓰이지 않음

4 약간 들린다 약간 신경쓰임

5 들린다 신경쓰임

6 크게 들린다 많이 신경쓰임

7 매우 크게 들린다 매우 많이 신경쓰임

4.3 설문조사 결과분석

4.3.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설문 대상자는 각 독서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30 명씩

선정하였으며, 네 개의 독서실에서 전체 12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5). 성별 분포는 남자가 63

명으로 여자 57명보다 많으나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재학생이 8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독서실

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수업 학습이 74.2%로 나타났으

며, 현재 학습중인 독서실을 선택한 이유로 이동이 편리

함이 60%로 나타나 독서실 환경에 대한 선호도 보다는

소속된 학과와의 거리가 독서실 선택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5. 설문지 일반사항에 대한 기초통계량

4.3.2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 분석

소음의 종류별 신경쓰임에 대한 정도는 표 6과 같다.

각 독서실별로 가장 신경쓰이는 소음을 조사한 결과 대

부분 출입문 개폐음을 가장 시끄럽다고 답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출입문의 소음레벨이 평균 실내소음레벨보다

높으며,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독서실 이용자의 불

쾌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B 독서실은 출입문

개폐음 레벨보다 공조설비에 의한 소음레벨이 높게 나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조소음에 의한 신경쓰임 정도는

1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경쓰이는 소음이 창문투과

음, 벽투과음 등 전반적으로 비슷한 지적률을 보이고 있

으며, 다른 대상 독서실의 경우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지적률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공조소음은 배경소음과 같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발생

하는 소음에 비해 그에 따른 신경쓰이는 정도는 다른 소

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N은 1층 출입문 현관 앞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이동량이 많아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여 벽 부근의 소

음레벨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36.7%가 가장 신경 쓰이는

소음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경계벽의 차음 성능 개

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장 신경쓰이는 소음에 대한 지적율(%)

B E N M 비율(%)

냉난방기 16.7 3.3 10.0 3.3 8.3

창문투과 26.7 3.3 3.3 30.0 15.8

벽투과 20.2 16.7 36.7 6.7 20.0

내부발생 6.7 6.7 20.0 26.7 15.0

바닥진동 0.0 6.7 3.3 0.0 2.5

출입문 30.0 63.3 26.7 33.3 38.3

소음발생원의 종류에 따라 느끼는 소음의 크기와 신경

쓰임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소음의 크기는 사람

이 듣게 되는 소음의 절대적인 크기에 대한 설문 응답이

며, 신경쓰임은 소음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에 대한 응답

으로서 소리의 종류에 따라 크기와 신경쓰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음의 크기에 대한 조사 결과

표 7과 같이 대부분 출입문에 대한 반응값이 높게 나타

났으며, 사람의 이동이나 복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대

한 반응값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반응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소음의 크기가 신경쓰임과 높은 관련성을

가졌다고 하며, 이를 통해 볼 때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출

입문의 충격성 소음이나 복도 및 건물 외부로부터 들려

오는 공기전달 소음에 의해 신경쓰임의 정도가 크며, 공

조설비나 내부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의한 신경쓰임의 정

도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3.3. 소음에 대한 생리적 반응 분석

독서실 사용 중 소음으로 인한 생리적 반응을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으며, 신체적 반응에 대한 조사

결과 66.7%는 ‘없다’고 응답했으나, 33.3%는 혈압 상승

등 신체적인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

음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

는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도서관의 소음 발생시 신경이 쓰이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소음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

한다는 뜻은 소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발생시 독서실에서의 효율성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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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N M 합계 비율(%)

혈압상승 8 9 8 5 30 25.0

소화불량 2 1 3 1 7 5.8

수면장애 1 1 1 0 3 2.5

없다 19 19 18 24 80 66.7

B E N M 합계 비율(%)

신경안씀 2 0 0 0 2 1.7

신경쓰이지만

학습계속
27 28 23 21 99 82.5

학습중단 1 1 4 5 11 9.2

음악감상 0 1 3 4 8 6.7

시 대부분이 학습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신경쓰임에도

불구하고 대처 방법이 뚜렷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서실에서의 목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출입문을 비롯

하여, 공기전달소음을 충분한 수준으로 저감시켜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표 8. 소음으로 인한 생리적 반응

표 9. 소음 발생시 대처 방안

4.4 결과 및 종합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각 지점에서 평균한 값과

주파수 특성 및 출입문 개폐음, 공조설비음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경쓰임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출입문

개폐음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소음레벨

또한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복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와

건물외부에서 들려오는 공기전달음에 대한 신경쓰임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독서실 내부에서 가구

에 의한 소리 등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신경쓰임의 정도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소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 효율성이 저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음이 발생하더라

도 계속 학습을 이어간다는 것은 소음 발생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독서실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출입문의 저소음화와 더불어 공기전달 소음

의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복도에 연결된 벽 및 출입문

의 차음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외부소음 차단을 위해 창

호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도부분에

서의 소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독서실과 인접

한 복도에서의 흡음성능을 높여 독서실 안쪽으로 소음이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음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행정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학교 독서실의 음환경에 대한 측정 및 설

문조사를 통해 독서실에서의 환경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C 대학교를 대상으

로 규모와 구성원이 다른 독서실을 선정하였으며, 세부

소음항목에 대한 측정과 각 소음 발생에 따른 신경쓰임

의 정도 및 반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서실 내에서의 소음레벨을 측정한 결과 전체 대상독

서실에서의 레벨값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업무용 건

축물에 대한 기준 1등급인 35 dB(A)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주파수특성에 대한 값을 N-35 및 N-40 곡

선에 비교한 결과 대상 독서실 중 두 실은 N-40을 만족

하였으나, 나머지 두 실은 N-40 등급 곡선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소음으로 인해 독서실 이용

효율을 저감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신경쓰이는 소리에 대한 분석 결과 출입문의

개폐에 따른 소음과 복도 및 건물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에 대한 지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출입문 개폐음, 복도 소음, 외부 소음을 저감시킴으로써

독서실 내에서의 평균소음레벨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독

서실 이용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독서실 내의 음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을 측정하였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궁극적으로 독서실에서의 음환경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음의 종류를 보다 세분함으로써 규

제 대상 소음의 종류와 대상 소음별 규제 기준이 제정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지역거점연구단육성

사업/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와 바이오하우징연구소로부

터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참고문헌

1. B. Berglund, T. Lindvall, D. H. Schwela, Guidelines for

community nois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1999.

2. T. Saeki, T. Fujii, S. Yamaguchi, S. Harima, Effects of

acoustical noise on annoyance, performance and fatigue during

mental memory task, Applied Acoustics 65, 2004, pp.913-921

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4호, 환경부

고시 제2009-284조, 2009.12.31.

4. 日本建築學會編, 建築物の遮音性能基準と設計指針第二版, 技報

堂出版, 1997, pp.50-51

5. 이재현, 박재현, 박광호, 백준홍, 대학교내 환경의 생활소음 만

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7), 2009.7,

pp.279-286

6. 문소원, 김태우, 홍원화, 실내환경이 작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2(2), 2008.6

7. 최유림, 전정윤, 복합 실내 환경 요소가 재실자의 스트레스 반

응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3), 2008.3

8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환경부 고시 제2003-221호, 환경

부, 2003.12 .31

투고(접수)일자: 2010년 7월 1일

심사일자: 2010년 7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8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