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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ffler sound quality of a vehicle has widely been evaluated using commercial softwares. However, the 
commercial softwares are providing only simple sound quality index. To get better sound quality 
evaluation method of the muffler, a new approach is suggested based on the subjective sound quality test. 
The suggested subjective sound quality evaluation method is refined with the fuzzy theory. The developed 
method is applied for the evaluation of various kinds of vehicle muffler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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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실내소음의 개선에 대한 연구는 실험적 방법

으로 차량의 진동원 및 소음원이 되는 신호의 스펙

트럼과 차량실내소음 신호의 스펙트럼과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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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규명하여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최

근에는 실험적 방법 외에 해석적 방법이 많이 개발

되어 차량의 소음 ․진동 개발에 많은 개선점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차량의 소음해석 및 분석방

법은 음질(sound quality)개선과 신호처리분야에 많

은 발전을 이루었다.
차량의 실내소음 음질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

터 음질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술에 대한 연구가 일

본에서 본격시작 된 이후 1990년대 이후에는 주관

적인 평가에 대해 객관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Brandl과 Thien(1)의 엔진소음에 

대한 주관적 특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도출방법과 

주관적 불쾌도에 대한 불쾌지수를 다중회귀분석으

로 모형화하였고, Lijian Zhang은 음질요소를 홍킹

(honking), 그린딩(grinding), 스크래핑(scraping), 러빙

(rubbing), 스냅핑(snapping), 덤핑(thumping), 채터링

(chattering)등으로 묘사하고, 라우드니스(loudness)와 

러프니스(roughness), 라우드니스(loudness)와 변동강

도(fluctuation strength)에 대해 청음 실험(jury test)
을 통해 수용 영역과 비수용 영역으로 구분하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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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회귀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모델을 확립하였다. 또, 
Hashimoto 및 Hatano(2)는 소형차량의 공회전소음에 

대한 음질인자를 의미분별척도법(SDM)을 사용하여 

음의 거칠기(roughness)모델을 수립하였다.
차량 실내소음 음질평가에 대한 이러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정보

라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또, 많은 기

종의 차량이 현존하는 지금, 차량 엔진에서 발생되

는 배기계소음의 음질에 대한 선호도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취자가 소음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음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소리에 

대한 감각이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

로, 차량 배기계 소음에 대한 그 주관적인 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가장 근본적인 과

제다. 이를 객관화된 물리적인 음향변수와 관련지어 

객관화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차량 배기계소음의 음질특성에 

대해서 청취자의 애매모호한 정보를 좀 더 객관화

시킬 수 있는 퍼지(fuzzy)이론을 적용시켜 정밀도를 

높여보고자 하였다. 차량 배기계 소음의 음질평가방

법과 음질특성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개의 음질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들 그룹이 갖는 특성에 따라 

물리적 변수를 객관적 ∙ 주관적 평가와 함께 퍼지모

델링(fuzzy modeling)화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차량의 배기계 소음에 대한 음질 

연구가 이루어 졌고, 객관적 음질분석방법과 주관적 

음질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의 하나

인 회귀분석과 음질의 애매함을 줄이기 위해 퍼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2. 차량 배기계 소음의 음질특성 분석

2.1 실험
차량 배기계 소음은 리카르도(Ricardo)사에서 측정

한 음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차량(Honda_S2000)의 
배기계 소음은 Figs. 1, 2와 같다.

