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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이러한 특

수 환경으로 인해 국방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이

다. 국내의 군사격 연습은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되고 있다. 군사용 화기류는 대표적인 충격성 소

음원이다. 이러한 충격성 소음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은 천

차만별이다. 또한 군사격 소음은 도심지 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소음원이다.  

군사격 소음에 대한 기존 연구는 Schomer, Vos, Buchta 

등의 국외 연구가 대부분이며, 국내의 연구는 생활소음과 

교통소음에 집중되어 있고, 충격성 소음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한 상태이다. 위의 연구자들은 충격음에 대한 주관적 반

응뿐만 아니라 사용 단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였

다. 

현재 충격성 소음에 대한 지표(indicator)로 ISO-1996에

서는 CSEL(LCE, C-weighted Sound Exposure Level) 식

과 ASEL(LAEl) 및 CSEL의 혼합식을 제시해 놓았다. 본 연

구에서는 AS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청감실험을 통해, 군사격시, 음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어노이언스를 느끼며,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음원 설정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음원은 군사 훈련시 실시된 화기류 소

음으로, 구경별(5.56~155mm)로 현장에서 더미로 음원들

을 녹음하였다. 청취음원은 거리, 대기, 지면감쇠를 고려하

였고, 주파수별 감쇠량은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음원 단위는 ASEL을 사용하

였고, 외부 음원의 청취 레벨은 40~70ASEL이며, 음원 간

격은 5 또는 10 dB(A)이다. 음원 평가는 SD(Semantic 

Differential) 방법으로 실행하였고, 척도는 7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음원은 BU(Bottom-Up), R(Random), TD(Top- 

Down) 등 3가지 방식으로 헤드폰을 통해 들려주었다. 실

험은 청감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음원과 기준음

원을 별도의 실험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1과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음원들 중 대표적인 음원

을 추려된 것이다. Fig.1은 시간이력을, Fig.2는 원음원과 

청감레벨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Fig. 1. Time-history of source : (a) C(105-S-f), 

       (b) C(12.7-M-1), (c) C(12.7-S), (d) C(155-S).

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source : (a) C(105-S-f), 

       (b) C(12.7-M-1), (c) C(12.7-S), (d) C(15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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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두 그룹은 실

내에서 실외로 나가는 그룹과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룹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Fig.3은 두 그룹의 결과를 통

합하여 나타낸 반응 평균과 %HA 결과로, 음을 들려주는 

방식에 따라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음을 들려주는 방식에서

는 BU 방식이 가장 큰 반응치를 나타냈다.

Fig. 3. Synthesis result of listening test classified by sources

: (a)~(c) mean of BU, R & TD, (d)~(f) %HA of BU, R & TD.

Fig.4는 음을 들려주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합하여 음원별

로 나타낸 결과와 음원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음을 들려주

는 방식에 따라 단일 곡선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BU 방식의 반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R과 

TD 방식의 반응치는 일정 레벨에서 교차하며, 낮은 레벨에

서는 TD가, 레벨이 높아질수록 R 방식에 대한 주관적 반

응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경향은 반응평균과 %HA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4. Synthesis results of (a) test methods & (b) sources as

    mean, and of (c) test methods & (b) sources as %HA.

Fig. 5. Result of synthesis single curve : (a) mean, (b) %HA.

Fig 5는 모든 결과를 통합하여 단일곡선으로 나타낸 결과

이다. 이 결과와 기존의 실험결과(공사장 소음 및 레저용 

사격 소음)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영

향은 음향파워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음향파워가 클수록 동

일한 청취레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주파 영역의 에너지를 

크게 감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에서 보듯, 구경으로 

분류한 음원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고주파 영역의 에너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경이 작은 음원의 반응치가 높게 나

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음원들은 구경이 큰 음원들

보다 음향파워가 작다. 

4. 결  론

본 연구는 청감실험을 통해 군사격 소음에 대한 어노이언

스 평가를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

음과 같다. 

1. 음을 들려주는 방식에 따라 반응결과는 달라질 수 있

다. 

2. 구경이 작은 음원들이 구경이 큰 음원들보다 높은 어

노이언스 반응을 일으켰다. 

3. 다른 충격성 음원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군사격 소음에 

대한 반응치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군사격 소음으로 인한 주관적 반응 연구 발전

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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