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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최근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의 여가와 편

의를 위한 운동시설이나 각종 복지시설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시설들은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대와 같

은 건물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정숙

한 환경을 요구하는 주거공간에서 실내골프연습장

과 같은 운동시설은 다른 층에 위치한 세대 내로 

골프공 타격소음과 같은 단발성 충격소음이 유입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내∙외 골프연습장의 타격소

음이 세대로 유입되는 정도는 공동주택 실내 소음 

기준인 45 dB(A) 이하로 측정되지만, 정숙한 밤 시

간대의 세대 배경소음은 약 25 dB(A)이하이므로 수

면이나 휴식 시 재실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부에 세대가 위치한 공동

주택 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 타격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유입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소음전달

매체(Sound Bridge)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타격소음 및 진동가속도 측정 

2.1 측정방법 

(1)타격소음 및 세대 유입소음 측정 

 실내골프연습장 타석에서 일반적인 티타늄 합금의 

1번 드라이버(우드)로 커튼막을 향해 풀스윙 타격하

였고, 이때 발생하는 골프공과 골프채의 충돌음을 

티업과 1.5m 떨어진 지점에서 4-ch Pulse Analyzer 
10.0(B&K)으로 음압레벨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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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내골프연습장의 상부층에 위치한 세대에서 골

프공 타격음이 세대 내로 유입되는 크기를 측정하

였다. 

(2)층간 차음성능 측정 

세대 내로 유입되는 소음의 경로는 크게 공기 전

달음과 건축 구조물 진동에 의한 고체 전달음으로 

나뉠 수 있다. 두 가지 소음전달 경로가 세대 내로 

유입되는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무지향성스피커를 이용 

Pink Noise를 발생시키고, 상부 세대에서 수음하여 

층간 차음성능을 측정하였다. 

(3)골프공 타격에 의한 진동가속도 측정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을 타격할 경우 발생하

는 음압과 공의 운동에 의해 주변 사물은 진동하게 

된다. 이러한 진동이 세대 내로 유입되는 정도를 타

석 및 세대에서의 진동가속도와 음압레벨을 측정하

여 비교하였다. 진동측정 및 분석은 Piezoelectric 
Accelerometer 센서와 Pulse Analyzer 10.0(B&K)를 사

용하였다. 

 
Fig 1 Measuring method 

2.2 측정결과 

(1)타격소음 및 세대 유입소음 측정결과 

실내골프연습장 타석에서 1번 드라이브로 골프공

을 타격할 때 발생하는 음압레벨을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이 overall 100.4 dB(A)max가 측정되었으며, 

상부 세대 내 안방(타석 상부)에서 측정한 결과는 

overall 30.2 dB(A)max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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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L in indoor golf facility and room(L) 

Sound reduction index of airborne noise(R) 

 
(2)층간 차음성능 측정결과 

 층간 차음성능은 KS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

지 않지만 상부 세대로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의 크

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KS F 2808 : 2011에 의해 측정

하였고, KS F 2862 : 2002에 따라 단일수치 평가량을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 Rw+C 값은 70으로 평가되었

고, 세대 내부에서 측정되는 음압레벨 값은 22.1 
dB(A)로 세대 내 암소음과 큰 차이가 없었다. 

(3)진동가속도 측정결과 

 실내골프연습장의 그물봉과 타석 옆 벽체, 그리고 

Tee가 놓이는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

였다. 측정 주파수대역은 1~100 Hz이며, 가속도응답

을 RMS평균값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Vibration acceleration at driver tee-shot 

Measuring point Vibration acceleration (m/s2) 

Ambient vibration 0.0266 

Net frame 0.2798 

The wall next to  0.2153 

Tee-floor 0.8082 

 소음과 물리적인 운동체의 충돌은 주변 구조물에 

발생되는 진동 가속도는 발생 공간에서 다른 공간

으로 전달되게 된다(2). 골프공 타격으로 인해 발생되

는 진동이 세대 내에서 고체 방사음으로 전달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구조체 

별로 진동을 가진시키고, 상부 세대 바닥에서 진동

가속도응답과 음압레벨을 측정하였다. 

 
Table 2 SPL and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room according 

to each of the vibration sources 

Vibration source 
Vibration Sound Pressure Level 

m/s2 dB dB(A) 

Ambient vibration/noise 0.0274 34.3 21.7 

Hitting a golf ball 0.0795 54.7 33.3 

Hitting Tee-floor 0.0544 52.0 40.9 

Hitting the wall 0.0473 47.6 32.5 

Hitting net frame 0.0467 47.3 31.5 

 

 
Fig 3 SPL and vibration acceleration in the room according to 

each of the vibration sources 

3.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 내 실내골프연습장이 상부 세

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내골프연습장에서 1번 드라이버로 타격 시 약 

100.4 dB(A) 소음이 발생하고, 상부 세대 내에서 약 

30.2 dB(A) 소음이 유입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2) 층간 차음성능을 측정한 결과, 수음지점의 

SPL(22.1 dB(A))과 세대의 암소음(21.7 dB(A))의 차이

가 극히 작은 것으로 보아 공기전달음으로 인한 소

음의 유입 정도는 매우 적다고 사료된다. 

3)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 타격 시 타석의 바

닥과 벽체, 그리고 그물봉에서 약 0.2153~0.8082 m/s2

의 진동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과 구조물에 충격을 

가진하고 세대 내에서 가속도응답과 SPL을 측정한 

결과 선형관계로 나타났다.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골프공 타격음이 세

대 내부로 유입되는 이유는 위 실험결과를 통해 공

기전달음의 크기 보다는 고체의 진동에 의한 방사

음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물 내 위

치한 실내골프연습장은 인테리어 작업 시 제진 및 

방진시스템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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