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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무공 충격원은 실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충격

음과 매우 유사한 충격음을 발생시키는 충격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저주파수 대역 충격음 

평가 등을 위한 고무공 충격원은 ISO 국제표준에 표

준 중량 충격원(heavy/soft impact source)로 표준화

되어 있다. 고무공 충격원은 바닥 표면으로부터 1 m
의 높이에서 시험자가 자유낙하시켜 고무공 충격음을 

발생시킨다. 고무공 충격원이 시험자에 의해 낙하되므

로 같은 시험자가 여러 번 낙하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시험자가 고무공을 낙하시키는 경우의 반복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고무공 충격원 낙하시 시험자에 의한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무공 충격원 자동 낙하 장치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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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 impact sound, such as child’s running and jumping in an apartment building, is best simulated 
using a rubber ball as this is the impact source established to be the most similar. As such, the rubber 
ball is the only heavy/soft impact source included the ISO standards, and a single numeric value for 
the rubber ball impact-sound is being standardiz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peatability 
of the results of a rubber ball drop from a 1 m height when using different operators, specifically a 
human operator and a rubber ball dropping machine. In this study, the repeatability of rubber ball 
drop-results was evaluated under reverberation conditions. Results indicated that the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differed very little between the different operators. Testing using the rubber ball drop-
ping machine showed that the reproducibility of the dropping machine’s sound was highest in the 
low-frequency band, excluding the 80 Hz band. Establishing results for a human operator dropping the 
rubber ball proved to be usefu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ball-drop test in the test room, and 
offers the additional benefit of extensibility into the field, as a human operator is easy to move and 
can check the impact force exposure level of the rubb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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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시

험자가 고무공 충격원을 낙하시키는 경우 발생되는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도 높은 

시험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최근 고무공 충격음 낙

하 장치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고무공 충격원 자동 낙하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무공 충격원을 고무공 충격원 자동 

낙하 장치와 시험가가 낙하시키는 경우의 반복성 차

이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2. 고무공 충격음 관련 기존 연구

고무공 충격원은 1990년 후반 일본에서 개발되었

다. 고무공 충격원은 실제 충격음과 유사한 충격음을 

발생시켜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고, 타이어와 

뱅머신을 이용하여 일본의 목구조 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경우, 목구조 차체에 발생되는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고무공 충격원 개발시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사용되

는 경우의 충격력 폭로 레벨의 온도 의존성을 평가하

기 위한 실험 설정을 개발하여 뱅머신과 개발 중인 

고무공 충격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1,2). 또한 실제 마

감이 완료된 주택에서 고무공 충격음과 뱅머신 충격음

의 특성을 비교하였다(3). 이후 온도 변화에 따른 반발계

수 차이를 조사한 결과 -30 ℃ ~ 40 ℃ 범위에서는 0.02 
~ 0.01 차이가 발생되었으며(4,5), 충격력 폭로 레벨의 차

이는 63 Hz 대역에서는 최대 0.7 dB, 125 Hz 대역에서

는 0.8 dB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6).
Hiramitsu et al.(7)은 바닥 구조의 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무공 충격원과 뱅머신으로 측정하고, 두 가지 충격원

의 충격력 폭로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충격음 레벨을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Tanaka et al.(8)은 고무공 

충격원 낙하 높이에 따른 바닥 충격음 레벨 변화를 

90 cm ~ 130 cm 범위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제시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고무공 충격원은 표준 

중량 충격원 2로 JIS A 1418-2(9)에 표준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무공 충격음 관련 연구는 2000년 이

후에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실제 충격음

과 고무공 충격음의 특성 조사 결과 125 Hz 대역의 

경우 기존의 뱅머신 충격음보다 높게 나타나며(10), 충
격음 레벨 특성, 심리음향 지표 분석 및 청감실험 결

과 고무공 충격음이 세 가지 표준 충격원 중에서 실

제 충격음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11~13). 또한 청감실험 결과 고무공 충격원은 기존

의 평가 방법과는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것으로 제안하였다(14,15).
고무공 충격원은 가볍고 충격음 발생이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한 측정 및 평가 간편

법에 대한 연구 결과 중앙부 가진 ‒ 중앙부 수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6). 고무공 충격음

과 기존 뱅머신 충격음 레벨을 비교한 연구 결과 단

일수치 평가량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고무공 충격음

에 맞는 측정, 평가 방법 수립을 제안하였다(17).
Yoo et al.(18)은 고무공 충격음 측정시 수음실의 음

압 레벨 분포 등을 조사한 결과, 수음실의 음장 특성 

변화에 따라 단일 수치 평가량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무공 충격음 측정시 수