차량엔진이 소음원인 배기계 소음은 공회전상태

에서는 저주파수 영역이 대다수이며, 레이싱(accel)
상태에서는 고주파수 영역이 증가 하는 비선형

(nonlinear)의 신호(signal)이므로, 우선 주파수 성분

이 청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ig. 2의 원

음(original sound)을 5개의 주파수 대역 0∼300 Hz,

Fig. 1 Microphone arrangement for exterior noise 
measurement

Fig. 2 Muffler sound signal of Honda_S2000 model

300∼630 Hz, 630∼1265 Hz, 1265∼2690 Hz, 2690
∼10000 Hz로 구분하고, 다시 원음을 ±3 dB(인간이 

구별 가능한 최소의 단위), ±10 dB(2배의 소리로 증

폭)로 음을 가공하였다. 그리고, 저주파수에서 고주

파수 쪽으로 저주파성분의 소리와 고주파성분의 소

리를 구분하기 위해 비례적(envelop)으로 +10 dB, 
-10 dB 변음 시켰다. 원음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소리로 만들었다. 음의 가공은 상용프로그램(Cool 
Edit Pro 2.0과 Sony Sound Forge 7.0)을 이용하였

다. 만들어진 14개의 변조음은 Fig. 3과 같다.

2.2 가공된 변조음에 대한 음질요소의 객관
적인 물리량 비교: 객관적 평가

가공한 변조음 14개를 주파수분석(FFT)을 통해 

음압레벨(RMS SPL)값을 나타낸 것이 Table 1이다.
각 sound별로 음압레벨을 비교해 보면 원음

(orignal sound)은 0~300 Hz(sound A)에 에너지가 집

중되어 있으며, sound B, sound C, sound D, sound 
E는 원음과 10 dB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배기소음이 거의 

엔진 RPM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Sound F는 원음의 +3 dB, sound G는 원음의 -3 dB, 
sound H는 원음의 +10 dB, sound I는 원음의 -1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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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d muffler sound signals on Honda_S2000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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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J는 저주파수 쪽을 +10 dB, sound K는 저주파

수 쪽을 -10 dB했을 때이며, sound L, sound M은 고

주파수를 +10 dB, -10 dB했을 때이다. 음압레벨의 값

은 단순히 음이 ‘크다’, ‘작다’의 의미를 청취자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값으로 청취자에게 ‘듣기좋

다’, ‘부드럽다’ 등의 대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 
Table 2는 Zwicker model(DIN 45631[ISO 532B])(3)

에 의해 계산된 음질평가 값이다. 각 sound별 측정

값은 Table 2와 같다. 각 sound별로 라우드니스값을 

나타낸 것인데 음압레벨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도

출해 내고 있으며, 제일 작은 음은 sound E이며 

Table 1 Comparison of RMS SPL
Sound signal number and RMS SPL (dB)

Orignal
sound

Sound 
A

Sound 
B

Sound 
C

Sound 
D

Sound 
E

Sound 
F

93.1 93.3 75.8 74.2 66.6 62.9 96.1
Sound 

G
Sound 

H
Sound 

I
Sound 

J
Sound 

K
Sound 

L
Sound 

M
90.1 103.1 83.1 101.6 86.1 94.5 92.3

Table 2 Comparison of total loudness
Sound signal number and total loudness (Sones)

Orignal
sound

Sound 
A

Sound 
B

Sound 
C

Sound 
D

Sound 
E

Sound 
F

43.92 32.41 20.14 20.15 16.47 14.926 53.31
Sound 

G
Sound 

H
Sound

 I
Sound 

J
Sound 

K
Sound 

L
Sound 

M
36.26 83.01 22.63 64.91 32.26 54.36 37.38

Table 3 Comparison of total sharpness
Sound signal number and total sharpness(Acums)

Orignal
sound

Sound 
A

Sound 
B

Sound 
C

Sound 
D

Sound 
E

Sound 
F

0.8917 0.4393 0.7148 0.9772 1.325 1.8547 0.8923
Sound 

G
Sound 

H
Sound

 I
Sound 

J
Sound 

K
Sound 

L
Sound 

M
0.8903 0.8935 0.8859 0.7617 1.0168 1.0258 0.7730

Table 4 Comparison of total roughness
Sound signal number and total roughness (Asper)

Orignal
sound

Sound 
A

Sound 
B

Sound 
C

Sound 
D

Sound 
E

Sound 
F

1.0722 1.0848 0.1550 0.1857 0.2505 0.2800 1.0721
Sound 

G
Sound 

H
Sound 

I
Sound 

J
Sound 

K
Sound 

L
Sound 

M
1.0720 1.0721 1.0717 1.3247 0.8921 0.9108 1.2457

제일 큰음은 sound H이다.
Table 3은 각 sound별로 샤프니스값을 나타내며, 

제일 날카로운 음은 sound E이다. Sound E는 2690
~10000 Hz의 고주파수로 이루어진 sound이다.

