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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층간소음의 대부분의 원인이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선행 연구

로 층간소음의 주요 충격원인 보행 행위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인 보행 충격력과 그에 따른 

바닥충격음을 계측하여 보행하중이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보행하중 중 발 뒤꿈치 

충격력은 전체 충격하중을 주파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임펄스 형태의 하중으로 충격력은 뱅머신 또는 

고무공보다 낮지만 1 차 영점(First zero)이 80Hz 정도로 높아 유효 가진 주파수 대역이 표준 중량충격원 

보다 높았다. 구조물과 수음실의 고유모드 특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 대한 구조체 진동 및 음압의 공진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진 성분이 포함되는 바닥충격음 레벨은 순수 충격력 특성인 보행 또는 표준 중

량충격원의 옥타브 밴드 충격력 폭로레벨과는 전혀 다른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다. 

 

1. 서론 

이웃사이센터의 접수건수 분석결과(2012 년 3 월

~2013 년 10 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이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에 의한 소음은 전형적

인 구조기인 소음으로 보행 충격에 의해 구조물이 

가진되고 이 진동에 의해 층간소음이 발생된다. 층

간소음의 주요원인인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에 의한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의 근본 원인인 

보행충격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생활 충격력(보행, 뜀, 점프)과 표준중량충격

원의 충격력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한 바닥충격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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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기존의 유사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김경우(2)의 연구에서는 어린이가 달릴 때 보다 뛰

어 내릴때의 충격력이 높으며, 어린이 달릴 때의 충

격력 폭로레벨은 뱅머신보다 31.5, 63 Hz 에서는 높

고 125 Hz 이상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달릴

때의 충격력 폭로레벨은 뱅머신보다 고무공이 유사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진용(3)의 연구에서는 표준중량충격원 표면의 임

피던스를 계측하고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이 충격

원의 공진주파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였다. 아

이들 체중과 충격행위(점핑, 달리기)에 대한 최대 

충격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지만 높은 상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100 여명의 초등학생의 점핑과 

달리기에 대한 옥타브밴드 충격력 폭로레벨은 뱅머

신과 고무공 충격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아이들 

달리기는 아이들 점핑보다 전 주파수대역에서 충겨

력 폭로레벨이 낮게 나타났다. 고무공 충격원의 최

대 충격력 크기와 충격력 폭로레벨이 실충격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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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실제 충격력과 바닥충격음을 비교한 연구로 정정

호(4)의 연구는 아이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

택에서 뱅머신, 고무공, 10 세 어린이 달리기와 점핑

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고무공

의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이 어린이 달리기 주파

수 특성과 유사함을 보였으며, 뱅머신은 63 Hz 에

서 다른 충격원에 비해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

다.  

 박현구(5)는 어린이 달리기와 점핑, 성인 보행과 

점핑, 그리고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해 충격파형, 실

험동에서의 바닥충격음, 공동주택(뜬바닥구조)에서

의 바닥충격음을 비교하였다. 실험실 및 공동주택에

서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아이들 달리기에 대한 

바닥충격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아이들 점핑

(0.4m 높이)이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뱅머신과 고무공은 거주자의 점프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생활 충격력과 고무공 충격원

의 바닥충격음이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거주자의 보행 및 달리기 

등에 대한 충격력 자체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보행 등에 의한 실생활 충격력은 발뒤꿈

치와 앞꿈치 접촉 조건에 따라 충격력 크기 및 충

격력 지연시간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2, 5) 이 두 

조건이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기

여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보행 등에 의한 충격소

음(층간소음) 평가 및 향후 새로운 표준 중량충격원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보행시 충격력 파형과 그 스

펙트럼을 발 접촉조건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실험동

에서 고무공 충격원과 성인보행에 의한 바닥충격음

을 비교하여 발바닥 접촉조건이 충격력 주파수 스

펙트럼과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를 분

석하였다.  

