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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에 사용

되는 표준충격원에 대한 주관반응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

으며, 실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원에 대한 

반응과의 비교를 통해 표준충격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대상 충격원은 표준 경량 충격원인 태핑머

신(Tapping Machine)과 표준 중량 충격원인 타이어, 그리

고 타이어와 함께 선행연구를 통해 거론이 되고 있는 볼

(Ball)이며, 실제 충격원은 기존 연구를 통해 조사된 9가지

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현장(G, L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동주택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전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

는 청력에 이상이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었으며, G 현

장은 10명, L 현장은 11명이었다. 피험자는 거실에 앉아 

윗층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듣고, 7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된 응답지에 소리의 크기(Loudness, 1 : 전

혀 들리지 않음, 7 : 매우 크게 들림)와 신경쓰임

(Annoyance, 1 : 전혀 신경쓰이지 않음, 7 : 매우 신경쓰

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대상 건물

     대상 현장 내 각각 2개의 다른 평면으로 구성된 세대

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이 실시된 G, L 현장 

중 각각 한 세대의 평면도 및 단면도는 Fig. 1 및 Fig. 2와 

같다. G 아파트의 거실면적은 각각 66.1 m2와 59.7m2이

며, L 아파트의 거실면적은 각각 22.5 m2와 22.8m2이다. 

 

거실/침실 침실1

주방/식당 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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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 apt.           b. L apt.

Fig. 1. Floor plan

THK20 비드법보온판(2호)

THK50 경량기포콘크리트

THK40 시멘트몰탈

콘크리트스라브

지정마루판(10mm 이내)

 

  a. G apt.           b. L apt

Fig. 2. Section of slab

2.2 주관평가를 위한 실험 음원

  (1) 실험 음원

     표준충격음원과의 유사성 비교를 위해 실제 거주공간

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종류를 문헌과 관찰을 통해 조사하

였다. 상부에서 낙하하여 충격음을 발생하는 실제음원의 경

우 낙하 높이를 각각 20cm, 40cm, 60cm, 80cm, 100cm

로 하였으며, 점프의 경우 실제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20cm, 40cm,로 하였다. 태핑머신과 걷기, 어린이 달리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가 없이 한 종류의 음원만을 대상으

로 하였고, 뱅머신과 임팩트볼은 각각 85cm, 100cm로 낙

하시켰다. 현장 측정은 배경소음이 낮은 야간에 실시하였으

며, 상부층 거실의 중앙에서 가진하여 KS F2810에따라 하

부층의 5지점에서 Microphone을 이용하여 음원을 녹음, 

측정하였다. 실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음원마다 

각각 3회 이상씩 낙하시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소리는 다수

의 반복측정을 실시하여 많은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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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pact sources and physical properties

No Impact source Height Weight

Living 
Floor 
Impact 
Sound

1 Dry cell
20, 40, 60, 

80, 100 cm

23.8 g

2 Baseball 132.1 g

3 Golf ball 45.85 g

4 Child running 10 yrs. 31 kg

5 Child running
in place 10 yrs. 31 kg

6 Adult walking
(male) 30 yrs. 68 kg

7 Adult walking
(female) 32 yrs. 52 kg

8 Child jumping
20, 40 cm

31 kg

9 Adult jumping 68 kg

Standard 
Floor 
Impact 
Sound

10 Tapping
Machine - -

11 Bang Machine 85 cm -

12 Ball 100 cm -

  (2) 물리적 특성

     Fig. 3은 다양한 충격원들에 대한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은 역A값, L지수 및 산술평균값을, 가로축은 

충격원을 나타내고 있다. Tapping Machine은 ‘TM’, Dry 

Cell 높이 20 cm는 ‘D20’로 나타내 음원과 높이를 표현한 

것이다. 

 

a. Lightweight impact sources

b. Heavyweight impact sources

Fig. 3. Performance by impact sources

3. 주관평가 결과 분석

      Fig. 4는 주관반응 평가값을 나타낸 것으로 표준 충

격원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주관반응값을 나타내고 

있다. 골프공과 야구공, 태핑머신의 경우 신경쓰임

(Annoyance) 정도가 크기(Loudness)보다 더 높거나 비슷

한 값을 나타냈다. 표준 중량 충격원인 타이어의 평가값이 

성인남자 점프와 어린이 달리기를 제외한 다른 실충격원들

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볼은 어린이 제자리 달리기와 여

성점프 20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 충격원은 보행

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으며, 성인 남자 점프는 타이어보다 

Loudness가 더 높게 평가 되었지만 Annoyance는 비슷하

게 평가되었다. 점프에 의한 Loudness와 Annoyance가 표

준충격원과 가장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a. Lightweight impact source

b. Heavyweight impact source

Fig. 4. Loudness and Annoyance evaluation

4. 결  론

      (1) 표준 경량 충격원의 Loudness와 Annoyance는 

실의 면적과 상관없이 실제 충격원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 되었다. 음레벨이 태핑머신보다 더 크게 측정된 실제 

음원에 비해서도 더 높은 주관반응값을 나타내었다. 

     (2) 표준 중량 충격원은 성인 남자점프와 어린이 달

리기를 제외한 다른 실제 충격원에 비해 높은 주관반응값

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Loudness보다 Annoyance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충격원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

과가 보이지 않아 통계적인 방법 등에 의한 유사성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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