Table 4는 각 sound별로 러프니스값을 나타내며, 
제일 거친 음은 sound J이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음이 크다, 작다, 날카롭다, 
거칠다 등의 객관적 정도의 값 하나로 청취자가 선

호하는 것이 어느 형태의 소리(sound)인지는 구별

하기가 쉽지 않다.

2.3 SDM에 의한 청음실험: 주관적평가
음의 크기 및 라우드니스와 관련성 있는 표현 

“조용한 느낌”과 “시끄러운 느낌”, 샤프니스와 관련

성이 있는 표현 “무딘 느낌”과 “날카로운 느낌”, 러

프니스와 관련성이 있는 표현 “부드러운 느낌”과 

“딱딱한 느낌”에 대해서 7개 언어, 즉 ‘매우높다’, 
‘다소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다소낮다’, 
‘매우낮다’로 구별하고, 7점 측도에 의거하여 점수를 

Table 5 Comparison of jury test by SDM
Degree

of
quiet

Degree
of

sharp

Degree
of

soft
Total Average Evaluation

ranking

Orignal
sound 3.42 3.68 3.06 10.16 3.3867 ⑩

Sound 
A 4.58 6.61 2.87 14.06 4.6867 ④

Sound 
B 5.90 6.03 6.74 18.67 6.2233 ①

Sound 
C 6.03 5.06 6.71 17.80 5.9333 ②

Sound 
D 6.65 2.48 6.03 15.16 5.0533 ③

Sound 
E 6.58 1.35 5.87 13.80 4.6000 ⑤

Sound 
F 2.39 3.65 3.13 9.17 3.0566 ⑪

Sound 
G 4.65 3.65 3.48 11.78 3.9267 ⑨

Sound 
H 1.16 3.77 3.06 7.99 2.6633 ⑭

Sound 
I 5.65 3.77 2.94 12.36 4.1200 ⑦

Sound 
J 1.42 5.61 1.32 8.35 2.7833 ⑬

Sound 
K 5.03 2.10 4.74 11.87 3.9567 ⑧

Sound 
L 2.48 2.13 3.97 8.58 2.8600 ⑫

Sound 
M 3.94 5.97 2.23 12.14 4.4047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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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배기소음에 대한 청

음 평가(jury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5와 Fig. 4는 의미분별척도법(SDM)에 의한 

청음실험 결과이다. Sound B가 조용함, 날카로움, 
부드러움 정도의 점수가 모두 높으며 선호도순위가 

1위 이므로 비교되는 다른 음들 보다 상당히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nd D와 sound E는 고주파수 부분의 음인데 조

용함과 부드러움은 점수가 높지만 날카로움은 낮다. 
이것은 저주파수 보다는 고주파수로 갈수록 음이 

날카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sound J는 날카로움

은 높고 조용함과 부드러움은 점수가 낮게 나타났

고, sound K는 날카로움은 낮고 조용함과 부드러움

은 높게 나타났다. Sound L과 sound M은 조용함

과 부드러움의 변화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날카로움의 변화량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 그리

고, 전체적으로 변음된 sound의 우선순위는 원음을 

주파수별로 분리 변조하는 것이 선호도가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원음(orignal sound)을 -3 dB, -10
dB내리는 것이 +3 dB, +10 dB 올리는 것 보다 더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보통 음압레벨(SPL)을 내리

면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또 저주파수와 고주파수도 

음압레벨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있으며, 
음압레벨에 대해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를 내리는 

Fig. 4 Bar chart by SDM jury test result

Fig. 5 Coefficients on quiet index

것이 더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2.4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조용함의 지수(quiet index), 날카로움의 지수(sharp 

index), 부드러움의 지수(soft index)를 각각 1개씩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고, 음압레벨, 
라우드니스, 샤프니스, 러프니스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각각의 지수별로 상용프로그램 SPSS(statis-
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에 사용된 모형추정식

은 다음과 같다.

