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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탠딩벨(standing bell, 직립하는 종)은 앉은 종

(resting bell)이라고도 하며 아랫부분은 지탱하는 부

분이고 윗부분은 테두리로 되어 있는 형태이다(wiki-
pedia). 이러한 종은 크기가 다양하며 명상과 종교 목

적뿐만 아니라 음악 제작과 개인적인 놀이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싱잉볼(singing 
bowl, 명상 주발)은 스탠딩벨의 형태이며 명상을 위한 

도구이다.
명상의 관점에서 이 벨은 티벳 명상 주발(Tibetan 

singing bowl)이라고도 하는데 ‘깊은 명상 상태로 유

도하여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사운드 마사지 

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발을 막대로 문지르거나 

두들기면 신비로운 공명과 강한 파동이 발생한다. 도
구를 막대로 문지르거나 두드리면 신비로운 소리가 발

생하게 되는데 이는 도구의 고유진동수에 의해 발생된

다. 이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잡념을 떨치게 한다고 

알려지는데 그 소리가 갖는 의미와 명상의 효과에 관한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Goldsby(1)는 싱잉볼을 사용한 명상의 효과로서 싱잉

볼 명상 전후 심리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명

상의 효과로서 분위기, 긴장감 및 심리적 평안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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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nging bowl, also called Tibetan meditation bowl, is a tool used for meditation. It produces 
a unique sound when rubbed that is believed to promote a state of mental calm. Currently, there is 
no research about how this type of sound actually affects people’s minds. This study was, therefore, 
initia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nd of the singing bowl and its commonly held 
beneficial effect, starting with an investigation into the subjective meaning of the singing bowl to 
users. An evaluation was carried out to better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the sound of the singing 
bowl using Korean adjectives, and the meaning structure was analyzed using a factor analysis.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as significant to users: a sense of calm, a sense of mystery, and a sense of 
reverence. These three factors appear vital to the meditative effect of listening to the singing bowl 
sound.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 and the con-
tribution of each factor to the total effect. However, this novel study lay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deep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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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Humphries(2)는 그의 논문

에서 티벨 명상 주발의 현대적 사용예로서 치유하는 소

리의 다양한 사용방법을 다루고 있다. Landry(3)도 싱잉

볼이 명상 수행에 미치는 심리적 및 물리적인 효과에 대

하여 다루고 있으나 혈압, 심장박동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이완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 외 몇 가지 연구들은(4,5) 
싱잉볼이 갖는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싱잉볼 소리가 갖는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싱잉볼 소리의 평가에 적합한 한국어 형

용사를 찾아낸 후 청취시험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자 한다.

2. 실험계획

이 연구를 위해 싱잉볼 소리의 물리지수 측정과 주관

반응 평가를 진행하였다. 물리지수 측정은 음압레벨을 

비롯하여, 주파수 특성, 음질지수(sound quality index)
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관반응 평가는 한국어 형용사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싱잉볼 

소리의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3. 물리지수 측정

3.1 싱잉볼 소리의 재생 및 측정 환경

소리의 물리지수는 소리가 갖는 특성에 따라 측정 

및 분석을 하게 된다. 싱잉볼 소리는 명상을 위한 도구

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

한 값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싱잉볼 소리가 실

내에서 들리게 될 때 소리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음질 특성을 나타내는 음

질지수를 분석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음원의 주파수 특

성을 단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G(spectrum gravity 
center)값을 사용하였다.

