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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뜬바닥 구조를 갖는 공동주택 바닥구

조에서 중량충격음은 63 Hz의 과도한 충격력으로 인

해 해당 주파수 대역의 음압레벨 변화에 따라 단일

수치 평가량이 주로 정해지게 된다(1). 그 결과 결정

주파수 대역 이외의 주파수 대역에서 소음레벨 저감

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단일수치 상으로는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 기술의 충격음 차단성능 변

별성이 부족하고 63 Hz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치

중되어 있는 실정이다(2). 63 Hz를 제외한 125 Hz ~

500 Hz 대역이 실생활 소음에서 주로 나타나는 주파

수 대역이고,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저감성능 향

상이 재실자가 인지하는 충격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3,4). 일례로 중량충격음 개선을 위한 

연구(5~7)에서는 천장구조의 개선(흡음재, 방진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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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noise perception rate was evaluated using subjective auditory experiments. 

Changes in the noise levels in various frequency band conditions with the same single-number 

quantity of floor impact noise insulation performance were evaluated. A difference in the impact 

sound level was perceived when a change occurred in the frequency band, except for the bands ex-

ceeding the inverse A-weighting reference curve. When the sum of the changes in the impact noise 

level in the frequency band below the inverse A-weighting reference curve was 5 dB, about 50 % 

of the subjects perceived the difference, and when it was 10 dB, about 75 % perceived the 

difference. In addition, the perception rate differed depending on the frequency bands (63 Hz, 125

Hz, 250 Hz, 5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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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설치)을 통해 125 Hz 주파수 대역 이상에서 충

격음레벨 저감량의 합이 5 dB 이상으로 나타났고 현

재 평가방법인 KS F 2863-1, 2(8,9)에 의거한 역 A특

성가중 지표에 의해 평가 시 단일수치 평가량의 변

화가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별로 다양한 

범위에서 저감 성능을 지닌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실자 청감실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실자가 느끼는 저감 정도에 대한 주관적 분석과 

이를 변별할 수 있는 현행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청감실험을 통한 중량충격음의 주관적 평가 연구

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바닥충격음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어 어휘로는 어노이언스(annoyance; 

성가심)가 가장 높은 득점을 하여 바닥충격음 평가어

휘로 연구된 바 있으며(10), 소음의 어노이언스와 온습

도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11). 

또한 충격음이 수음되는 실의 잔향특성에 따른 decay 

rate도 어노이언스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12), Jo, H. I. et al.(13)의 연구에서는 청감실

험 구성방법에 HMD(head mounted display), HRTF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 HMD+HRTF를 적

용 시 소음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감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바닥충격음 각 주파수 대역

별 소음레벨 차이 인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초기 단

계로서, 실충격원의 종류(jumping, running)와 주파수

별 소음레벨 변화에 따른 재실자 어노이언스 경향성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4). Jung, J. H.(15)는 고무

공충격원의 충격음에 대하여 단일수치 평가방법에 따

른 성가심 반응 분석을 연구하였으며 125 Hz와 250 Hz

의 저감을 좀 더 재실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를 정리해보면 평가방법 간 

단일수치 평가량의 차이와 소음레벨 변화에 따른 주

관적 분석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 진행하고자 하는 단일수치 평가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파수 대역에의 충격음 레벨 변화에 대한 재실

자의 인지 영향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단일수치 평가량을 갖

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별 충격음레벨 변화 조건의 

음원(116개 case)을 대상으로 재실자의 인지반응 변

화를 주관적 청감실험에 의해 평가하였다.

2. 실험 개요

2.1 실험 대상 음원

실험에 사용된 reference 음원은 중량 표준충격원 중 

실생활 충격음과 좀 더 유사한 고무공충격원(표준중량

충격원2)을 사용하였으며(16), Table 2에서 나타낸 현장

에서 측정장비(dB4-4ch.; 01 dB)를 통해 레코딩한 음원

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동일 단일수치 

평가량은 63 Hz에서 주로 과도한 충격음 레벨이 나타

나는 노후 공동주택 조건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노

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N = 214)의 고무공충격원 

단일수치 평가량 중위값인 54 dB로 설정하였다(17). 