   (1)

식 (1)에서 는 종속변수이며, 값은 회귀 계수

(coefficient)이다. 그리고    는 각각 음압

레벨, 라우드니스, 샤프니스, 러프니스를 나타내는 독

립변수이다.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회귀 계수()에 대한 가설 

            에 대한 F_검정과 t_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유의확률로서 적합한 회귀방

정식을 유도하고 회귀 계수()값들을 구하였다.

Table 6 Result data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Quiet index Sharp index Soft index

  

Orignal sound 3.4847 3.6742 3.2889 

Sound A 4.4318 6.3048 3.1105 

Sound B 6.0236 5.8939 6.7764 

Sound C 5.9649 4.3205 6.7930 

Sound D 6.6584 3.5123 5.9356 

Sound E 6.6417 0.2625 6.1728 

Sound F 2.7334 3.6371 3.2478 

Sound G 4.1615 3.9002 3.2178 

Sound H 0.6170 4.1618 2.6931 

Sound I 5.5414 4.7494 2.8044 

Sound J 1.8938 4.6785 1.7847 

Sound K 4.5407 3.2731 4.0506 

Sound L 2.6285 2.7477 4.1006 

Sound M 4.0948 4.7023 2.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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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correlations by SPSS

Fig. 5는 조용함의 지수(quiet index)를 종속변수

로 했을 때, 회귀계수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그림이

다. Y절편은 15.641이며, t=2.888, p<0.018로  유의

미하다. -0.107과 -0.046, -0.948, 0.628은 각 독립

변수의 회귀선의 기울기이다. 따라서, 회귀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같은 방법으로 날카로움의 지수(sharp index)와 

부드러움의 지수(soft index)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의 회귀직선방정식도 구하였다. Table 6은 선형회귀

분석의 결과 자료이며, Fig. 6은 선형회귀분석의 결

Fig. 6 Muffler sound bar chart by LRA

과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Sound B, C, D, 
E의 조용함의 지수(quiet index)와 부드러움의 지수

(soft index)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음들

은 주파수별로 변조한 음들로서 고주파수가 포함되

지 않은 음들이다. 
날카로움의 지수(sharp index)는 sound A를 기점

으로 고주파로 갈수록 지수가 떨어지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2.5 상관관계(correlations)
청음실험에서 얻은 자료와 음질요소의 객관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피어슨의 적률 상관관계를 구하여 

보았다.
Fig. 7는 음압레벨(SPL), 라우드니스(loudness), 샤

프니스(sharpness), 러프니스(roughness), 조용함의 

지수(quiet index), 날카로움의 지수(sharp index), 
부드러움의 지수(soft index)의 상호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그림이다.
음압레벨과 라우드니스, 러프니스, 조용함 지수, 

부드러움 지수의 상관관계는 유의도 0.000, 0.009로

서 P〈 0.01보다 작기 때문에 별표 두 개(**)로 표

시되었다. 이는 99 %정도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계수 0.879와 -0.669, 0.878, -0.919, -0.840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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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음압레벨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압레벨값

이 올라갈수록 라우드니스, 러프니스값이 상승하고, 
샤프니스와 조용함의 지수, 부드러움의 지수는 반

대로 하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압이 높아지면 라우드니스 수치와 러프니스 수치

는 같이 동반 상승하고, 반대로 음압이 낮아지면 

샤프니스와 조용함의 지수, 부드러움의 지수가 올

라감을 나타낸다.