음실 음장 보정 방법을 연구(19~21)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 충격음 측정시 음장 보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고무공 충격음 표준화와 함께 국

제 표준에 반영되었다(22,23).
Lee et al.(24)과 Ryu et al.(25)은 다양한 고무공 충격

원에 대한 청감실험 결과를 여러 가지 단일 수치 평가

량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 및 평가 과정의 단

순함 등을 고려하여 LAmax, LAeq를 제안하였다. 고무공 

충격음 평가 방법 제안을 위한 대규모 청감실험 결과

에서도 LiAmax가 고무공 충격음 평가 방법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6~28), 이와 같은 결과를 국제표준으

로 추진하고 있다(29).
You et al.(30)은 고무공 충격음 시험에 대한 측정 불

확도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고무공 충격음 시험시 낙

하 방법과 반복 측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고무

공 충격원은 1 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음을 발

생시키는 경우 실제 어린이가 달릴 때 발생되는 충격음 

레벨과 유사하고, 고무공 충격원 낙하 높이를 20 cm ~ 
30 cm에서 낙하시키는 경우 어린이가 제자리에서 뛰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1). 최근에는 고무공 

충격음 평가 등급을 제안하기 위해 ISO/CD 19488(32)에 

제시된 평가 등급을 활용하여 고무공 충격음에 대한 

등급 수립을 위한 청감실험을 수행하였다(33). 이상과 

같이 고무공 충격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우리나라

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고무공 충격원을 활용한 

시험시 고무공 낙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한 연구, 개발은 부족하였다. 또한 고무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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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시험실 시험자별 반복성 시험 결과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무공 낙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고무공 자동 낙하 장치와 시험자별 

반복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고무공 충격음 반복성 실험

이 연구에서는 고무공 충격음 발생시 반복성 평가를 

위해 150 mm 두께의 슬래브가 설치된 잔향실 조건에

서 3명의 시험자와 고무공 충격원 자동 낙하기(Fig. 1 
참고)에 대한 반복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3명의 시험자는 Table 1에서와 같이 

고무공 충격원 낙하 경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으

로 구성하였다. 시험자 A는 건축음향 분야 시험 경력

이 10년 이상으로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

식이 있으며, 시험자 B는 건축음향 분야 시험 경험과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 시

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자 C는 건축음향 분야 시험, 연
구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많은 

지식과 연구 경험을 갖고 있었다. 시험자가 고무공 충

격원을 자유낙하시키는 경우 표준에 규정된 낙하 높이

(1 m)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를 사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고무공 충격음 자동 낙하 장치

는 Fig. 1에서와 같이 고무공을 지그로 규정된 낙하 높

이로 이동시킨 후 고무공이 위치하고 있는 검은색 지

그를 개방하여 바닥 표면으로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고

안되었다. 바닥 표면을 충격하고 튀어 오르는 고무공

은 모터 장치에 의한 아래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한 지

그를 원상태로 좁혀 고무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

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동작은 연속으로 작동 가능하

지만, 이 연구에서는 1회씩만 충격할 수 있도록 설정

을 변경하여 실험에 활용하였다. 
고무공 충격원 반복성 실험은 상하로 연결된 잔향

실에 설치된 150 mm 두께의 콘크리트 슬래브(크기 

4.2 m × 3 m)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부 잔향실의 바닥

을 고무공 충격원으로 충격하고, 하부 잔향실의 5개 

지점에서 고정 마이크로폰 방법을 적용하여 고무공 

충격음 레벨을 측정하였다. 5개 측정 지점에서 바닥면

으로부터의 마이크로폰 높이는 1.2 m로 하였으며, 하
부 잔향실 바닥면이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슬래브 

하부면으로부터 마이크로폰까지의 수직 거리는 각각 

다르게 배치되었다. 
고무공 충격원의 반복성 평가를 위해 슬래브의 중

앙 부분을 충격하였다. 3명의 시험자와 자동 낙하기 

실험시 1회 충격에 대한 바닥 충격음 최대 음압 레벨

(Li,Fmax)를 각각 10회씩 측정하였다. 5개 마이크로폰 

측정한 결과는 산술평균하여 비교하였다. 