결정주파수(main contribution frequency) 대역은 

기준곡선을 8 dB 이상 상회하여 단일수치 값을 결정

하는데 주로 기여한 주파수 대역을 의미하며 이 연구

에서는 1개의 결정주파수 대역을 갖는 경우를 대상으

로 하였다(63 Hz, 125 Hz, 250 Hz, 500 Hz). 동일한 

단일수치 평가량을 지니지만 주파수 대역 특성이 다

른 음원 case를 분류하였으며, Table 1에 4개의 결정

주파수 대역 중 63 Hz인 경우의 case 분류를 예시로 

나타내었다. 변화주파수 대역은 결정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대역 중 역 A특성 기준곡선의 

충격음 레벨보다 낮게 변화시킨 주파수 대역을 의미

하며, 1개 혹은 다수의 주파수 대역에서 역 A특성 기

준곡선 충격음 레벨 보다 3 dB, 5 dB, 7 dB, 9 dB 낮

게 변화시킨 case로 분류하였다. 변화주파수 대역 변

수는 먼저 개수에 따라 분류되며, 개수가 1개인 경우 

결정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서 3개 

case가 분류되고(ex. 결정주파수 대역이 63 Hz인 경

우 각각 125 Hz, 250 Hz, 500 Hz가 변화주파수 대역 

case), 2개인 경우 3개 case(ex. 결정주파수 대역이 

125 Hz인 경우 각각 63 Hz ~ 250 Hz, 63 Hz ~ 500 Hz, 

250 Hz ~ 500 Hz가 변화 주파수 대역 case), 3개인 경

우는 결정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대역 

모두이기 때문에 1개 case로 분류된다. 이때 결정 또

는 변화주파수 대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은 

역 A특성 기준곡선의 충격음 레벨과 동일하게 설정

되었다. 이를 취합하면 결정주파수 대역 변수 4개, 변

화주파수 대역 변수 7개, 변화량 변수에 의한 4개 분

류에 변화주파수 대역이 없는 4개 case를 포함해 총 

음원 case는 116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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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1) 청감실험 개요

주관적 청감실험 평가방법으로는 쌍대비교법

(paired comparisonl, PC), 강도추정법(magnitude es-

timation, MD), 7점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SD)

이 사용되었다. 또한 청감실험 구현방법으로 주관적 

반응이 최대한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HMD를 

활용한 청감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설정된 총 116

개 case 음원을 대상으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음원 간 

30초 간격을 두어 앞서 음원 case가 영향을 주지 않

도록 실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무작위(random) 

순서로 case를 배치하였다. 실험 구성은 동일한 단일

수치 평가량을 갖는 음원 2개를 paired하여 각각 5회 

가진하여 들려주고, 크기 차이 인지에 대한 문항과 

어느 음원이 더 큰지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을 구성하

였다. 피험자의 피로도로 인한 평가결과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20분 실험 수행 후 10분 휴식의 계획으

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은 민감도가 기존 방법에 비해서 높다고 연구

된 HMD기기를 활용한 실험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가

상현실 주관적 청감평가의 구성체계 및 실험 프로세

스는 Fig. 1과 같다. 사용된 HMD는 무선독립형 

6-DOF standalone (oculus quest) HMD이며 실험 환

경과 시나리오 및 가상현실 구현을 위해 Unity(ver. 

2018)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평면의 

거실형태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이동과 상

부층의 층간소음 음원 재생 및 설문지 작성이 가능하

도록 청감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oculus quest를 통해 

구현 가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HRTF

의 설정에는 앞서 Unity 프로그램과 dummy head, 

HEAD audio-recorder가 사용되었다. 중량충격음 단

일수치 평가 시 고려되는 주파수 대역의 충격음레벨

Table 1 Example cases of experimental source (main 
contribution frequency: 63 Hz)

No.

Main 
contribution 
frequency

[Hz]

Changing 
frequency 

[Hz]

Changing 
value
[dB]

Frequency band of 
sound source [Hz]

63 125 250 500

1

63

- - 85 67 60 54

2

125

3 85 64 60 54

3 5 85 62 60 54

4 7 85 60 60 54

5 9 85 58 60 54

6

250

3 85 67 57 54

7 5 85 67 55 54

8 7 85 67 53 54

9 9 85 67 51 54

10

500

3 85 67 60 51

11 5 85 67 60 49

12 7 85 67 60 47

13 9 85 67 60 45

14

125, 250

3 85 64 57 54

15 5 85 62 55 54

16 7 85 60 53 54

17 9 85 58 51 54

18

125, 500

3 85 64 60 51

19 5 85 62 60 49

20 7 85 60 60 47

21 9 85 58 60 45

22

250, 500

3 85 67 57 51

23 5 85 67 55 49

24 7 85 67 53 47

25 9 85 67 51 45

26

125, 250, 
500

3 85 64 57 51

27 5 85 62 55 49

28 7 85 60 53 47

29 9 85 58 51 45

Table 2 Overview of room measuring the sound source

Building type Apartment

Location Living room

Floor area 11.23 m2

Slab thickness 120 mm

Floor finishing PVC 2 mm

Floor structure
Mortar 45 mm + 

EPS mixture cement mortar 95 mm

Ceiling None Fig. 1 Auditory experiment method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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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결정주파수 대역 등과 같은 음압레벨 편집

에는 Pro-tools (ver. 12)가 활용되었다.

