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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운드스케이프 평가에서 사람들이 외부 환경을 인지하

는 데에는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외부 환경을 사용

하는 사람들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그 상호작

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도심 속에

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심 열린 공간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문화적 차이 및 음향적 요소와 복합적인 요소

간의 비교를 통해 그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해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지역 선정

  각 연구 지역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Sites Main functions
Main sound 

sources

Hanuel 

pond,

Univ. of 

Seoul

Relaxation, 

recreation,

study, 

residential

Water 

(fountains),

birds, insects,

surrounding 

speech,

construction

Gwang-

hwamoon 

square

Tourism, 

office, 

relaxation, 

cultural

(historical 

sculptures) 

Traffic, 

water 

(fountains),

children

surrounding 

speech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the case study sites. 

  문화적 차이 및 음향적 요소와 복합적인 요소간의 도심 

열린 공간의 사운드스케이프 평가 비교를 위해 자연적인 소

리가 지배적인 서울시립대학교 하늘못과 복합적인 소리 풍

경을 가진 광화문 광장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2 평가 방법

Methods

Recording

(Soundwalking)

Jury test

Measurements

Field Survey

Table 2. Methods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The indices

satisfaction

good (3) - bad (-3)

quiet (3) - noisy (-3)

comfortable (3) - uncomfortable (-3)

interesting (3) - boring (-3)

pleasant (3) - unpleasant (-3)

strength

hard (3) - soft (-3)

light (3) - heavy (-3)

high (3) - low (-3)

strong (3) - weak (-3)

fluctuation

fast (3) - slow (-3)

rough (3) - smooth (-3)

sharp (3) - flat (-3)

varied (3) - simple (-3)

steady (3) - unsteady (-3)

social aspect
natural (3) - artificial (-3)

bright (3) - dark (-3)

Tabe 3. Soundscape evaluation form

  연구 시기는 7월 중순 여름에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은 20

대 학생 한국인 15명(남-10명, 여-5명)과 교환학생 미국인 

9명(남-4명, 여-5명)으로 하였다. 녹음은 10분 동안 사운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220~221

220



워킹 방법으로 하였고 청감실험은 음향적 요소만 사용해서 

각 장소에서 10분씩 녹음한 음원으로 20분간 실시하였다. 

현장설문은 녹음할 때 사운드워킹 코스와 동일하게 10분간 

걸은 뒤 실시하였고 녹음한 요일과 시간을 동일하게 하였다. 

소음 측정은 사운드워킹 하는 동안 5분 LAeq로 측정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 평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16가지 

지표로 하였고 지표는 Table 3과 같다. 7점 양극성 어휘 

척도로 평가하였고 청감실험과 현장설문과의 평가 지표는 

동일하게 하였다.

3. 결  과

3.1 소음측정

  각 장소에서 측정된 LAeq,5min와 변동성(max-min)은 Fig 1과 같다.

Fig 1. Range (max-min) of the variability of LAeq

       values monitored in the urban squares;    

       red square symbols indicate mean values.

  하늘못의 LAeq,5min는 57.6 dB(A), 변동성은 70.7-54.3 

dB(A)로 측정되었고, 광화문 광장의 LAeq,5min는 77.4 dB(A), 

변동성은 87.5-70.9 dB(A)로 측정되었다. 

3.2 사운드스케이프 평가

구 분
Mean difference/Significance

(Korean-American)

하늘못

(Jury test)
light - heavy 1.42/0.00(**)

광화문 광장

(Field survey)
bright - dark 1.82/0.00(**)

하늘못

(Jury test)

interesting - boring

sharp - flat

-1.47/0.00(**)

-0.98/0.04(*)

광화문 광장

(Field survey)

good - bad

comfortable - uncomfortable

pleasant - unpleasant

varied - simple

-1.31/0.05(*)

-1.56/0.00(**)

-1.27/0.02(*)

-1.96/0.01(**)

*.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 test, 2-tailed).
**.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 test, 2-tailed).

Table 4. Mean differences in terms of each index          

           evalu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with significance levels (t test, 2 tailed).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각 지표별 평가의 평균차이와 유의수

준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6개 지표 중에 유의 

수준이 0.05이하만 표에 나타냈다. Table 5는 음향적 환경

과 복합적 환경에 따른 평가의 평균차이와 유의수준에 대한 

결과이며 마찬가지로 16개 지표 중에 유의 수준이 0.05이

하만 표에 나타냈다. 

구 분
Mean difference/Significance

(Jury test-Field Survey)

하늘못

(Korean)

good - bad

quiet - noisy

comfortable - uncomfortable

fast - slow

hard - soft

natural - artificial

pleasant - unpleasant

sharp - flat

steady - unsteady

-2.27/0.00(**)

-1.87/0.00(**)

-2.07/0.00(**)

0.93/0.04(*)

1.07/0.01(*)

-0.87/0.04(**)

-1.73/0.00(**)

0.93/0.03(*)

-1.73/0.00(**)

광화문

광장

(Korean)

good - bad

quiet - noisy

comfortable - uncomfortable

-1.00/0.01(**)

-0.93/0.02(*)

-1.07/0.01(**)

하늘못

(American)

good - bad

comfortable - uncomfortable

interesting - boring

natural - artificial

pleasant - unpleasant

light - heavy

steady - unsteady

-2.00/0.00(**)

-1.56/0.03(*)

-1.11/0.03(*)

-1.44/0.04(*)

-1.56/0.03(*)

-2.00/0.00(**)

-1.67/0.04(*)

광화문

광장

(American)

good - bad

comfortable - uncomfortable

pleasant - unpleasant

rough - smooth

bright - dark

-2.44/0.00(**)

-2.44/0.00(**)

-2.22/0.00(**)

0.78/0.01(**)

-1.89/0.00(**)

*.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 test, 2-tailed).
**.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 test, 2-tailed).

Table 5. Mean differences in terms of each index          
           evaluation between Jury test and Field survey,  

            with significance levels (t test, 2 tailed). 

  유의한 지표수가 가장 많은 하늘못에서의 한국학생의 평

가지표에 대한 청감실험과 현장설문의 평균 추이는 다음 

Fig 2와 같다.

Fig 2. Mean value in terms of each index evaluation     

       between Jury test and Field test in Haneul Pond.

4. 결  론

  문화적 차이에 따른 도심 열린 공간의 사운드스케이프의 

평가는 유의한 지표수가 적었다. 이는 표본수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음향적 요소 및 복합적인 요소가 관

여했을 때의 평가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보다 유의한 지

표수가 많았다. 추후 보다 다양한 지역 선정과 더 의미 있

는 통계 분석을 위해 데이터양을 추가하고 객관적인 분석 

지표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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