4. 고무공 충격음 반복성 실험 결과

Fig. 2는 자동 낙하 장치를 이용하여 10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고무공 충격원 자동 낙하 장치

를 사용한 경우 10회 충격에 따른 레벨 차이는 Fig. 2
에서와 같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Hz ~ 80 Hz 

Fig. 1 Rubber ball dropping machine

Operator Test experience on 
building acoustics

Knowledge on rubber 
ball impact source

A More than 10 years Middle

B None None

C More than 10 years Enough

Table 1 Experience of three rubber ball impact source 
operators on building acoustic tes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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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의 레벨 차이는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 Hz ~ 80 Hz 대역의 바닥 충격음 레벨은 상

대적으로 다른 대역에 비해 낮아 단일 수치 평가량 결

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 ~ Fig. 5는 3명의 시험자에 대한 10 고무공 충

격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은 시험자 A의 반

복 시험 결과로 5개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한 결과를 

평균한 결과이다. 이때 시험자A는 고무공 충격원의 낙

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10회 충격하였다. 
Fig. 4는 건축음향 시험 경험 및 고무공 충격원에 대

한 지식이 전혀 없이 처음으로 고무공 충격원을 사용한 

시험자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자B의 

결과는 시험자 A의 레벨 분포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분

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자B의 실험 결과에서 

250 Hz ~ 400 Hz 대역의 레벨 차이가 다른 대역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시험자 C의 반복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시험자 C는 건축음향 분야 시험 경험이 많으며 고

무공 충격음에 대한 지식이 많은 시험자로 고무공 충

격원 낙하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항상 일정한 방

향으로 고무공 충격원이 낙하되도록 노력하였다. 3명

의 시험자 중에서 가장 좁은 레벨 분포를 갖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00 Hz 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레벨 분

포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시험자의 분포와 비

교하였을 경우 가장 좁은 레벨 분포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명의 시험자에 대한 고무공 충격원 반복 실험 결

과 해당 분야의 시험 경험과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지

식과 함께 고무공 충격원을 충격하는 경우 일정한 높

이와 고무공 충격원의 낙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는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자 B의 경우에

서와 같이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고무

공 충격원 충격 시 주의 사항을 잘 준수하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반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고무공 충격원 자동 낙하기를 사용할 경우 일

정한 반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10 rubber ball impact sound spectra using rubber 
ball dropping machine – Arithmetically averaged 

Fig. 3 10 rubber ball impact sound spectra of operator A

Fig. 4 10 rubber ball impact sound spectra of operator B

Fig. 5 10 rubber ball impact sound spectra of operat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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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3명의 시험자와 자동 낙하 장치를 사용하

여 측정한 10회 고무공 충격음 레벨의 평균 스펙트럼

을 비교한 것이다. 3명의 시험자와 자동 낙하 장치 실

험 결과의 평균 주파수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

과 3명의 시험자 사이의 상관계수는 1.000**(0.01 수
준(양쪽)에서 유의)로 나타났으며, 3명의 시험자와 자

동 낙하 장치 실험 결과의 주파수 특성은 0.996**으

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낙하 기계를 사

용한 경우 63 Hz, 80 Hz와 200 Hz 대역의 고무공 충

격음 레벨이 시험자 시험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무공 자동 낙하 기계가 고무공 충격원 낙

하 동작 이후 지그가 곧바로 되튀어 오르는 고무공 충

격원을 잡기 위해 아래로 작동하는 것에 의한 영향과 

시험자의 위치와 같이 슬래브에 가해지는 고정하중의 

위치 차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은 3명의 시험자와 자동 낙하 기계의 반복 시

험결과에 대한 표준편차를 각 주파수 대역별로 비교

한 것이다. 주파수 대역별 표준편차 특성은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표준 편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파수 대역이 증가할수록 고

무공 충격음 레벨은 낮아져 단일 수치 평가량 등에 미

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무공 충격음 단

일 수치 평가량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200 Hz 이하 대

역의 반복성 실험에 대한 표준편차는 대부분 0.4 dB 이
하로 나타났다. 

시험자 A의 경우 고무공 충격원의 낙하 방향을 일

정하게 유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자에 비해 

높은 표준편차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공 충

격원 자동 낙하 기계의 경우 63 Hz, 80 Hz 대역을 제

외한 300 Hz 이하 대역에서 표준편차가 0.2 dB 이하

로 나타났다. 63 Hz, 80 Hz 대역의 경우 시험자 실험

의 결과보다 높은 표준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고무공 자동 낙하 기계의 동작 등에 의한 영

향으로 사료된다. 
Table 2와 Table 3은 고무공 충격음 반복성 실험 

결과에 대한 단일 수치 평가량을 계산하여 비교한 것

이다. Table 2는 KS F 2863-2에 규정된 역A 특성 가

중 바닥 충격음 레벨(Li,Fmax,AW)을 계산하여 비교한 것

이다. Table 3은 현재 ISO/NP 717-2에 고무공 충격음

의 단일 수치 평가량으로 제안된 A특성 가중 바닥 충

격음 레벨(Li,Fmax)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역A 특성 가중 바닥 충격음 레벨의 경우 자동 낙하 