(2) 실험장소

실험장소는 Fig. 2(a)의 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실의 바닥면적은 19.7 m2, 체적은 약 63.4 m3이다. 실 

표면의 등가흡음계수는 0.84이며 배경소음은 22.6 dBA

로 측정되었다. 가상현실 환경은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거실평면 모델을 구현하여 적용

되었으며 어플 실행 시 피험자는 소파의 중앙에서 시

작하게 된다. 상부층 음원은 시작지점의 수직방향 위

쪽 천장에 고정되어 재생되며, 피험자는 거실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실험 시작 전 피험자는 거

실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환경에 적응 시간을 가진 이

후 다시 시작지점으로 돌아가 청감실험을 시작하게 

된다. 청감실험 중 설문 체크는 가상현실 내부에서 

oculus quest의 핸드 모듈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이드 

포인팅을 이용해 체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c)는 가상현실 내에서 피험자가 실험 중 마주

하게 되는 시야를 보여주고 있다.

2.3 피험대상

청감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청감자에게 기본 설문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각각 

성별, 연령, 소음 피해 관련 경험과 본인이 느끼는 청

력 민감도 등을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피험 

대상은 정상청력을 지닌 만 30세 이하 총 50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만 20세 ~ 만 30세 사이에 분포(평

균 25.1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구간별(20대, 

30대, 40대 등)로 성가심 반응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일부 나타나기 때문에 피험 대상을 최대한 동일 나이 

구간으로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별은 남자

가 33명, 여자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 본인

의 청취 민감도는 평균 약 4.5로 “보통이다”와 “약간 

그렇다”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의 음악/소

음/음향 관련한 경험 여부에서 33명이 경험이 있다고 

확인되었으며, 1년 이상 ~ 5년 미만의 경험기간 인원

(a) Experimental appearance (b) Virtual dwelling 
model plane

(c) Subject vision in virtual reality

Fig. 2 Auditory experiment progress

Table 3 Basic survey results

 1. Gender

Men Women

33 17

 2. Age

Younger than 25 25 or older Average

21 29 25

 3. How sensitive you are to your listening? (7-point scale)

Not at 
all

Slightly Mildly Modera
-tely

Severely Very 
severely

Extreme
-ly

0 2 5 18 15 9 1

 4. Music or noise related experience (profession, major, etc.)

Experience No experience

33 17

 5. Music or noise related experience period (year)

Less than 1 
year

1 ~ 5 6 ~ 10 More than 10 
years

7 15 6 5

 6. Floor noise or other noise experience

Experience No experience

35 15

 7. Floor noise or other noise experience period (year)

Less than 1 
year

1 ~ 5 6 ~ 10 More than 10 
years

22 8 2 2

 8. Period of wearing headset and earphones (average per day)

 Less than 1 hour 2 ~ 5 More than 5 hours

30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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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명으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7명, 6년 이상은 

11명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또는 기타소음에 대한 

피해 여부는 35명이 경험이 있다고 확인되었으며, 평

균 피해기간은 약 1.5년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의 피

해기간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 5년 미만

이 8명, 6년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헤드셋 또는 

이어폰의 착용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50명 모두 경험

이 있었으며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의 사용인원은 30

명으로 나타났으며 2시간 이상 ~ 5시간 미만인 인원은 

16명, 5시간 이상 사용 인원은 4명으로 나타났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동일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량에서 결정주파

수 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대역의 충격음레벨 변화 시 

재실자의 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크게 

변화주파수 충격음레벨 변화에 따른 인지 비율 분석, 

변화주파수 대역 및 개수에 따른 인지 비율 변화, 결

정주파수 대역에 따른 인지 비율 변화 세 가지로 구

성되었다. 아울러 각각의 분석방법은 적용 개수에 대

한 분석을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인지 비율은 피험

대상 50명 중 크기 차이를 인지한 비율을 의미한다. 