2.6 음질지수의 특성분석 
Fig. 8은 조용함(quiet)대한 음의 지수(index)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각각의 sound 지수 그래프가 의미분별척도법(SDM)

으로 분석한 지수와 선형회귀(LRA) 분석된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분석된 조용

함, 날카로움, 부드러움의 정도가 각각의 sound별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ound B, C, D, E의 조용함정도 지수가 높게 나

타나고 있으므로 다른 sound 보다 상당히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 sound H, sound J, sound L의 음질

지수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고, sound I, sound K, 
sound M의 음질지수는 앞에 것에 비해 음질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압레벨과 조용함의 정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압레벨이 

낮아지면 조용함의 지수가 올라감을 나타낸다.
Fig. 9는 날카로움에 대한 음의 지수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Sound A가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내며, 
sound E가 가장 낮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갈수록 날카로움의 음질지수

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고주파로 갈수록 날카

롭게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8 Comparison of quiet index

Fig. 9 Comparison of sharp index 

Fig. 10 Comparison of soft index 

Table 7 Result Data of SDM and LAR
Quiet index Sharp index Soft index
SDM LRA SDM LRA SDM LRA

Orignal sound 3.42 3.4847 3.68 3.6742 3.06 3.2889 

Sound A 4.58 4.4318 6.61 6.3048 2.87 3.1105 

Sound B 5.90 6.0236 6.03 5.8939 6.74 6.7764 

Sound C 6.03 5.9649 5.06 4.3205 6.71 6.7930 

Sound D 6.65 6.6584 2.48 3.5123 6.03 5.9356 

Sound E 6.58 6.6417 1.35 0.2625 5.87 6.1728 

Sound F 2.39 2.7334 3.65 3.6371 3.13 3.2478 

Sound G 4.65 4.1615 3.65 3.9002 3.48 3.2178 

Sound H 1.16 0.6170 3.77 4.1618 3.06 2.6931 

Sound I 5.65 5.5414 3.77 4.7494 2.94 2.8044 

Sound J 1.42 1.8938 5.61 4.6785 1.32 1.7847 

Sound K 5.03 4.5407 2.10 3.2731 4.74 4.0506 

Sound L 2.48 2.6285 2.13 2.7477 3.97 4.1006 

Sound M 3.94 4.0948 5.97 4.7023 2.23 2.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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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부드러움에 대한 음의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ound B, sound C, sound D, sound E
가 대체적으로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부드러

움의 정도는 주파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순

음이나 조화음에 가까울 때 부드럽게 느낀다는 것

을 나타낸다.

3. 퍼지(Fuzzy)집합에 의한 

차량배기소음평가

3.1 퍼지집합을 이용한 음질평가모델링
청취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음질 정보의 애

매모호함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음질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

는 애매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퍼지이론을 적용시켜 

정형화가 가능한 형태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차량

배기소음평가의 체계적인 구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주관적인 정보사용의 객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퍼지(fuzzy)평가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배기계 소음의 퍼지 평가 모델 구축은 일차적으

로 배기소음의 가중치의 계산(라우드니스, 샤프니스, 
러프니스의 계산)과 배기소음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

적인 판단을 조사한 후, 여기서 사용된 언어 값을 

퍼지함수를 이용하여 퍼지화하고, 언어 변수에 대해

서는 퍼지제한(hedge)을 이용하여 7개의 퍼지 집합

을 만든 후 퍼지 연산을 실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퍼지가중평균을 계산하여 개별 sound를 평가한 후 

평가치들의 언어 값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냄으로서 

최적의 선호도 배기계 소음을 결정하게 된다.