2. 실험 개요 

2.1 충격력 실험 

충격력 측정장치는 기존 문대호(7) 에서 사용된  

충격력 측정장치와 동일하며, 3 개의 동적힘센서와 

지름 220 mm, 두께 15 mm 의 알루미늄 플레이트

(상부), 그리고 지름 260 mm, 두께 15 mm 의 철판 

플레이트(하부)를 결합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보행충격력 측정은 충격력 측정장치와 높이가 유

사한 45mm 두께의 PVC 판을 제작하여 그 상부에

서 한걸음 내딛을 때의 충격력을 측정하였다. 충격

력 측정장치 하부 철판 테두리와 바닥면은 글루건

을 이용하여 접착하여 보행시 발생될 수 있는 수평 

력에 대한 충격력 측정장치의 이동을 방지하였다. 

측정대상은 키 178cm, 몸무게 85 kg 의 성인 남성

이며, 충격력 측정시 충격력측정장치 상판에 발뒤꿈

치부터 닿은 다음 발 전면이 닿도록 의식하면서 보

행하였다. 보행 충격력과 보행 바닥충격음 측정의 

충격원은 동일 인물이다. 

뱅머신 충격력 계측시 동일한 PVC 판 위에 뱅머

신을 올려놓고 충격력을 계측함으로 0.85m 의 낙하 

높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충격력 측정은 현장에

서의 뱅머신 가진 조건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장비

를 작동시키고 2 번째 충격력부터 계측하였다. 고무

공은 1m 의 낙하 높이를 준수하였다. 

모든 충격력 신호는 Pulse 3560C (measurement 

front-end and time data recorder software, Brüel 

& Kjær)를 이용하여 8192 Hz 의 샘플링 주파수로 

레코딩하였으며, 레코딩된 신호를 Matlab 

(Mathworks)과 Labview (National Instrument) 소

프트웨어로 신호 수정, FFT 분석, 그리고 옥타브 분

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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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an and side section of impact force pla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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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of walking impact force 
 

2.2 바닥충격음 실험 

바닥충격음 실험은 Fig. 3 의 벽체 차음성능 실험 

구조물의 수음실을 이용하였으며, 수음실은 천장 슬

래브 두께 210 mm, 벽체 두께 250 mm 의 콘크리

트 구조로 되어있다. 바닥충격음 실험시에는 벽체 

차음성능 실험을 위한 개구부를 고차음벽체(400 

mm, 석고보드+유리섬유+공기층, Rw=71 dB)로 막

은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Fig.3 에서 수음점은 1~5 번 이며 가진점은 3 번

(실 중앙)이다. 보행 가진은 성인 보통걸음으로 3 번

(실중앙) 지점을 포함하여 주변부를 걷도록 하였으

며, 고무공은 1m 높이에서 고무공을 낙하시켜 실험 

하였다. 가속도계는 가진점과 동일한 실 중앙(3 번) 

측정점의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였다. 

바닥충격음과 슬래브 가속도는 Pulse 3560C 

(measurement front-end and time data recorder 

software, Brüel & Kjær)를 이용하여 16384 Hz 샘

플링 주파수로 레코딩 하였으며, 주파수 분석 소프

트웨어(Pulse reflex core ver. 18, Brüel & Kjær)를 

이용하여 FFT 분석과 옥타브 밴드 패스 필터 분석 

하였다. FFT 분석은 트리거를 사용하여 충격원 가

진 이전 0.01 초 신호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800 

Hz 주파수 영역에 대해 1Hz 단위로 분석하였다. 스

펙트럼은 3 개 이상의 신호에 대해 선형 스펙트럼 

평균 하였다. 바닥충격음 옥타브 분석은 KS F 

2810-1, 2 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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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tructural plan of test room and 
measurement points 

3. 표준중량충격원과 보행의 충격력 비교 

3.1 표준중량충격원 충격력 

뱅머신과 고무공에 대한 충격력 파형과 충격력 스

펙트럼을 각각 Fig.4 와 Fig.5 에 나타내었다. 충격

력 측정에 사용된 뱅머신과 고무공은 KS F 2810-2

의 충격시간 및 표준 중량충격력 폭로레벨 조건을 

만족한다(Fig.4, Table2). 