3.1 충격음레벨 변화에 따른 인지 비율 분석

전체 case에 대하여 변화주파수 대역의 충격음 레

벨 변화량에 따른 인지 비율 결과를 분석하여 Fig. 3

에 나타내었다. 해당 case들은 모두 동일한 역 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L’i,Fmax,AW) 54 dB의 단일수치 평

가량 case이다.

변화주파수 대역의 충격음 레벨 변화량이 증가할수

록 피험자의 인지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결정계수 R2 = 0.51) 변화량의 총합이 10 dB 이하

인 경우가 10 dB 이상인 경우보다 변화량 증가에 따

른 인지 비율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

화량의 합 5 dB 차이만으로도 약 50 %가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10 dB인 경우 약 75 %가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단일수치 평가

량에서도 결정주파수 대역 이외의 주파수 대역의 저

감 정도에 따라서 재실자가 저감성능에 차이를 인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행 평가방법의 

경우 역 A특성곡선을 통해 A가중을 보정하게 되는데, 

이때 A가중 시 적용되는 보정수치는 순음을 기준으로 

한 청감보정이며 바닥충격음 특성은 단순한 순음형태

가 아닌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충격성 복합소음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동일한 충격음 

레벨 변화량에 대해서도 인지 비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변화량 변수 이외에도 결정주파수 대

역과 변화주파수 대역에 따른 인지 비율 경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변화주파수 대역에 따른 인지 비율 변화

63 Hz 결정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변화주파수대

역에 따른 변화량별 인지 비율 결과를 Fig. 4에 나타

내었다. 

결정주파수 대역이 63 Hz일 때 변화주파수 대역에서 

충격음레벨이 변화되는 경우 변화주파수 대역에 따라 

Fig. 3 Perception rate according to the amount of 
changing impact sound level in the frequency 
band excluding the main contribution fre-
quency

Fig. 4 Perception rate according to the changing fre-
quency band and amount of changing impact 
sound level (main contribution frequency: 6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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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변화주파수 대역이 1개

인 경우 인지 비율은 500 Hz > 250 Hz > 125 Hz 순으로 

높았으며 500 Hz에서 5 dB 이상 변화 시 약 75.0 % 

이상의 높은 인지 비율을 보였다. 반면 125 Hz를 저감

할 경우 9 dB를 변화 시 36 %의 인지 비율을 보여 변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지 비율의 차이가 나타

났다. 변화주파수 대역이 2개인 경우 250 Hz와 500 Hz

를 같이 변화시키는 case가 가장 높은 인지 비율을 보

였으며 각각 3 dB(총 6 dB)의 변화량 기준으로 인지 

비율이 88.0 %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case를 기준으로 

각각 5 dB(총 10 dB) 이상 변화 시 최소 70.0 % 이상

의 인지 비율을 보였다. 3개 변화주파수 대역(125 Hz ~

250 Hz ~ 500 Hz)을 최소 각각 3 dB(총 9 dB) 변화 시 

90.0 % 이상의 인지 비율이 나타났다. 

전체 결정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변화주파수 대

역에 따른 인지 비율 결과를 주파수 대역 개수별로 

분류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박스플롯

은 각각 중앙값(m), 제1사분위수(Q1)와 제3사분위수

(Q3)를 의미하며 극단(최대, 최소) 및 평균을 추가로 

나타내었다.

변화주파수 대역 개수가 1개인 경우 주파수 대역은 

각각 63 Hz, 125 Hz, 250 Hz, 500 Hz로 분류된다. 

500 Hz 대역에서 변화하였을 때 인지 비율이 평균 

74.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량 및 결정주파수 

대역에 따라 64.0 % ~ 88.0 %로 분포하였다. 63 Hz에

서 변화된 경우가 그 다음으로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

났으며 변화량 및 결정주파수 대역에 따라 22.0 % ~

54.7 %로 분포하였다. 250 Hz에서 변화되는 경우 평균 

인지 비율은 45.3 %로 나타났고 125 Hz에서 변화되는 

경우 25.5 %로 가장 낮은 평균 인지 비율을 보였다.