(1) 주관적 어휘의 퍼지집합화

음질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기준은 음에 

대한 물리적인 가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음에 

대한 음질을 판단하고 객관화해야 한다. 즉, 주관적

인 느낌이나 감정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의 선택이 중요하다. 음에 대

한 느낌이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근거가 아직 국내에는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논문 및 문헌들이 기초로 삼고 있는 몇 

가지 평가어휘를 이용하였다. 평가어휘의 선택 기준

은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 애매한 용어나 추상적 

용어보다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감각적이고 직관

적인 용어를 평가인자로 사용하였다. 평가인자의 구

성은 Table 8과 같다.
Fig. 11과 Table 9, Table 10은 언어(어휘)에 대한 

멤버쉽(membership)값을 퍼지집합화 하였다.

Table 8 Sound quality factor
Sound quality factor 

Loudness

조용한(quiet)  소란스러운(clamorous)

큰(loud) 작은(small)

조용한(calm) 시끄러운(noisy)

Sharpness 무딘(dull) 날카로운(sharp)

Roughness 부드러운(soft) 딱딱한(hard)

General feeling

유쾌한(pleasant) 불쾌한(unpleasant)

듣기좋은(pleasing) 듣기싫은(unpleasing)

박력있는(powerful) 박력없는(not powerful)

맑은(clear) 탁한(thick)

Table 9 Symbols and grades of vocabulary
Vocabulary English Sign Score

매우낮다 VERY LOW VL 1 scores

다소낮다
SOMEWHAT 

LOW SL 2 scores

낮    다 LOW L 3 scores

보통이다 MIDDLE M 4 scores

높    다 HIGH H 5 scores

다소높다
SOMEWHAT 

HIGH SH 6 scores

매우높다 VERY HIGH VH 7 scores

Fig. 11 Membership function of S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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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SL L M H SH VH max

Orignal sound 0.5257 0.5000 0.4886 0.5257 0.4371 0.5000 0.5257 0.5257 

Sound A 0.7000 0.6543 0.6543 0.9443 0.4100 0.5000 0.7000 0.9443

Sound B 0.8429 0.8429 0.8429 0.8614 0.9629 0.9629 0.9629 0.9629

Sound C 0.8614 0.8614 0.8614 0.7229 0.9586 0.9586 0.9586 0.9586

Sound D 0.9500 0.9500 0.9500 0.5000 0.8614 0.8614 0.8614 0.9500
Sound E 0.9400 0.9400 0.9400 0.5000 0.8386 0.8386 0.8386 0.9400

Sound F 0.5214 0.5000 0.3414 0.5214 0.4471 0.5000 0.5214 0.5214

Sound G 0.6643 0.6643 0.6643 0.5214 0.4971 0.5000 0.5214 0.6643

Sound H 0.5386 0.5000 0.2500 0.5386 0.4371 0.5000 0.5386 0.5386

Sound I 0.8071 0.8071 0.8071 0.5386 0.5386 0.5000 0.5386 0.8071 

Sound J 0.7000 0.5000 0.2500 0.8014 0.5386 0.5000 0.7000 0.8014
Sound K 0.7186 0.7186 0.7186 0.5000 0.5386 0.6771 0.6771 0.7186 

Sound L 0.3543 0.3543 0.3543 0.5000 0.5386 0.5671 0.5671 0.5671

Sound M 0.7000 0.5629 0.5671 0.8529 0.5386 0.5000 0.7000 0.8529

Table 12 Max(Min(a,b)) table of fuzzy value 

(2) SDM 평가값의 퍼지화

전체집합에 대한 퍼지집합 A의 집합(느낌의정도)
의 개수를 {1, 2, 3}로 정하고, 측정값은 7개의 언

어 값(매우높다, 다소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다

소낮다, 매우낮다)으로 측정치 기준을 설정하였다. 
L. A. Zadeh(4)에 의한 방법으로 퍼지집합으로의 의

미 변환은 주 술어에 대해서는 S_함수를 사용하였

다. 여기서 S_함수는 다음식과 같다. 

