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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ehicle’s warning sounds are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overall vehicle quality, so the 
study of these sounds is increasing.  In this study, the experiment of reproducing performance 
related to speaker position was studied.  Based on the result of jury test, sound analysis method 
was developed to reflect the perception of warning sound according to vehicle speed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warning sounds was suggested. 

 

1. 서

 론 

차량의 감성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차량의 개발 방향은 기능 위주의 개발에

서 감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감성 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요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경고음은 차량의 감

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청각적 요소이다(1). Fig. 1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 중에서 즐거움을 

주는 소리, 불쾌감을 주는 소리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2).  

본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즐거움을 주는 소리 중

에서 가장 선호하는 차량 실내 엔진음 다음으로 턴

시그널, 시트벨트 경고음 또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턴시그널의 경우 즐거

움을 주는 소리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은 반면, 시

트벨트 경고음의 경우에는 즐거움을 주는 소리라고 

응답한 대상자와 불쾌감을 주는 소리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차량

의 경고음은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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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감을 주는 소리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고음 개발 시 소비자의 감성 만족도를 향상시키

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차량 실

내음 개발에 있어서 경고음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며, 고급차 브랜드 업체의 경우 독특한 경

고음 음질을 구현하여 자사의 고유한 특성 (Brand 

Identity) 를 차별화하는 추세이다 

 

 

 

 

 

 

 

 

 

Fig. 1 Results of the customer survey for vehicle sound 
 

차량의 경고음 고급화를 위해서 전용 스피커를 활

용하여 경고음을 발생하기에 음원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기능이 다양

화, 고급화 됨에 따라 경고음의 종류도 점차 증가되

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경고음 중에서 중요

도가 가장 높은 턴시그널, 시트벨트 경고음과 소비

자가 차량 운행 시 접하기 쉬운 PAS (Parking 

Assist System) 경고음에 대해 (1) 스피커 재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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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을 통해 경고음 음색을 개선하기 위한 스피

커 위치의 영향도를 검토하고, (2) 청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고음 인지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하고, (3) 차속 관련 경고음에 대해 인지성을 고

려한 레벨 선정 방법을 개발하고, (4) 일관된 경고음 

구현을 위한 경고음 운영 방안 설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스피커 위치 선정  

음원칩을 사용하는 경고음의 경우 음원에 가까운

소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고음의 음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원 개발 외에 경고음 

구현 스피커의 사양 고급화 및 차량에서의 스피커 

위치 선정이 중요한 요소이다. 음원 및 스피커 특성

이 우수하더라도 스피커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경우

에는 경고음에 대한 재생이 잘 되지 않아 실제 듣

게 되는 경고음의 음색이 저하된다. 따라서, 경고음

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재생이 잘 되는 곳에 

스피커를 위치시켜야 한다.  

스피커의 위치에 따른 음원 재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 사양의 스피커가 다른 위치에 장착된 차

량에서 스피커를 통해 동일 레벨의 White noise를 

발생시키고 운전석에서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는 방

식으로 스피커의 전달 함수 (FRF) 를 측정하였다. 

Fig. 2는 스피커 위치에 따른 재생 특성 측정 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이는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신호

의 크기와 운전석에서 측정되는 신호의 크기의 비

를 나타낸 것으로 값이 클수록 재생이 잘 되는 것

을 의미한다. 

 

 

 

 

 

 

 

 

 

 

 

 

Fig. 2 Speaker Position for Warning Sound Reproduction 

 

 

스피커 위치에 따라 음원 재생 특성에 많은 차이

가 발생하며, 센터페시아 중앙에 스피커를 위치시킨 

(B)의 경우 경고음 구현 측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고음 음색 개선을 위해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서 스피커 최적 위치 선정 검토가 필요

하다. 

 

2.2 경고음 인지성 분석법 

턴시그널은 운전자의 스위치 조작에 대한 청각적

피드백 역할을 하며, 시트벨트 경고음은 안전을 위

해 탑승자에게 시트벨트 미착용시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행 조건에서의 인지성 확보

가 필요하다. 주행 상태에서 턴시그널의 인지성 확

인을 위해 차속별로 턴시그널을 측정한 후 턴시그

널 레벨과 차량 실내 소음 레벨을 분석하였다. Fig.  

3은 속도별 각각의 레벨을 비교한 것이다.   

 

 

 

 

 

 

 

 

Fig. 3 Turn Signal Levels related to the Vehicle Speed 
 

IDLE과 100kph 주행 조건에서의 턴시그널의 레

벨은 유사하나, IDLE 상태에서의 턴시그널 인지성

은 양호한 반면 100kph 주행 조건에서는 실내 소

음에 마스킹 (Masking) 되어 인지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고음에 대한 음압 레벨 분석법은 주행 소음을 

고려한 인지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 Fig.4는 차종별 

100kph 주행 조건에서의 턴시그널과 차량 실내 소

음 레벨을 비교한 것이다. 