Fig.4 에서 뱅머신과 고무공의 충격시간(impact 

force time duration)은 각각 21.6, 20 ms 로 뱅머신

이 고무공보다 약 1.6 ms 길다. 뱅머신의 최대 충격

력은 타이어가 충격력 측정장치 접촉 이후 10.3ms

에서 4150 N 을 나타내었으며, 고무공은 최대 충격

력이 8.5ms 에서 4150 N 로 발생되었다. 

Fig.5 에서 80Hz 이하 주파수에서 뱅머신의 충격

력 스펙트럼 크기는 고무공보다 크고 그 이상 주파

수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고무공의 1 차 영점(first 

zero)은 71Hz 로 뱅머신의 80 Hz 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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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ng-machine and Rubber-ball impact force 
wave 

 

Frequency (Hz)
101 102 103

-40

-30

-20

-10

0

10

20

30

40
Bang machine
Rubber ball

71 Hz
80 Hz

 
Fig. 5 Bang-machine and Rubber-ball impact force 
spectrum (FFT span 0~800 Hz, Δf=1 Hz) 

 

3.2 보행 충격력 (파형 및 FFT 분석) 

성인 보행 충격력은 Fig.6 과 같이 발바닥 접촉조

건에 따라 충격파형의 형태가 달라진다. Fig.6 에서 

보행 충격력 파형 초기의 발 뒤꿈치가 닿을 때 충

격력의 최대 크기는 448.8 N 이며, 뒤꿈치 충격에 

대한 파형은 표준 중량충격원의 파형과 달라 

Fig.7-(b)에서 처럼 초기 기울기가 완만하고 충격력 

최대값 이전까지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다 최대값 

부근에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 

발 전면(Mid foot)이 닿을 때는 최대 충격력 657 N

을 나타내었으며 충격력 지연시간은 0.1 초 이상이

었다. 발 전면이 닿은 후 뒤꿈치가 충격력 측정장치 

상판에서 떨어지고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되

면서 계측되는 충격력은 점차 낮아지는 형태를 갖

는다. 

 

Heel Midfoot Forefoot

Force Transducer Error
for Static body weight

 

Fig. 6 Impact force of man walking 

Fig.7 은 성인 보행과 표준 중량충격원의 충격력 

시간 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Fig.7-(a)에서 표준 중량충격원의 최대 충격력은 발

뒤꿈치 충격력 보다 고무공은 약 3 배, 뱅머신은 약 

10 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Fig.7-(b)에서 충격력 

지연시간은 뒤꿈치 충격력이 0.05 초로 표준중량충

격원약 0.02 초 보다 길다.  

Fig.6 에서 충격력이 0.4 초 이후부터 음수로 계측

되었다. 충격력이 음수로 나타나는 것은 충격력 계

측에 동적충격력 측성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동적충격력센서는 짧은 시간의 충격력변화를 계측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보행시 체

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충격

력을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다.  

음수로 나타나는 정적 충격신호는 충격력 스펙트

럼의 전체 충격력 레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형 

수정이 필요하다. 충격력 최대값 발생 이후 충격력

이 최초 0 을 나타내는 시점을 발이 충격력 측정정

장치 상판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각윈도우(Rectangular window)를 

0~0.4s 에 적용하고 음수 충격력 부분은 0 이 되도

록 하였다. (Fig.7 의 walking (F>0))  

Fig.7 의 Walking (Heel)은 발뒤꿈치 만의 충격력

에 대한 스펙트럼을 살펴보기 위해 Fig.7-(b)와 같

이 발뒤꿈치 충격력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

칭형태의 발 뒤꿈치 파형을 임의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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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의 Walking (Mid and fore foot)은 보행 충

격력 파형에서 뒤꿈치 충격력 부분을 제외한 파형

으로 Fig.7-(b)과 같이 발뒤꿈치 충격력이 작용되는 

시간의 양끝 0.021s 와 0.043s 에서의 충격력에 대

해 선형보간 하여 충격력 파형을 임의로 제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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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7 Impact force of man walking and standard 
heavy impact sources (a) Time history (b) Time 
history showing foot heel striking (0.01~0.06 sec) 
(c)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Fig.7-(c)는 Fig.7-(a)의 충격신호를 FFT 분석한 

충격력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음수의 충격력이 포함

된 Walking(Raw signal)은 음수 충격력이 제외된 

Walking (F>0) 스펙트럼보다 100 Hz 이상 주파수

에서 충격력 레벨이 높게 나타났다.  