변화주파수 대역이 2개인 경우 주파수 대역 case는 

63 Hz ~ 125 Hz, 63 Hz ~ 250 Hz, 63 Hz ~ 500 Hz, 125 Hz

~ 250 Hz, 125 Hz ~ 500 Hz, 250 Hz ~ 500 Hz, 총 6

개 case로 나뉜다. 앞서 단일 변화주파수 대역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500 Hz가 포함된 63 Hz ~

500 Hz, 125 Hz ~ 500 Hz, 250 Hz ~ 500 Hz의 변화주

파수 대역 case가 각각 평균 인지 비율 88.5 %, 81.3 %, 

87.5 %로 다른 case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63 Hz가 포함된 63 Hz ~ 125 Hz, 63 Hz ~ 250 Hz

의 case는 77.8 %, 78.8 %로 나타나 다음으로 높은 

평균 인지 비율을 보였으며 125 Hz ~ 500 Hz 변화주

파수 대역 case의 경우 가장 낮은 61.0 %의 평균 인

지 비율이 나타났다.

변화주파수 대역이 3개인 경우 전체적으로 앞서 단

일 및 2개 변화주파수 대역에서의 인지 비율보다 평

균적으로 높은 인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4개 case의 변화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평균 

80.0 % 이상의 인지 비율을 보였다. 125 Hz ~ 250 Hz 

대역에서 변화되는 경우 인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이때 인지 비율 평균은 약 93.0 %로 분석되었

다. 63 Hz ~ 125 Hz ~ 250 Hz 주파수 대역이 변화되

는 경우 가장 인지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약 

81.0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충격음 

레벨 변화를 인지하는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500 Hz 대역과 63 Hz 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인지 

Fig. 5 Perception rate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anging frequency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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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500 Hz의 경우 실생활에

서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주파수대역이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63 Hz는 진동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저

주파수 대역 범위에 속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 결정주파수 대역에 따른 인지 비율 변화

결정주파수 대역에 따른 인지 비율 변화를 단일 변

화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Fig. 6에 나타내었다. 변화

주파수 대역은 63 Hz로 동일하지만 결정주파수 대역

(125 Hz, 250 Hz, 500 Hz)이 각각 다른 경우 결정주파

수 대역에 따른 인지 비율은 각각 평균 51.0 %, 54.0 %, 

59.0 %로 나타났다. 변화주파수 대역이 125 Hz인 경우 

결정주파수 대역(63 Hz, 250 Hz, 500 Hz)에 따라 인지 

비율이 24.5 %, 25.0 %, 27.0 %로 나타났으며 250 Hz

인 경우 53.5 % 35.5 % 47.0 %, 500 Hz의 경우 80.0 %, 

82.0 %, 73.0 %로 분포하였다. 변화주파수 대역이 

250 Hz로 동일한 경우 결정주파수에 따른 인지 비율 

차이의 범위가 약 18 %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63 Hz, 

125 Hz, 500 Hz의 변화주파수 대역에서는 결정주파수 

대역에 따른 인지 비율 차이의 범위가 약 10 % 이내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결정주파수 대역 변수에 따른 인

지 비율 영향은 변화주파수 대역의 변화보다 상대적으

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동일한 단일수치 평가량을 갖지만 역 A특성 기준곡

선을 결정주파수 대역 외의 주파수 대역에서 차이를 

갖는 중량충격음원에 대하여 재실자의 충격음 레벨 변

화 인지 여부를 주관적 청감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단일수치 평가량에서도 결정주파수 대역 

이외의 주파수 대역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 재실자가 

충격음 레벨 차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량의 총합이 5 dB인 경우 피험자 중 약 50 %의 인원

이 차이를 인지하였으며 10 dB인 경우 약 75 % 이상

이 차이를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바닥충격음이 

단순한 순음형태가 아닌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충격

성 복합소음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2) 변화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충격음 레벨 변화를 

인지하는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고(500 Hz > 63 Hz >

250 Hz > 125 Hz) 특히 500 Hz 대역과 63 Hz 대역에

서 민감하게 나타났다.

(3) 결정주파수 대역에 따른 인지 비율 차이는 약 

10 % 이내로 나타나 변화주파수 대역에 따른 차이보

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뜬바닥 시공 시 발생되는 바닥충격음 레벨 특성과 

천장구조 등의 소수선에 의한 저감 주파수 대역을 고

려할 때 63 Hz 대역의 충격음 레벨에 의존적인 현행 

평가방법의 개선 방향이 향후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향후 낮은 단일수치를 갖지만 125 Hz 이상의 충

격음 레벨은 역 A특성 기준곡선에 가까운 음원과 높은 

Fig. 6 Perception rate according to the main contribution frequency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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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수치를 갖지만 125 Hz 이상의 충격음 레벨은 기

준곡선보다 저감된 주파수 특성의 음원간의 추가적인 

성가심 비교 청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

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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