  




 ≤ 




  ≤ ≤ 




  ≤ ≤ 

 ≤ 






(3)

Table 10 Fuzzy set of vocabulary
Sign Fuzzy set

VL(매우낮다) 1.00/1 0.70/2 0.00/3

SL(다소낮다) 1.00/1 0.50/2 0.00/3

L(낮다) 1.00/1 0.25/2 0.00/3

M(보통이다) 0.50/1 1.00/2 0.50/3

H(높다) 0.00/1 0.25/2 1.00/3

SH(다소높다) 0.00/1 0.50/2 1.00/3

VH(매우높다) 0.00/1 0.70/2 1.00/3

언어 변수에 대한 제한(hedges)은 “매우  = ”, 
“다소  = ”로 하였다. 퍼지집합 A가 S형 멤버

쉽 함수 [ ,  , ]를 갖는다고 할 때, 인자  ,  , 
는 각각   ,   ,   을 만족

하는 점이다.
Table 11은 앞에서 구한 의미분별척도법(SDM)의 

평가값에 언어변수인 조용함, 날카로움, 부드러움의 

Table 11 Fuzzy value changed of SDM value

Dividing

Sound

Fuzziness of SDM value
Degree 
of quite

Degree 
of sharp Degree of soft

SDM 
value

Fuzzin-
ess

SDM
value

SDM 
value

Fuzzin-
ess

SDM  
value

SDM 
value

Fuzzin-
ess

SDM
value

Orignal sound 3.42 0.4886 3.68 0.5257 3.06 0.4371 
Sound A 4.58 0.6543 6.61 0.9443 2.87 0.4100 
Sound B 5.90 0.8429 6.03 0.8614 6.74 0.9629 
Sound C 6.03 0.8614 5.06 0.7229 6.71 0.9586 
Sound D 6.65 0.9500 2.48 0.3543 6.03 0.8614 
Sound E 6.58 0.9400 1.35 0.1929 5.87 0.8386 
Sound F 2.39 0.3414 3.65 0.5214 3.13 0.4471 
Sound G 4.65 0.6643 3.65 0.5214 3.48 0.4971 
Sound H 1.16 0.1657 3.77 0.5386 3.06 0.4371 
Sound I 5.65 0.8071 3.77 0.5386 2.94 0.4200 
Sound J 1.42 0.2029 5.61 0.8014 1.32 0.1886 
Sound K 5.03 0.7186 2.10 0.3000 4.74 0.6771 
Sound L 2.48 0.3543 2.13 0.3043 3.97 0.5671 
Sound M 3.94 0.5629 5.97 0.8529 2.23 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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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퍼지집합인 S형 멤버쉽 함수를 사용하여 퍼

지값(fuzzy value)으로 나타낸 표이다.

(3) Max(Min(a,b))값의 추론

Zadeh의 추론 규칙을 적용하여 Max(Min(a,b))값을 

구할 수 있는 퍼지 추론(fuzzy inference)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Matlab프로그램이 사

용되었다. Table 12는 퍼지추론 프로그램으로 예측되

어진 sound별 퍼지값(fuzzy value) 표이다.
Table 13은 각 sound별 퍼지값과 평가 순위를 나

타낸 것이다. 퍼지집합을 이용한 퍼지값의 평가치는 

Table 13 Comparison of fuzzy value
Fuzzy value Evaluation ranking

Orignal sound 0.5257 ⑬

Sound A 0.9443 ④

Sound B 0.9629 ①

Sound C 0.9586 ②

Sound D 0.9500 ③

Sound E 0.9400 ⑤

Sound F 0.5214 ⑭

Sound G 0.6643 ⑩

Sound H 0.5386 ⑫

Sound I 0.8071 ⑦

Sound J 0.8014 ⑧

Sound K 0.7186 ⑨

Sound L 0.5671 ⑪

Sound M 0.8529 ⑥

Fig. 12 Sound quality index of predicted SDM, LAR 
and fuzzy

sound B가 가장 최적의 배기계 소음으로 평가 되

었으며, sound A, sound B, sound C, sound D, 
sound E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기계 소음에 

대한 청취자의 선호도는 주파수에 아주 민감함을 

나타낸다.

