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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uditory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stablish annoyance criteria for floor impact noise in 
apartment buildings.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s were recorded using an impact ball; the im-
pact sound pressure level (SPL) together with the temporal decay rate (DR), which is quantified by 
the dB drop per second, was analyzed. For the experiment, A-weighted exposure levels of the heavy-
weight floor impact sounds ranging 34~73 dB were evaluated at 3 dB intervals. Participants used a 
7-point verbal scale to evaluate the level of annoyance from floor impact noise. The results show 
that the annoyance increases with increasing impact SPL and decreasing DR. Consequently, a classi-
fication and an acceptable level of floor impact sounds were proposed.

1)1. 서  론

바닥충격음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성가신 소음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성인이 걷거나 아이들이 뛰고 

달리는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중량 충격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 중량충격음의 

주관적 반응은 충격음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며, 충격음의 크기는 최대 음압레벨 (maximum 
sound pressure level, LAmax)영향을 받는다.(1-3) 그러나 

음압레벨이 동일할 지라도 바닥충격음의 공간적, 시

각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바닥충격음의 음압레벨과 음압 감쇠율은 성가심도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량 충격음

의 시간 음압 감쇠율을 증가시키면 충격음의 성가심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공동주택의 잔향

시간은 다양한 가구와 공간 조건에 따라서 0.5–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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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값을 가진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현재 실내 음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불만족도의 등

급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5-6) 바닥충격음을 음압

레벨과 시간 음압 감쇠율 두 요소의 영향을 고려한 

성가심 평가를 기반 등급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해 바닥충격음의 수인한도를 제안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실험은 음압레벨과 음압감쇠

율을 통해 바닥충격음의 성가심도를 평가하고 수인

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청감평가

2.1 실험 계획
중량충격음에 대한 성가심도와 수인한도를 도출하

기 위해 청감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음원은 이전 

중량충격음 연구(7)에서 spectrum type Ⅱ로 분류된 임

팩트볼 (impact ball)로 가진한 음원을 녹음하여 사용

하였다. 충격음은 1/2 inch 마이크로폰 (B&K type 
4189)을 이용하여 음원을 녹음하였다. 

중량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 음압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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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과 음압감쇠율 (DR)을 적용하기 위해 녹음된 

음원을 34 ~ 73 dBA범위에서 각 3 dBA 나누어 총 

14개의 음원으로 나눈 후 DR을 30 dB/s와 60 dB/s로 

분류하여 총 28개의 음원을 만들었다.
청감평가 설문 시 “본인이 거실 또는 부엌에 있다

고 가정할 때 얼마나 성가시게 느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성가심도를 평가

하였다. (0: 전혀, 1: 별로, 2: 조금, 3: 비교적, 4: 꽤, 
5: 매우, 6: 엄청나게) 수인한도는 “바닥충격음 소음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예: 1, 아니오: 0)로 평가를 하였다.
피실험자는 총 30명으로 20~30대의 정상청력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피실험자들

에게 28개의 음원을 반무향실에서 헤드폰 (Sennheiser 
HD-650)을 통해 각 5초간 음을 들려준 뒤 평가하도

록 하였다. 28개의 음원은 무작위로 제시되었으며, 
총 3번 반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2 실험 결과
(1) 성가심도

LAmax가 증가할수록 성가심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Figure 1. 에 나타나있다. LAmax가 61 dBA 이하 일 때 

DR30 과 DR60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64 dBA 
부터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60 dBA 이

하의 소음에서는 DR이 주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2는 LAmax에 따라 ‘3: 비교적’ (annoyed)과 

같거나 보다 성가시다고 표기한 피실험자의 백분율

을 나타낸다. Annoyed 그래프 (Figure 2)는 DR에 따

라 큰 차이는 볼 수 없었다. 

(2) 수인한도

청감평가 실험음원에 대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의 백분율을 나타낸 그래프
는 Figure 3. 에 나타냈다. 수인한도에서는 DR60이 
DR30보다 다소 높은 수인한도 값을 보였으나, 그 차
이는 미미했다. 실험결과 피실험자의 50 %가 50 
dBA의 중량충격음까지는 참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한 것으로 사료된다. 

(3) 등급화

청감평가를 통해 얻은 %A를 25 %의 간격으로 A
등급부터 D등급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어 Table 1에 

나타내었다. A등급은 25 % 미만의 사람들이 성가시

*
*

*
*

Figure 1 Mean annoyance rating as a function of 
noise levels (*p<0.01)

Figure 2 Percentage of annoyed subjects
(%A)

Figure 3 Percentage of acceptability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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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낀 다는 것을 의미하며 좋은 음향조건을 가졌

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25 %의 간격으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총 4등급으

로 나눈 것이다. A등급은 사람들의 75 % 이상이 충

격음을 견딜 수 있는 소리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

미하며 좋은 음향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각 

테이블을 비교해 본다면 LAmax면에서 제일 우수한 

%A의 결과로 얻어진 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에 대한 청

감평가를 통하여 소음에 대한 성가심도와 수인한도

를 평가하였으며 LAmax 와 DR을 통해 바닥충격음의 

등급과 수인한도를 제안하였다. 성가심도는 음압레

벨이 증가하거나 DR이 감소하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DR은 음압레벨이 60 dBA이상일 시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음압레벨이 증

가하면 수인한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DR의 

영향은 미미했다. 또한 평가결과들을 기반으로 중량

충격음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등급화를 시도한 결

과 %A의 등급이 중량충격음을 가장 유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감성평가 기반의 바

닥충격음 성능 평가등급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lass %A
LAmax [dBA]

DR30 DR60 Total
A 0 – 25 % < 44.5 < 45.4 < 44.9
B 25 – 50 % < 49.2 < 49.9 < 49.6
C 50 – 75 % < 53.8 < 54.5 < 54.2
D 75 – 100 % > 53.8 > 54.5 > 54.2

Table 1 Classification of annoyance for heavy-weight 
floor impact (%A)

Class Acceptability
LAmax [dBA]

DR30 DR60 Total
A 75 – 100 % > 44.7 > 43.9 > 44.8
B 50 – 75 % < 44.7 < 43.9 < 44.8
C 25 – 50 % < 49.5 < 49.1 < 49.7
D 0 – 25 % < 54.1 < 54.8 < 54.5

Table 2 Acceptable levels of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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