싱잉볼은 재질과 형태, 크기가 다양하다. 이 연구에

서 사용된 싱잉볼은 웹상에서 제공된 영상 및 소리자

료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싱잉볼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재질은 크리스탈이며, 도구를 사용하여 볼의 모

서리 부분을 문지를 때 발생하는 3개의 서로 다른 높

이의 소리를 선정하였다.
Fig. 1은 싱잉볼 소리의 측정실 및 측정 위치를 나타

낸다. 측정은 광주 소재 S 대학교 본부동 강의실 601호

에서 실시되었다. 강의실 내부 벽면은 콘크리트 위 페

인트 마감이며, 바닥은 PVC 타일로 반사면이며, 천장

은 흡음텍스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및 Fig. 3은 각각 

빈 강의실에서 측정한 시간별 음압레벨 및 잔향시간 특

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간주파수 대역(250 Hz, 500 Hz, 
1 kHz, 2 kHz)에서 평균 0.85초로 나타났다. 측정위치

는 실내 균등하게 5곳을 선택하였으며, 각 위치에서의 

Bowl type Picture

Type 1

Type 2

Type 3

Table 1 Picture of sound producing by rubbing bowl 
(https://www.youtube.com/watch?v=oCPoG3
EGwVw)

Fig. 1 Lecture room and measuring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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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산술평균하였다. 측정기기는 smart noise monitor 
DUO(01 dB)를 사용하였으며, 라우드스피커를 통한 음

원 재생시간 동안 측정을 실시하였다.

3.2 싱잉볼 소리의 주파수 특성

측정위치 5개소에서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그림은 세 종류의 싱잉볼이 재생되는 동

안 측정되었으며, 배경소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Type 1 및 Type 2 음원은 315 Hz에서 각각 65.6 dB, 
69.2 dB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Type 3 음원은 

약간 높은 400 Hz에서 가장 높은 64.7 dB을 보이고 있

다. 이는 Inácio 등의 연구(4)에서 측정된 2번 볼(무게 

563 g, 지름 152 mm)의 고유진동수와 근접한 특성으로 

보인다. 등가소음레벨(Leq)로 비교하면 Type 2의 크기

가 가장 크며, Type 1이 가장 작다.
Fig. 5는 G값1)을 비교한 것으로, 음원의 종류에 따

Fig. 2 SPL by time at measurement position 2 with the 
sound of Type 2

Fig. 3 Reverberation time averaged at lecture room

Fig. 4 Spectrum of three types of singing bowl by Leq

Fig. 5 G-value representing spectrum gravity by singing 
bowl types

1) Manon(2003)이 제시한 스펙트럼 중력중심(G)값으로서 




















×





로 정의되며, 여기에서, Li값

은 Manon의 논문과는 달리 측정주파수 대역인 50 Hz에서 50 kHz까지의 1/3 옥타브 밴드폭(Bi)에서
의 레벨(dB)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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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파수 중심값을 나타내며 3번 음원의 값이 1번, 
2번 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파수 성

분이 Fig. 3에 나타난 공진주파수를 반영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3.3 음질지수(sound quality index)

음질지수는 음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서 소음과 

같이 소리의 크기 위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소리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지수이다. 음질지수

는 자동차 및 기계의 소리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도시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음에도 적용되어진다(8).
Table 2는 음원의 세 종류에 대한 음질지수값을 측

정한 결과이다. Loudness(9)는 Fig.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Type 2가 가장 크

고, Type 1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Sharpness(10)는 소리

의 날카로움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G값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Type 3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Type 2, 

Type 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음의 변동 강도를 나타내는 fluctuation strength 

(F. S)(11) 값은 2번, 3번 음원에 비해 1번 음원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Tonality 및 roughness(12) 값은 음원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반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복
합지수인 unbiased annoyance(U. A)(9)값은 F. S값과 유

사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4. 어휘의 유형화 및 요인분석

4.1 개요

싱잉볼 소리의 의미구조 분석 방법으로 소리를 평

가하는 한국어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

광용(7)이 발표한 소리 표현 형용사 361개를 기본 형용

사로 사용하였다. 정광용은 361개의 형용사를 사용하

여 소음만을 대상으로 형용사의 개수를 축소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싱잉볼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로 한정하여 개수를 축소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361개의 형용사를 100개로 압축하였으며, 100개의 형

용사는 다시 16개의 형용사로 축소되어 소리의 주관반

응 평가에 사용되었다. Table 3은 설문조사에 관한 세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청