기계를 사용한 결과를 평균한 스펙트럼은 10회 모두 

No. Machine
Operator 

A B C
1 51 49 50 50 
2 51 50 50 50 
3 51 49 50 50 
4 51 50 49 50 
5 51 50 50 50 
6 51 50 49 50 
7 51 51 49 50 
8 51 50 50 50 
9 51 50 51 50 

10 51 50 50 50 
Stdev. 0.000 0.568 0.632 0.000 

Average 51.0 49.9 49.8 50.0 

Table 2 Inverse A-weighted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n repeatability test 

Fig. 6 Comparison of rubber ball impact sound pressure 
level spectrum between 3 operators and rubber 
ball dropping machine

Fig. 7 Comparison of standard deviation on rubber ball 
impact sound pressure level between 3 operators 
and rubber ball dropp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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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단일 수치 평가량으로 산출되었다. 3명의 시

험자 중에서 시험자 C의 실험 결과는 자동 낙하 기계

의 경우와 같이 모두 동일한 단일 수치 평가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자 A, 시험자 B의 실험 결과에 대

한 표준편차는 각각 0.568, 0.632로 나타났다. 고무공 

충격음 자동 낙하 기계를 사용하여 고무공 충격원을 

낙하시키는 경우 단일 수치 평가량에 대한 반복성에서

도 시험자가 고무공을 낙하시키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험자의 경우 일정한 높이

를 유지하고, 고무공 충격원 낙하 방향을 일정하게 유

지하면 자동 낙하 장치와 유사한 수준의 재현성 확보

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A 특성 가중 바닥 충격음 레벨로 평가한 

결과로 Table 2의 결과와 유사하게 고무공 충격원 자

동 낙하 장치를 사용한 경우 단일 수치 평가량의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자들의 경우 

낙하 높이와 방향에 주의하여 낙하시키는 경우 가장 

작은 표준편차를 나타냈으며, 고무공 충격원 사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시험자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고무공 충격원 자동 낙하 장치와 시험자의 반복 측

정에 대한 단일 수치 평가량 산출 결과 고무공 충격

원 자동 낙하 장치와 시험자 실험 결과와의 차이는 약 

1 dB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

는 Fig. 8에서와 같이 역A 특성 바닥 충격음 레벨의 

결정은 250 Hz, 500 Hz 대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50 Hz, 500 Hz 대역의 경우 고무공 

작동 낙하 장치의 장치 작동으로 발생되는 소음 등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실험은 잔향실에 설

치된 150 mm 두께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대상으로 수

행한 것으로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바닥 충격음 

저감용 완충재, 단열층, 모르타르와 마감재가 적용되

지 않았다.
Fig. 8의 고무공 충격음 스펙트럼에서 바닥 충격음 

완충재, 모르타르와 마감재에 의한 충격음 저감 성능

을 고려하면 250 Hz, 500 Hz 대역의 고무공 충격음 

레벨은 낮아져서 단일 수치 평가량 결정에 영향을 주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우, 고무공 충

격원 자동 낙하 장치와 시험자 사이의 레벨 차이 발생

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반복성 평가 결과 시험자별 

바닥충격음 레벨은 매우 유사하였으며, 시험자별 반복

성은 대부분 0.5 dB 이내로 나타났다. 시험자의 숙련

도, 낙하 방향 등 고무공 낙하에 대한 주의에 따라 반

복성은 다소 차이가 발생되었다. 고무공 자동 낙하기

를 사용한 경우 80 Hz 대역을 제외한 저주파수 대역

에서는 고무공 자동 낙하기의 재현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공 낙하기의 경우 시험실 시험

시 시험품질 향상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무공 

충격원의 충격력 측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동 낙하기 이동이 용이한 현장 조

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Inverse A-weighted impact sound pressure level 
between rubber ball dropping machine and oper-
ators

No. Machine
Operator 

A B C
1 55 54 54 54
2 55 54 54 54
3 55 53 54 54
4 55 55 54 54
5 55 54 55 55
6 55 55 55 54
7 55 55 55 55
8 55 55 55 55
9 55 55 55 55
10 55 54 55 54

Stdev. 0.000 0.699 0.516 0.516 
Average 55.0 54.4 54.6 54.4 

Table 3 A-weighted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n repeat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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