임으로 발뒤꿈치 충격파형을 만든 Walking(Heel)

은 임펄스 신호와 같은 형태의 스펙트럼형태를 나

타내고 있으며 1 차 영점은 80 Hz 로 뱅머신의 1 차

영점과 동일한 주파수이다.  

발전면과 발앞꿈치 충격하중을 임의로 만든 

Walking(Mid and fore foot)은 10 Hz 이하 에서 다

른 보행하중 스펙트럼과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충격력 레벨이 낮게 나타났

다. 

 

3.3 보행 충격력 (옥타브 분석) 

보행충격력과 표준 중량 충격원의 충격력 신호를 

FFT 분석한 결과를 옥타브 중심주파수 밴드합을 

통하여 옥타브 밴드로 나타낸 충격력 레벨(Fsyn)을 

Fig.8 과 Table1 에 나타내었다. 보행 충격력의 원

신호 Walking (Raw signal)는 125, 250 500 Hz 에

서 다른 보행 충격력 레벨보다 높은 레벨을 나타내

었다.  

보행 원신호를 수정한 Walking (F>0)과 Walking 

(Heel)은 유사한 스펙트럼 레벨을 나타내었으며 

31.5, 63, 125 Hz 에서 Walking (Heel) 충격력 레벨

이 Walking (F>0) 보다 3~5dB 높게 나타났다.  

Walking (Mid and fore foot)은 가장 낮은 충격력 

레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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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ynthesis of 1/1 Octave Impact force level 
from FFT analysis results 

 

Table 1 Synthesis of 1/1 Octave Impact force level from 
FFT analysis results  

1/1 
Octave 

Walking 
(Raw 
signal) 

Walking 
(F>0) 

Walking 
(Heel) 

Walking 
(Mid and 
fore foot) 

Rubber ball Bang 
machine

31.5 19.52 19.20 24.05 8.18 35.66 44.18 

63 14.04 12.97 15.26 -3.84 27.29 36.39 

125 5.33 -5.15 -1.45 -11.86 19.31 18.97 

250 2.71 -29.76 -29.40 -21.06 15.45 9.62 

500 -0.25 -37.83 -37.71 -29.91 7.99 3.06 

 

Fig.9와 Table2는 보행충격력과 표준 중량충격원

의 충격력 폭로레벨을 나타낸다. 충격력 폭로레벨은 

최초 충격력 발생 이전 0.1초간의 신호를 포함하여 

1초간의 충격력 파형(단위: F2s)에 대한 옥타브 분

석(Leq) 결과이다.  

Walking (Raw signal)과 Walking (F>0)은 저주

파 충격성분(Mid and fore foot)이 필터링 되면서 

충격력 폭로레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Walking (Heel)은 보행 충격파형 중 가장 높은 

충격력 폭로레벨을 갖으며, 원신호 대비 31.5 Hz에

서는 5dB, 63, 125 Hz에서는 2dB 크게 나타났다.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원신호와 같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Walking (F>0), Walking (Heel), Rubber ball, 

Bang machine의 충격력 폭로레벨이 FFT 분석결과

보다 각 옥타브 중심주파수에서 약 3dB 높은 값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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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mpact force exposure level, dB 

 

Table 2 Impact force exposure level, dB 
1/1 

Octave

Walking 
(Raw 
signal) 

Walking 
(F>0) 

Walking 
(Heel) 

Walking 
(Mid and 
fore foot) 

