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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기존 연구들을 통해 중량충격음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이 주관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되어왔

다. 특히 최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격음의 시간감

쇠량이 충격음의 거슬림 반응에 주요하게 영향을 주

며 이러한 감쇠량은 실의 잔향시간 변화에 따라 통

제가 가능함이 밝혀졌다.(1) 그러나 현재 국내 중량

충격음 평가규격에서는 실의 음장조건에 대한 고려 

항이 없는 실정이며, 주파수대역별 최대음압레벨만

을 이용하여 구조체의 소음 차단성능을 평가한다.(2) 
최근 ISO WG18 에서는 중량충격원인 임팩트볼

(rubber ball)을 활용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의 표준

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측정조건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또한 KS 중량충격음 평가규격

에 임팩트볼을 활용한 측정법 추가를 위한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정호 등은 잔향실 

및 실제 현장의 수음실 음장조건에 따라 최대음압레

벨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 
이전연구들을 통해 공동주택의 잔향시간은 가구 

및 집기들의 배치상황에 따라 0.5 ~ 1.5초까지 변화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음실의 음장변화가 

음원의 시간감쇠량 뿐만 아니라 소음레벨까지 변화

한다면, 실내음장의 미세한 변화로도 소음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는 발생음원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음실 음장조건 변

화에 따른 충격소음 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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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팩트볼 중량충격음을 활

용하여 수음실의 실내 잔향 변화에 따른 중량충격음

의 인지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잔향시간 변화에 따른 충격음 인지
2.1 평가음원 제작
본 연구에서는 수음실의 다양한 잔향특성에 따른 

충격음 변화를 재현을 위해 가청화 방법론을 사용하

여 실험음원을 제작하였다. 잔향이 매우 짧은 실에

서 측정된 임팩트볼 충격음에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잔향 범위인 0.5 ~ 1.5 s (63.5 
~ 1k Hz 평균) 충격응답함수를 convolution 하였다. 

Figure 1 Procedure for creating test stimuli.

2.2 JND 조사
수음실 잔향변화에 따른 충격음 차이의 인지정도

를 알아보기 위한 JND 청감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음원은 0.1초 간격으로 제작된 충격응답을 임팩트

볼 충격음에 convolution 하여 제작하였으며, 기준

음원으로는 0.5, 1.0, 1.5초 음원이 사용되었다. 실험

방법으로는 한계법(method of limit)이 활용되었으

며, 제시음원의 음압레벨은 실제 공동주택에서 발생

하는 중량충격음 레벨을 대표할 수 있는 56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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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JND results of RT.

(LAmax)로 조정하였다. 음원은 헤드폰을 통해 피실험

자에게 제시되었으며, 정상청력의 성인남녀 1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JND 평가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쌍으로 제시된 

기준음원과 실험음원 사이의 잔향시간 차이를 X축

에 나타냈으며, 그 차이를 청감적으로 인지한 반응

비율을 Y축에 나타내었다. JND 실험결과 잔향시간

이 약 26%정도 변화하였을 때 전체 피실험자의 

75% 이상이 그 차이를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2.3 거슬림 반응조사
수음실 잔향 변화에 따른 중량충격음 거슬림 반

응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실험을 계획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거슬림 반응 청감실험에서는 

잔향시간 JND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0.5, 0.75, 1.0 
s 잔향시간을 갖는 음장조건이 고려되었다. 또한 잔

향시간이 거슬림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음압레벨 

변화에 따른 영향과 비교하기 위해 각 음원은 53, 
56, 59 dB(A) 로 조정하여 총 9개의 음원에 대한 

쌍대비교법 실험을 계획하였다. 거슬림 반응 청감실

험은 현재 진행 중이며, 발표 자료에 반영될 예정이

다.
 

LAmax

53 56 59

RT63-1k

0.50 source A source B source C
0.75 source D source E source F
1.00 source G source H source I

Table 1 Design of the annoyance test.

3. 요약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수음실의 음장 변화에 따른 바닥

충격음의 JND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피실험자들

은 수음실의 잔향시간이 약 26% 변화하였을 때 바

닥충격음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수음실 잔향변화에 따른 거슬림 반응을 조사 

중이며 발표 자료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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