 

 

 

 

 

 

 

 

 

 

Fig.4 Comparison of Turn Signal and Vehicle Interio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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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턴시그널 인지성을 조사하기 위해 청음

평가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청음 상관

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지성 분석법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질 분석 방법은 

Headacoustics사의 Relative Approach 분석법(4) 

으로 Fig. 5는 청음 평가 결과와 Relative 

Approach 분석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Table 1

은 각 분석법과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Result of turn signal perception survey 

 

Table 1 Correlation of subjective perception  

and objective analysis 

Method SPL R/A Loudness Sharpness 

Correlation 

(%) 
77.5 94.3 49.4 69.1 

Relative Approach 분석법은 배경 소리에 대한 음

의 구분되는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분석 기

법으로, Fig. 5의 결과로부터 각 차종별 턴시그널 인

지성 순위와 Relative Approach 분석법 음질 수치

와 경향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 A의 경

우 배경 소리가 타 차종 대비 불리하나,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릴레이음은 고주파 성분이 많아 음

색적으로 불리하지만 인지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특

성을 가진다.  

 

 

 

 

 

 

 

 

 

 

 

(a) Engine OFF      (b) 100kph driving 

Fig. 6 Relative Approach Analysis for Turn Signal 

따라서, Relative Approach 분석법은 음압 레벨의 

크기뿐만 아니라 음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배

경 소리에 대한 두드러짐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인

지성 분석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Fig. 6은 턴시

그널에 대한 Relative Approach 분석법의 예를 나

타낸 것이다. 

 

2.3 경고음 레벨 선정 방법 

턴시그널, 시트벨트 경고음 등과 같이 주행 속도

에 따라 인지성이 달라지는 경고음에 대한 레벨 선

정 방법으로는 기준 음압으로 경고음을 설정하고 

실차 상태에서 주행 속도별로 청음을 통해 레벨을 

조절해가며 반복적으로 레벨을 튜닝한다.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Relative Approach 분석

법을 활용하여 경고음 인지성 사전 예측을 통해 레

벨을 선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상세한 레벨 선

정 프로세스는 Fig. 7과 같다. 

Relative Approach 분석법은 주행 실내 소음에 

대한 경고음의 인지성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하므로, 

인지성이 고려된 주행 속도별 Relative Approach 

목표값 설정 후 경고음 레벨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음원 실차 적용 이전에 다양한 

경고음 레벨에 대해 인지성 확인 후 최종 음원 레

벨을 실차에 적용함으로써 경고음 레벨 튜닝 기간

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Fig. 7 Process of selecting warning sound level 
 

2.4 경고음 운영 방안 설정 

소비자가 차량 경고음의 감성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음량(음압 레벨), 음색(주파수), 주기 등을 

들 수 있는데, 차량의 경고음이 차종별로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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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되어 운영 방안(로직)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관된 경고음 구현을 위해 이와 같

은 운영 방안에 대한 차종별 통일화가 필요하며 운

영 방안 선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야 한다. PAS (Parking Assist System) 경고음을 

대상으로 주파수 운영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PAS 경고음은 차량 주차시 장해물의 

위치 및 거리를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주차를 도와

주는 경고음으로 차량의 전/후방 구분을 위해 경고

음 주파수를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Fig. 8은 차종

별 PAS 경고음 주파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

다.  

 

 

 

 

 

 

 

 

Fig. 8 Operation of PAS frequency 

 

차종별로 PAS 경고음 주파수가 전/후방 혼용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PAS 경고음 주파수 운영 방

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위해 ① 전/후방 높은음, 

② 전/후방 낮은음, ③ 전방 높은음 & 후방 낮은음, 

④ 전방 낮은음 & 후방 높은음의 조합을 만들어 각 

조합에 대해 청음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

자의 83% 가 후방 경고성 강조를 위해 전방 보다 

높은음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경고음 음원 선정은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

요한 요소로 경고음 음질 개발을 통해 당사 차량의 

이미지 구현을 위한 경고음 운영 방안을 설정하였

다. 이는 경고음의 특성에 따라 음원 차별화 경고음

과 음원 통일화 경고음으로 나누고 각각의 음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음원 차별화는 브랜드별 차별화, 

차급별 차별화를 의미하며, 음원 통일화는 전차종 

동일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음원 저감을 통한 개발 

효율화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경고음 운영 로직에 대해서도 차종별로 통일화 운

영 계획으로 경고음의 차별화 및 통일화를 통해 전

체적으로 일관된 경고음 구현이 목적이다. 이와 같

은 경고음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 차량의 

경고음을 개발할 예정이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차량의 경고음에 대한 실차 

평가, 선호도 조사 및 음질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 경고음의 재생에 차이

가 발생하며, 스피커 재생 특성 향상을 통한 경고음 

음색 개선을 위해 스피커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2) 기존 음압 레벨 분석법은 배경 소리에 대한 

경고음의 인지성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Relative 

Approach 분석은 인지성 분석에서 유용한 분석 기

법이다. 또한, Relative Approach 분석법을 사용하

여 인지성 사전 예측을 통해 경고음 레벨을 선정함

으로써 실차 반복 튜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 경고음 음원 차별화, 통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음 운영 방안을 설정하여 당사 차량의 경고음

개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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