Rubber ball Bang 
machine

31.5 22.29 22.31 27.16 11.41 38.75 47.27 

63 16.02 16.02 18.30 -0.86 30.32 39.42 

125 -1.60 -1.57 1.62 -8.76 22.51 22.22 

250 -27.47 -26.59 -26.32 -18.15 18.44 12.59 

500 -34.95 -35.65 -35.38 -26.91 10.96 6.11 

 

3.4 바닥 가속도 및 음압레벨 (파형 및 FFT 

분석) 

Fig.10, 11은 각각 고무공과 성인 보행 충격원에 

대한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점에서의 가속도 응답과 

수음실 코너 측정점(Fig.3의 1번 측정점)에서의 음

압 응답을 시간 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나타

낸 그래프이다. 

Fig.10의 가속도응답에서 고무공 충격원은 1번의 

충격파형이 1초의 구간내에서 계측되었지만 보행의 

경우 1초의 계측 시간 동안 2번의 가진행위가 반복

되었다. 파형상에서 보행 주기는 약 0.6초 이다.  

Fig.10-(b)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최대 가속도

응답은 고무공과 성인보행 모두 50 Hz(진동모드)에

서 발생하였다. 고무공은 최대 응답 이후 100 Hz 

이상 주파수에서 높은 가속도 레벨을 나타내는 반

면, 보행에 대한 가속도 응답은 130, 248, 265 Hz

의 바닥 공진주파수를 제외하고는 가속도 응답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Fig.11-(a)의 바닥충격음 시간 파형을 통해 고무

공 가진시 코너 수음점에서의 저주파 잔향이 길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11-(b)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최대 음압레

벨은 34Hz에서 발생되었으며 이 주파수는 4.8m 축

방향 음향모드(Axial mode) 고유진동수 3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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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와 일치한다. 이후 음압피크가 발생되는 부분

은 구조물의 진동모드와 실의 음향모드 고유진동수

대역과 일치하며 주요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Fig.11-(b)에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전 주파수 대역에서 고무공에 대한 음압레벨 및

진동레벨이 성인 보행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67 Hz

와 83 Hz 에서의 음압레벨은 보행의 경우가 더 높

게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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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0 Concrete slab acceleration by rubber ball 
dropping and man walking (a) time wave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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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1 Impact sound pressure by rubber ball 
dropping and man walking (a) time wave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3.5 바닥충격음 실내 평균 음압레벨 

 

Fig.12는 중앙가진에 대한 실내 평균 음압레벨을 

1/3 옥타브 (a)와 1/1 옥타브 (b)에 대해 나타낸 그

래프이다.  

Fig.12-(a)의 바닥충격음 1/3 옥타브 분석결과 

63, 80, 100 Hz에서의 음압레벨은 보행의 경우 고

무공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

는 현저하게 낮았다. 

Fig.12-(b)과 Table3의 1/1옥타브 분석결과, 

63Hz 에서의 음압레벨은 보행이 고무공 보다 2dB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주파수에서는 고무공이 

보행보다 약 10dB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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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2 Indoor average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of rubber ball and man walking (a) 1/3 
Octave band spectrum (b) 1/1 Octave band 
spectrum 

 

Table 3 Floor impact noise level (LFmax,3) and single number 
quantity 

1/1 Octave Rubber ball Walking 

31.5  84.2  73.3  

63  76.1  74.1  

125  69.8  60.2  

250  65.7  44.3  

500  55.5  44.6  

LFmax,3,AW 55 46 

 

4. 고 찰  

일반적으로 임펄스 충격력은 충격시간(Impact 

time duration)이 짧을수록 충격력 스펙트럼의 1 차 

영점 (First zero)은 높게 발생된다.(이상적인 Half 

sine pulse 의 경우 First zero 는 1/ τ 에서 발생, 

여기서 τ 는 펄스 지연시간)(8) 하지만 고무공은 

뱅머신보다 충격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Fig.5 에서 1 차 영점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고무공의 충격력 레벨이 

뱅머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충격력 레벨 

차이는 고무공의 충격력 파형의 비대칭 현상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고무공 충격파형의 초기 

기울기는 뱅머신보다 급하고 파형이 끝 부분은 

뱅머신 보다 완만하다.  