3.2 음질지수의 평가분석
Fig. 12는 음질지수(sound quality index)에 대한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의미분별척도법(SDM), 선형회귀분석(LAR) 및 퍼

지(fuzzy)로 예측된 값 중 음질지수가 가장 높은 변

조음은 sound B이며, SDM 및 LAR방법의 음질지

수보다 퍼지를 이용한 음질지수가 높이 나타났다. 
또, 퍼지 음질지수를 보면 sound A, sound B, 
sound C, sound D, sound E의 음질그룹이 대체적

으로 지수가 높다. 이것은 청취자의 선호도가 음의 

크기보다는 주파수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존의 SDM법이나 LAR방법은 어떤 부류

의 sound를 청취자가 선호하는지를 뚜렷하게 구별

할 수 없는데 반해, 퍼지(fuzzy)를 이용한 음질 예

측 지수는 sound별로 음질그룹을 정확히 구별해 내

는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선호하는 음을 잘 구

별 할 수가 있었다.

4. 실제 차량의 배기계 소음 음질특성분석  

음질평가를 위해 실제 차량 7대의 배기계 소음 

을 사용하였으며, 리카르도(Ricardo)사에서 측정된 

7대의 차량의 배기계 소음신호는 Table 14, Fig. 13
과 같다.

Table 14 Specification of the test cars
Type Model of car Displacement Class

Sound A Honda_S2000 2.0G Mini_Ben

Sound B AUDI_A2G 2.0G Mini_Ben

Sound C BMW_B530 3.0G Midium

Sound D BMW_745 5.0G Full_size

Sound E MERCEDES_
V220 2.2X Midium_Ben

Sound F MERCEDES_
E240 2.4G Midium

Sound G MERCEDES_
E320 3.2G Full_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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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uffler sound signals of seven different cars

Fig. 14 Sound quality index of predicted SDM, LAR 
and fuzzy

Fig. 13의 실제 차량에 대한 배기계 소음도 앞에

서 했던 실험방식 그대로 적용 실시하였고, 중간과

정의 설명은 생략하고 마지막 음질지수의 비교 결

과만 언급하고자 한다. Fig. 14는 음질지수(sound 
quality index)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의미분별척도법(SDM), 선형회귀분석(LAR) 및 퍼

지(fuzzy)로 예측된 값 중 음질지수가 가장 높은 차

량은 sound G(MERCEDES_E320)이며, 선호도가 

가장 좋은 차량이다. SDM 및 LAR방법의 음질지

수보다 퍼지를 이용한 음질지수가 높이 나타나 신

뢰성를 높여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SDM 및 LAR방법의 음질지수는 선호도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지만 퍼지(fuzzy)로 예측된 음질지수는 

선호도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sound A, 
sound B, sound D, sound F, sound G의 선호도는 

높게 나왔으며 sound C, sound E는 선호도가 낮게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승용차의 배기소음을 객관적 분석방법으로 고려

해 보았을 때, 라우드니스, 샤프니스, 러프니스 값으

로는 어떤 승용차의 배기소음이 더 크고, 날카롭고, 
거친지에 대해서 정도의 값으로 알 수는 있지만, 실

제로 승용차에 대한 배기소음에 대해 느끼는 정도

가 어떠할지는 애매함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 머플러 음질평가에 대하여 주관

적 분석방법인 청음실험(jury test)을 실시하고, 통계

학적으로 선호도를 알아보았으며, 청취자의 선호도

의 애매함을 밝히기 위해 퍼지(fuzzy)를 도입하여 

선호도의 객관화를 꽤하여 봄으로서 자동차 배기소

음의 음질을 밝혀 보았다. 
또한 퍼지방법을 이용함으로서 청취자의 주관적 

음질 판단에 대한 애매함을 줄여 음질(sound quality)
평가에 대한 정밀도(accuracy)를 높일 수 있었고 7
대의 실제 차량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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