력에 이상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원은 

볼을 문지를 때 발생하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싱잉볼

Sound 
quality 
index*

Unit
Singing bowl

Type 1 Type 2 Type 3 

Loudness sone 6.29 8.86 7.43 

Sharpness acum 0.42 0.51 0.58 

Fluctuation 
strength vacil 0.08 1.08 0.99 

Tonality tu 0.42 0.55 0.44 

Roughness asper 12.19 11.74 12.02 

Unbiased 
annoyance au 12.47 26.44 21.40 

* 음질지수 설명(파라미터는 DUO(01 dB)에서 측정한 후 
dBtrait32에서 산출한 값임)
- Loudness: 음에너지의 척도로서 사람 귀에 의해 감지되는 
소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

- Sharpness: 소리의 날카로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 Fluctuation strength: Roughness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
만 20 Hz까지 음의 완만한 진폭변조(slower amplitude 
modulation)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나타내는 지수

- Tonality: 음의 전체레벨과 각 주파수성분의 레벨을 비교
하여 음의 스펙트럼에서 음조 요소를 정량화하는 지수

- Roughness: 20 Hz ~ 300 Hz의 범위인 중간주파수 대역
에서의 급격한 진폭변조(rapid amplitude modulation)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나타내는 지수, 주로 엔진이나 기계음
의 거칠기 정도(harshness)를 평가함

- U. A.: Unbiased Annoyance, 소음이 얼마나 불쾌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Zwicker loudness, fluctuation strength, 
sharpness의 가중된 합으로 표현됨

Table 2 Sound quality index by singing bowl types

Stage Purpose and subjects Questionnaire 
contents

Survey 
period

1st

- To get adjectives 
expressing singing bowl 
(frequency)

- University student 64 
person (male 38, female 
26) with average 21 years 
old

1. 361 adjectives
2. Department, 

age, gender
3. Proper 

adjectives

10.31
 ~

11.1.
(2017)

2nd

- To get adjectives 
expressing singing bowl 
(frequency)

- Meditation class student 
11 person (male 2, female 
9) with average 55 years 
old

1. 100 adjectives: 
from the result 
of 1st survey

2. Occupation, 
age, gender

3. Proper 
adjectives 

11.7
(2017)

3rd

- To evaluate of singing 
bowl sound (Likert scale)

- University student 63 
person (male 40, female 
23) with average 21 years 
old with meditation

1. 16 adjectives
2. Evaluation for 

the singing 
bowl sounds

11.14
 ~ 

11.16
(2017)

Table 3 Detail of questionnaire for eac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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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를 사용하였다. 음원의 제시 방법은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스피커(loudspeaker, creative inspire 
12)를 통해 재생시켰다. 1차, 2차 설문조사에서는 세 

종류의 싱잉볼 소리를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

적으로 재생하였으며, 3차 설문조사에서는 각각의 종

류에 대한 소리(각각 20초씩 교대로 재생)를 들으면서 

명상을 진행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2 1차 설문조사 결과

사용된 361개의 형용사 중 빈도수가 높은 100개를 

선정하였다. 선택된 형용사의 최대 빈도수는 32회, 최
소 빈도수는 9회이다(Table 4 참조).

4.3 2차 설문조사 결과

1차 조사를 통해 도출된 100개의 형용사를 사용하

여 명상수련을 공부하는 보다 전문화된 그룹을 통해 2
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4에는 2차 조사결과 형

용사의 선택된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1차 조사결과에

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형용사가 선택

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1차 조사

시 음원이 가지는 의미성보다는 소리 자체의 특성에 집
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4 3차 설문조사 결과

2차 조사를 통해 빈도수가 높은 상위 16개를 최종 

형용사로 결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형용사를 사용하여 

Table 5와 같이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를 구성하였

으며, 싱잉볼 소리의 의미구조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형용사별 평균득점은 Table 6과 같

이 나타났다. 울려퍼지다가 3.54로 가장 높은 득점을 

보이며, 미묘하다, 고요하다, 경건하다, 은은하다, 잔

잔하다, 그윽하다의 순으로 높은 득점을 보이고 있다.