고무공의 이러한 비대칭 파형 특성으로 인해 

바닥을 가진하는 충격력은 보행 충격력이 

고무공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Fig.7-

(c)의 약 80 Hz 부근에서 고무공과 보행 충격력 

레벨이 유사하게 되어지는 주파수가 발생된다.  

보행충격력은 항상 일정하게 바닥을 가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발뒤꿈치 충격의 임펄스 성분이 

강하게 발현되는 순간이 있다. 이럴 경우 보행 

충격력은 80 Hz 주변에서의 충격레벨이 고무공보다 

높기 때문에 구조물의 진동응답이 더 크게 

발생되고 그로 인해 Fig.12-(a) 와 같이 63, 80, 

100 Hz 와 같은 특정 주파수에서의 음압레벨이 

고무공 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Fig.8, 9 에서 충격력 레벨을 옥타브 밴드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행 충격력은 

표준 중량충격력레벨보다 전 주파수대역에서 약 

10dB 이상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Fig.12 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이러한 옥타브밴드 충격력 

레벨의 주파수 특성과 다르게 나타났다. 

바닥을 가진하는 충격력은 Fig.7-(c)와 같이 

임펄스 성분으로 가진 되며, 그에 따른 구조물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은 진동 또는 음향 모드 

공진주파수에서 최대값을 나타낸다. 즉 바닥충격음 

및 구조체 진동응답은 구조물의 공진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계측되고 넓은 주파수 

범위를 갖는 충격력 폭로레벨이 낮다고 하여 해당 

중심주파수에서의 가속도 또는 음압레벨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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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c) 뒷꿈치 충격성분을 제외한 

발바닥전면과 앞꿈치 부분이 지면과 접촉될 때의 

충격은 10Hz 이하 주파수 성분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ig.9 에서 이 충격성분은 

대부분이 옥타브 필터에 의해 필터링 되면서 

보행충격력 원신호인 Walking(raw signal), 

Walking(F>0), Walking(Heel)의 충격력 폭로레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임펄스 성분을 갖고 있는 

보행의 뒤꿈치 충격은 전체 보행행위에 대한 

충격특성을 대신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달리기 또는 점핑과 같은 충격행위도 뒷꿈치 

충격에 대한 임펄스 성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행보다 달리기 또는 점핑과 같은 

충격행위는 발뒤꿈치 충격력에 대한 충격력이 매우 

클 것이며 또한 발뒤꿈치 피부가 변형되는 시간이 

짧아져 충격력 지연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 이러한 

뒤꿈치 충격력 변화는 바닥을 가진하는 충격력 

스펙트럼의 레벨과 유효 가진 주파수 범위를 

넓혀준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중량충격원중 

고무공이 아이들 점핑과 같은 충격행위와 유사한 

충격력 스펙트럼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보행충격력은 표준 중량충격력 보다 충격력의 

크기와 주파수 스펙트럼 크기 모두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발뒤꿈치 충격의 임펄스 성분은 고무공과 

뱅머신 보다 바닥을 높은 주파수로 가진시킬 수 

있어 (First zero: 80 Hz) 고무공의 경우 충격력 

레벨이 낮아지는 70 Hz 부근에서는 보행 충격력 

레벨과 고무공 충격력 레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행 충격력 특성으로 인해 63, 80, 

100Hz 의 1/3 옥타브 중심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은 보행이 고무공보다 높은 레벨을 나타내었다. 

충격력 폭로레벨은 진동 시스템 관점에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보행과 같은 충격행위의 충격특성을 대변할 수 

없다.  

사람의 보행, 달리기, 뜀과 같은 충격행위를 

대변할 수 있는 충격력 특성은 충격 파형, 충격시간, 

주파수 스펙트럼, 충격응답 (음압, 가속도)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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