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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운드워크 방법론은 사운드스케이프를 평가하기 위한 

경험론적 방법 가운데 하나로 196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사운드워킹에 참여하는 피

험자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 걸으면서 공간에서 인식되는 소

리와 경관을 평가하게 되며 이때 audio-visual recording

이 병행된다. 

    그러나 사운드워크를 진행할 때 피험자가 평가하는 항

목은 연구자마다 상이하며, 사운드워크 방법론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사운드워크의 

실험실 평가 및 음원과 이미지 재현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

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워킹을 통해 

도심 공간의 사운드스케이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

향인자를 설문지 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사운드워크 레코딩 

자료를 이용한 실험실 평가 시 재현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

다. 

2. 본  론

2.1 사운드워킹

  (1) 경로선정

     도심 사운드스케이프 평가를 위해 2009년 11월 ISO 

TC43 국제회의 기간동안 국내외 음향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도심에서 사운드워킹을 진행하였다. 사운드워킹 경로

는 도심을 구성하는 도로, 건물, 녹지공간, 수변요소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4개 평가지점을 통과하도록 선정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적 도심 수변공간으로는 청

계천과 청계광장, 도심광장으로는 시청광장이 선정되었으며, 

상업 및 업무지구로는  명동 롯데백화점을 선정하였다. 

그림 1. 사운드워킹 경로 및 평가지점

  (2) 도심 사운드스케이프 평가

      사운드스케이프의 인식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뿐만 아

니라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 인식을 평가할 시에는 컨텍스트 

주요인자의 영향력을 고려해야한다. 사운드스케이프의 인식

의 주요 인자로서 고려되고 있는 컨텍스트(context)는 음원, 

물리적 조건, 개인과 집단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음원은 

자연음/인공음에 대한 분류, 대표음 등으로 세부 분류가 가

능하며, 물리적 조건으로는 풍경, 빛, 대기환경, 잔향감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개인 및 집단 특성으로는 방문 동기, 

경험 그리고 사회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

된 사운드스케이프 평가지는 ISO WG54 내 ‘box task 

group'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들 컨텍스트의 주요 구성요소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사운드워킹에는 국내 ․ 외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자 

15명이 참여 하였으며 참가자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사운드워킹 진행 과정 동안 음풍경 

평가와 동시에 binaural microphone(B&K, Type 4101)을 

사용하여 음원을 녹음하였으며, 디지털 캠코더(Sony HDV 

V-1)를 이용하여 실험실 평가에 사용할 영상을 촬영하였다. 

참가자는 전체적 인상, 음환경, 시각, 자연채광, 대기, 잔향

감에 대한 선호도를 11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각 지점에서 

인지되는 다양한 소리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3) 평가 결과

      4개 평가지점의 전체적인 인상 및 주요 컨텍스트 요

소에 대한 선호도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청계광장과 청계

천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도심 밀집 상업공간인 롯데 백화

점이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전체적 인상과 컨텍스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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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는 표 1과 같으며, 풍경과 대기환경 그리고 음환경

이 전체적 인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시각적 

이미지와 공기의 질 그리고 음환경이 사운드스케이프 인식

에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참가자와 국외 참가자의 사운드스케이프 인

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청

계천에서 풍경과 전체적 인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는 국가별 참가자의 경험적 문화적 차이가 사운드스케이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 전체적 인상과 컨텍스트와의 상관관계

풍경 자연채광 대기환경 잔향감 음환경

0.52** 0.2 0.52** 0.15 0.36*   

                                  *p<0.05, **p<0.01

2.2 실험실 평가실험

  (1) 실험실 평가실험 설계 

      사운드워크 레코딩 자료의 효과적인 재현 방법을 고

찰하기 위해 실험실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실 평가실험은 

두 부분으로 설계되었다. 실험 1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이

용한 재현 방법이 실험실에서 평가자의 사운드스케이프 평

가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 장소 사진과 동영상

을 1분간 제시한 후 대기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컨텍스트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 2에서는 경로에서의 경험이 사운드스케이프를 인

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 장소만을 보여주

는 영상을 1분간 그리고 경로가 포함된 영상을 2분간 피험

자에게 보여주고 실험 1에서와 같이 컨텍스트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실험실 평가 이미지 (시청광장)

  (2) 실험 결과

      실험 1을 통해 얻어진 평가를 바탕으로 T-test를 실

시한  결과, 사운드스케이프 평가에서 사진과 동영상 평가

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

나 표 2에서와 같이, 실험 2에서는 롯데백화점, 시청광장, 

청계천에서 이미지 제시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표 2. 사이트별 독립표본 T검정 p-value (실험 2)

1. 롯데백화점 2. 시청광장 3. 청계광장 4. 청계천

0.04* 0.00** 0.08 0.04*

                                  *p<0.05, **p<0.01  

      평가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컨텍스트 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T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롯데 백화점에서는 시각적 요

소에 대한 반응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평가지점

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도로 옆과 공사장을 지나간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시청광장에서는 자연채광과 

음환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와 같이, 평가지점 

동영상의 경우, 그늘이 지지 않은 밝은 부분에서 촬영되었

기 때문에 자연채광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경로가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고층건물에 의해 생긴 그늘진 부분의 

영향으로 자연채광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음환경 

역시 도로를 지나가면서 발생한 도로교통 소음에 의해 유의

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청계천에서는 롯데백화점

에서와 같이 풍경적 요소에 대한 반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계천을 걸으면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시

각적 경험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컨텍스트별 독립표본 T검정 p-value (실험 2)

장소 풍 경 자연채광 대기환경 잔향감 음환경

1 0.00** 0.53 0.93 0.26 0.26

2 0.17 0.00** 0.39 0.81 0.00**

4 0.00** 0.77 0.13 0.65 1.00   

                                  *p<0.05, **p<0.01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워킹 방법론을 통해 서울 도심 

4개 장소의 사운드스케이프 영향인자를 평가하고, 사운드

워킹 동안 레코딩 한 음원과 영상을 이용하여 사운드워크 

실험실 평가방법을 고찰하였다. 사운드워킹 결과, 청계천 

광장 및 청계천과 같은 수변공간의 전체적 인상이 가장 높

게 평가 되었고, 교통량과 인구 유동량이 많은 롯데 백화점

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다. 통계분석 결과, 풍경과 대기환

경 그리고 음환경이 전체적 인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또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사운드스케이프 인식은 특정 

장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두 집단

의 사회 문화적 경험과 인식 차이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실험실 평가에서는 평가지점의 사진과 동영상 제시사

이의 사운드스케이프 평가결과 반응의 차이는 없었으나, 평

가지점 영상과 경로가 포함된 영상을 제시하여 평가하였을 

때에는 두 제시 방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운드워킹 시 경로를 걸으며 경험한 

인상이 전체적인 사운드스케이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된다.

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