4.5 요인분석을 통한 의미구조 분석

3차 조사를 통해 빈도수가 높은 상위 16개 형용사

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주성분분석 방식과 사각회

Adjective
Frequency

Adjective
Frequency

Adjective
Frequency

Adjective
Frequency

1st 2nd 1st 2nd 1st 2nd 1st 2nd

(간담이)서늘하다

가냘프다

가늘다

가라앉다

가엾다

간결하다

간지럽다

감정이 없다

갑갑하다

강렬하다

강압적이다

거북하다

거슬리다

건조하다

경건하다

고독하다

고상하다

고요하다

공허하다

괴롭다

구슬프다

규칙적이다

균일하다

균형있다

그윽하다

25
14
22
12
12
10
22
17
16
11
10
12
30
14
17
21
11
18
20
14
22
15
16
10
20

0
1
0
0
0
0
0
0
1
4
2
2
1
0
3
1
1
3
0
0
1
0
0
1
5

기괴하다

기묘하다

기운없다

긴장되다

깊이있다

꺼림직하다

끊임없다

나쁘다

날카롭다

낯설다

느리다

단순하다

단조롭다

답답하다

독특하다

돋보이다

듣기싫다

따갑다

또렷하다

리듬있다

맑다

매끄럽다

매섭다

메스껍다

모호하다

21
32
20
13
19
25
12
9
15
13
16
12
14
13
10
9
32
10
9
9
13
9
10
10
14

1
2
0
1
4
1
1
0
1
0
0
0
0
1
3
0
2
1
0
1
3
0
0
1
2

무겁다

무미건조하다

무섭다

미묘하다

방해되다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빈약하다

삭막하다

서글프다

섬뜩하다

섬찟하다

성가시다

소름끼치다

숙연하다

숨막히다

시끄럽다

신경쓰이다

신비롭다

싫다

심오하다

쓸쓸하다

암울하다

11
13
10
19
14
12
9
9

14
9

16
20
21
10
13
16
19
13
11
19
14
19
22
12
22

2
0
1
4
2
3
0
0
1
0
0
2
0
0
1
0
4
2
2
1
5
1
3
0
0

애달프다

애매하다

애잔하다

애처롭다

어둡다

언짢다

엄숙하다

외롭다

울려퍼지다

울적하다

은은하다

음울하다

음침하다

잔잔하다

재미없다

정숙하다

지루하다

짜증스럽다

차분하다

침울하다

특이하다

피곤하다

흐리다

희미하다

힘없다(힘이없다)

11
12
12
12
17
12
12
11
25
10
15
17
22
15
17
10
14
12
13
20
10
11
12
15
23

1
0
2
1
0
1
1
0
6
1
4
2
0
3
0
1
0
1
4
0
1
0
0
0
0

Table 4 Frequencies through two surveys of vocabularies proper for the evaluation of singing bowl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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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적합성 

지수는 0.824였고 Bartlett 검증결과는 χ2 = 1037.39, 
df = 120, p < .001 드러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행렬임

이 판명되었다. 고유치(eigen value) 1이상 요인이 3개

로 드러나 3요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요인에는 

‘잔잔하다’, ‘차분하다’, ‘고요하다’, ‘은은하다’, ‘숙연

하다’, ‘맑다’ ‘강렬하다’ ‘미묘하다’ 등이 묶였다. 그
러나 강렬하다와 미묘하다는 요인2에도 높은 부하량

을 보여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요인1과 요인2 모두

에서 제거하였다. 따라서 요인1은 ‘잔잔하다’, ‘차분하

다’, ‘고요하다’, ‘은은하다’, ‘숙연하다’, ‘맑다’와 같은 

문항들이 묶여 ‘차분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독

특하다, 신비롭다, 심오하다, 울려퍼지다 등이 묶여 ‘신
비로움’으로, 요인 3은 경건하다, 깊이있다. 그윽하다, 
불안정하다(-) 등이 묶여 ‘경건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도출된 1요인의 ‘차분함’은 

