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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공동주택의 경량충격음

과 중량충격음에 대하여 최소 성능 기준 및 시방기

준을 정하여 공표한바 있다. 특히, 중량충격음의 경

우 KS F 2810-2 : 2001에서 규정한 Bang-Machine
을 활용하여 KS F 2863-2 :2007에 의한 평가방법

에 따라 평가하여 그 값이 50 dB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ang-Machine의 과도한 충격력 및 실제 

소음원의 비현실적인 재현성 등으로 인하여 대체적

인 표준충격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최근 

국토부는 ‘아파트 바닥충격음 관련 공청회’ (2012년 

7월 25일)를 통하여 Impact Ball의 추가도입, 
Impact Ball 사용시 최소성능기준(47 dB이하) 및 

현장에서의 인정바닥구조 인증 등의 안을 발표하였

다. 이 공청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기존 표준

충격원인 Bang-Machine의 최소성능기준인 50 dB과 

Impact Ball의 최소성능기준인 47 dB간의 적정한 

상관성 및 재현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지어진 표준바닥

구조 및 인정바닥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존의 

KS F 2810-2 :2001에서 규정하고 있는 

Bang-Machine 및 최근 공청회에서 추가하려고 하

는 Impact Ball에 대하여 현장성능을 파악하여 상호

간 최소성능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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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량충격음 현장성능 시험

2.1 현장시험 조건
현장 시험 대상은 2004년부터 지어진 공동주택으

로서 표준바닥구조 및 인정바닥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슬래브 두께는 모두 210mm로 동일하며, 인정바

닥구조의 경우 30mm 완충재를 사용하였다. 총 시

험 대상의 표본수는 71개소, 이중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의 비는 57:43의 구성비를 이루었다.
거실 면적은 확장세대의 경우 26.9~34.0㎡, 비확

장세대의 경우 18.5~23.0㎡의 범위를 보였다.
Table 1 시험 대상 조건

구분 내용

준공년도 2004년 이후

바닥구조 표준바닥구조, 인정바닥구조(30mm완충재)
슬래브 두께 210mm

거실면적
확장세대 : 26.9~34.0㎡,

비확장세대 : 18.5~23.0㎡

바닥마감 원목 마루

2.2 시험 방법
KS F 2810-2 : 2001, KS F 2863-2 : 2007에 따

라 평가하였다. 시험 및 평가 방법은 Bang-Machine 
및 Impact Ball에 모두 적용하였다. 

Fig 1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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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량충격음 현장성능 시험 결과

현장성능 시험결과 71개소 전체의 Bang-Machine
과 Impact Ball의 충격음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A값 기준, 평균적으로 3 dB가량 Impact Ball의 

성능이 Bang-Machine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2.5 dB, 인정바닥

구조의 경우 3.7 dB가량 Impact Ball의 성능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Table 2 Bang-Machine과 Impact Ball의 성능

구분 내용

평균값 차이

전체바닥구조 : 3.0 dB

표준바닥구조 : 2.5 dB

인정바닥구조 : 3.7 dB

표준편차
표준바닥구조 : Bang 2.0dB, Ball 1.6dB

인정바닥구조 : Bang 1.8dB Ball 1.9dB

최대최소값차
표준바닥구조 : Bang 9dB, Ball 6dB

인정바닥구조 : Bang 8dB Ball 9dB

Fig 2 Bang-Machine과 Impact Ball의 역A값차

표준바닥구조에서 Bang-Machine의 최대 최소값

의 차이는 9dB, 표준편차는 2.0 dB로 나타났다. 반

면 Impact-Ball의 경우 최대 최소값의 차이는 6dB, 
표준편차는 1.6dB로서 Bang-Machine보다는 

Impact-Ball이 평면 및 현장 조건별로 볼 때 좀 더 

균질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정바닥구조에서 Bang-Machine의 최대 최

소값의 차이는 8dB, 표준편차는 1.8 dB로 나타났다. 

반면 Impact-Ball의 경우 최대 최소값의 차이는 

9dB, 표준편차는 1.9dB로서 Impact Ball보다는 

Bang-Machine이 평면 및 현장 조건별로 볼 때 좀 

더 균질한 성능값을 나타내었다.
Fig 2에서와 같이 Bang-Machine과 Impact Ball

의 성능값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3.0dB내

외의 차이를 보이나, 그 최대 최소 범위를 볼 때 상

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표준바닥구조에서는 오히려 Impact Ball의 성능값이 

Bang-Machine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경우도 발생

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공동주택에서 

Bang-Machine과 Impact Ball의 성능값 차이를 살펴

봄으로서 새롭게 변경 예정인 법규에서 규정한 

Impact Ball 최소성능기준인 47 dB의 적정성에 대

하여 평가하였다. 측정결과 Bang Machine과의 성능

값 차이인 3 dB은 전체구조의 평균값을로 볼 때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우에 따라 최대 7 dB, 최

소의 경우 –2 dB Impact Ball의 값이 

Bang-Machine의 값에 비해 작게(최소값의 경우 크

게)  나타나, 실 적용시 현장 요건별로 특성을 파악

하여 주의깊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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