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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생태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생활환경에

도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여름철 도심

지역의 밤은 사상 최대일수의 열대야 발생과 더불어 매

미들의 야간 울음소리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밤잠 설치

는 날이 많았었다. 과거 국내에 서식하는 매미는 대부분 

참매미였으나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자 제

주도에만 일부 서식했던 남방계열의 매미종인 말매미가 

국내 수도권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그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고, 도심지역의 옥외 조명시설의 밝은 

불빛으로 야간에도 매미가 울어대면서 소음을 발생했기 

때문이다. 말매미는 현재 국내 서식하는 매미종 중 가장 

몸집이 크고 울음소리가 큰 종으로 도심지에서는 조류

외에 천적이 없어 그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는 실정이다. 

도심지역에서의 매미 개체수 증가는 생활환경에서 매미

소음 증가와 직결되며 최근에는 ‘매미젤라’ 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소음문제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야간에 가로등과 같은 인공 조명시설의 불빛 

영향으로 야간에도 울어대는 매미 소리는 불쾌감, 불면

증, 수험행 학습방해 등을 일으키는데 이는 더 이상 매

미 울음소리가 자연의 소리가 아닌 새로운 생활소음원

으로 부각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역에서의 매미 소음 크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음질 

특성이 어떠한지 분석하여 매미소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매미 울음소리의 측정

매미 울음소리의 측정은 Head acoustics社의 Artificial 

Head 장비를 이용하여 아래의 Fig 1과 같이 도심지 주

거지역을 중심으로 측정했다. 

Fig 1. The measurement of the cicada sound.

매미 울음소리 측정 시 측정지점이 야외라는 점을 고려

하여 측정환경조건을 자유음장(Free Field)으로 하고, 

순간 최대 매미 울음소리 크기(95dB)를 고려하여 최대

신호진폭(Dynamic range)을 104dB로 했으며, 측정지

점은 주변에 반사체와 같은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선정

했다. 

2.2 매미종에 따른 울음소리의 음질 값

매미 울음소리는 말매미, 참매미, 쓰름매미 각각에 대해 

8 지점씩 측정했으며, 음질 값 계산은 소음진동분석 상

용프로그램인 CADA-X의 Test monitor를 이용하여 소

리의 라우드니스(주관적크기), 샤프니스(날카로움), 러프

니스(거칠기), 변동강도(변동성)를 분석했다. 매미울음소

리에 대한 음질분석 결과, 말매미는 라우드니스가 

24.83sone로 가장 크고, 샤프니스도 3.37acum으로 가

장 크며, 러프니스도0.080 asper로 가장 크게 나타나 

말매미 울음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가장 날카롭고 거칠

어 같은 크기의 매미소리라 하더라도 다른 종보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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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리임을 확인했다. 한편, 

변동강도(Fluction strength)는 참매미가 0.52 vacil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매미가 울때 매-앰 매-앰 

울면서 주기적으로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Table 1은 말매미, 참매미, 쓰름매미 

울음소리의 음질 값을 나타낸다.

Table 1. The sound quality of the 3 kinds of 
cicada sound.

Kinds of 
icada dBA Loudness

(sone)
Sharpness
(acum)

Roughness
(asper)

Fluction 
Strength
(vacil)

Korean 
Blockish 
Cicada

73.0 24.83 3.37 0.080 0.12

Robust 
Cicada 66.8 21.68 2.37 0.074 0.52

Meimuna 
Mongolica 66.9 21.33 2.81 0.062 0.34

2.3 매미 울음소리의 주파수 분석

말매미, 참매미, 쓰름매미 울음소리의 주파수 분석 결과 

말매미는 Fig 2-(a)와 같이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

역에 큰 소음성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매미

는 고주파 영역의 소음성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쓰름매미는 전체적으로 고루 소음성분이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음질분석 결과 말매미가 샤프니스가

장 크고 다음 쓰름매미, 참매미 순으로 높게 나온 결과

와도 일치한다.

(a) Korean blockish cicada

(b) Robust cicada

(c) Meimuna mongolica

Fig 2. The frequency analysis of the 3 kinds of 

cicada sound.

2.4 매미 울음소리의 시간-주파수 분석 

아래의 Fig 3은 말매미, 참매미, 쓰름매미 울음소리의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한 시간-

주파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말매미와 쓰름매미 소리

는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참매미 소리는 시간에 따라 저주파 소음과 고주

파 소음의 강도가 번갈아 가면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참매미의 음질 분석 시 변동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a) Korean blockish cicada

(b) Robust cicada

(c) Meimuna mongolica

Fig 3. The time-frequency analysis of the 3 kinds 

of cicada sound.

3. 결  론

도심지 주거지역 16개 지점에 대한 매미소음을 측정한 

결과 말매미, 쓰름매미, 참매미 순으로 소음도(dBA)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매미는 라우드니스, 샤프니스, 

러프니스가 가장 크게 나타나 소리가 가장 크기도 하지

만 날카로우며 거칠어 사람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는 소

리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들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음질 특성 분석 결과는 추후 매미 소음이 사람에게 주

는 불쾌감 또는 짜증도 규명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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