Goldsby(1)의 연구에서 명상의 효과로 나타난 긴장완

화(tension) 및 심리적 평온함(well-being)과 관련된 요

인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비로움’ 및 

‘경건함’의 요인도 명상의 효과 중 믿음(faith) 및 영성

(spirituality)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또한 Humphries(2)의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싱잉볼의 기원이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했다

는 것과, 싱잉볼 소리가 치료와 영적인 목적이었다는 사

실에 근접한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4.6 요인과 물리지수의 상관관계 분석

앞에서 세 요인으로 분류된 요인내 각 형용사의 득점

값과 물리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8
은 형용사 득점값과 물리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
으로 1요인으로 분류된 ‘차분함’ 요인은 변동 강도

(fluctuation strength)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2요인인 ‘신비로움’ 요인은 sharpness와 그리고 3요인

Extremely                     Not at all

Adjective 5      4      3      2      1

Table 5 Likert scale for the evaluation of singing bowl 
sound (3rd survey)

Adjective Average score S.D.

 강렬하다

 경건하다

 고요하다

 그윽하다

 깊이있다

 독특하다

 맑다

 미묘하다

 불안정하다

 숙연하다

 신비롭다

 심오하다

 울려퍼지다

 은은하다

 잔잔하다

 차분하다

2.44 
3.05 
3.09 
3.00 
2.99 
2.64 
2.67 
3.14 
2.71 
2.99 
2.67 
2.94 
3.54 
3.04 
3.04 
2.87 

1.19 
1.22 
1.25 
1.14 
1.11 
1.19 
1.11 
1.04 
1.12 
1.06 
1.10 
1.14 
1.13 
1.10 
1.12 
1.19 

Table 6 Average scoring by adjectives

 Adjective
Factor

Naming
1 2 3

잔잔하다 0.829 -0.060 0.056

차분함

차분하다 0.762 -0.056 0.277

고요하다 0.747 -0.003 0.361

은은하다 0.744 -0.035 0.113

숙연하다 0.604 0.130 0.316

맑다 0.582 0.189 0.213

강렬하다 -0.523 0.504 -0.093

신비로움

미묘하다 449 409 -0.280

독특하다 -0.164 0.758 0.036

신비롭다 0.271 0.736 0.096

심오하다 0.170 0.633 -0.024

울려퍼지다 -0.079 0.531 0.122

깊이있음

경건하다 0.344 0.077 0.687

깊이있다 0.041 0.387 0.669

그윽하다 0.484 0.105 0.624

불안정하다 -0.190 0.262 -0.500

Eignevalues 4.926 2.506 1.209

% of 
Variance 30.786 15.665 7.558

Cumulative 
% 30.786 46.451 54.009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82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037.39

df 120

Sig. 0.00

Table 7 Result b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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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건함’ 요인은 tonality 및 roughness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차분함’의 요인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와 ‘신비로움’과 관련된 요인은 

공진주파수와 그리고 ‘경건함’의 요인은 소리의 음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음원의 

개수가 3개이며, 그에 따른 음의 물리지수값의 다양성

이 부족하여 그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
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싱잉볼의 소리에 대한 청취실험 및 형용

사를 사용한 주관반응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싱잉볼 소

리가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용사 어휘는 싱잉볼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16개로 축소되었으며,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는 설

문항목으로 사용되었다. 
(2) 싱잉볼 소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요인분석 하였

으며 세 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요

인은 차분함의 요인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신비로움, 

세 번째 요인은 경건함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싱잉

볼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할 때 명상의 효과를 주는 

것은 이들 세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각 요인을 이루는 형용사 득점값과 물리지수값

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높
고 낮은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단언적으로 관련성을 평

가하기에는 음원의 사례수와 그에 따른 물리지수값의 

다양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연구에 지속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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