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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 receiving points in the heavy weight floor impact sound was 

investigated by measuring a room mode. Living rooms of different sizes were analyzed by grid 

measurement. As a result, the sound pressure level was the lowest in the 80 Hz band, which is 

the one half of the receiving room. It was shown that the fixed microphone position was likely to 

cause different result by the room mode. The result was the same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receiving room. As shown in ISO 16283-2, it was expected that the 4 points of the receiving 

room would be avoided center points, corners, and nearby walls. Also, the point at which 

receiving point on the same plane is symmetrical was shown to be avoided. Through this 

measurements, the minimum guidelines for the receiving points were proposed when measuring 

the heavy weight impact sound.

주요어 : 실내모드, 수음점 위치, 음압레벨, 가이드라인

Keywords: room mode, receiving point, sound pressure level, guideline

서 론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상하층간의 발생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관련하여 

소음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정도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 

층간소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 기

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정하여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제

정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정량적 기준이 아닌 정성적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러한 정성적인 기준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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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통령령에 의해 경량바닥충격음 58 ㏈ 와 중량바닥충격음 50 ㏈ 이라는 정량적인 수치로 

기준이 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이 정해지면서 바닥충격음 측정시 국토교통부고시 고

시 제2004-71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 측정방법에 대해

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서 슬래브 두께 210 

mm인 표준바닥구조로 설계된 현장에서조차 측정결과 중량바닥충격음 기준을 만족한 경

우는 65%로 나타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신훈 외, 2008). 이러

한 문제는 추후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11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충격원의 위치 및 수음점의 위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중량충격원인 뱅머신을 사용할 경우 63 Hz, 125 Hz 대역에서 발생하는 수음실 모드에 

의해 수음점간 음압레벨 편차가 발생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지정된 수음점이 수음실 전

체를 대표 할 수 있는 지점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 되었다(주문기 외, 2009). 수음실에서 

발생하는 모드는 실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정된 수음점의 위치

는 거실의 크기에 따라 실제보다 좋은 성능의 측정값을 얻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

도 발생 할 수 있어 단일수치 평가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SO에 기술된 

수음점 위치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적용된 수음점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KS F 

2810-2 (2002)의 기준이 되어 왔던 ISO 140-7 (1998)에 기술된 수음점 위치 내용과 달라진 

ISO 16283-2 (2015)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량바닥충격음 측정시 수음점 

위치가 적정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음실 모드에 따른 변화를 측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음점 위치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 조사

실내모드에 의한 편차

주문기 외(2009)는 표준중량충격원인 뱅머신과 고무공 충격원을 사용했을 때 수음실 전체

의 음압레벨과 수음실 모드에 따른 변화를 실제 측정을 통해 알아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

기하고자 하였다. 

측정결과 음압레벨은 다르지만 충격원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같은 양상의 음압분포를 보이

고 있어 저주파 대역에서 실내모드(Room Mode)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

한 현상은 저주파 대역의 편차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며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음실 크

기에 따른 문제나 수음점의 높이에 따른 측정방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주문기 외(2008)는 현재의 측정표준에 따른 중량 바닥충격음 측정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주파 모드 중첩 현상이며, 그 측정의 편차는 63 Hz 대역

에서 때론 10 dB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중량바닥충격음 측정의 편차원인인 저주파 대역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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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신뢰성 있는 측정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Ishimaru (2001)는 

그의 논문에서 중량충격음의 저주파 대역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수음실에서 

수직면 격자점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격자점에 대해 peak값을 도출하였다. 측정결과 수음

실에서 저주파 대역의 모드가 발생해 수음점들 간 높이에 따른 음압레벨의 편차가 발생하며, 

중량충격음의 L값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igure 1과 같이 수음점

의 높이를 달리하여 측정 평균함으로서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Figure 1. Example of microphone position

각 국가별 표준에 따른 수음점 위치

좌식생활 구조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ISO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미국은 ASTM E 1007, 독일은 DIN 4109의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으

나 이 두 기준은 ISO 140-7과 유사하다. 

현행 KS F 2810-2에 의하면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수음실내의 천장 주위벽, 바닥면으로부

터 50 cm 이상 떨어진 공간 내에 서로 70 cm 이상 떨어진 4점 이상의 측정점을 균등히 분포 

시키도록 되어 있다. 

JIS A 1418-1:2000은 산업 표준화 법에 따라 일본 공업 표준 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

장관이 제정 한 일본 공업 규격이다. JIS A 1418 : 1995를 개선하여 대체하는 규격이다. 일본 

공업 규격 및 국제 규격과의 대비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폐지되어 ISO 

16283-2:2018로 대체된 ISO 140-7을 기초로 사용한 것이다. 마이크로폰 설치 방법은 수음실 

실내, 천장, 주벽 바닥 등에서 50 cm 이상 떨어진 공간에서 서로 70 cm 이상 떨어진 4 점 이상

의 측정점을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 시키도록 되어 있다. 

ISO 16283-2에는 개정된 마이크로폰 설치 방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설치방법은 수직면

상과 수평면상에 두 개의 마이크로폰이 같은 평면상에 위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

다. 그리고 수음점의 개수는 수음실의 바닥면적이 50 ㎡이하일 경우 4지점 50 ㎡ 초과일 

경우 8지점을 측정하도록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현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수음

점 위치 와 ISO 140-7 그리고 개정된 ISO 16283-2에 명시된 수음점에 관한 규정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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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ulation of microphone positions

Act of MOLIT ISO 140-7  ISO 16283-2

Microphone position remark Microphone position remark Microphone position remark

- 1.2 m height

- 0.75m between 

room boundaries

- 0.7 m between mic 

positions

- 0.5 m between any mic 

position and room 

boundaries or diffusers

- A minimum of four 

fixed mic positions shall 

be used, these shall be 

evenly distributed within 

the space permitted for 

measurement in the room

- Microphone positions 

shall be distributed 

within the maximum 

permitted space 

throughout each room.

- No two microphone 

positions shall lie in the 

same plane relative to 

the room boundaries 

and the positions shall 

not be in a regular grid.

revision

*MOLIT (Ministry of Land, Infra structure, and Transport)

바닥충격음 측정

측정은 중량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해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S아파트의 안방과 

실제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충북 음성에 위치한 S사 실험동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

을 하였으며 Figure 2에 평면을 나타내었다. 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수음실의 모드 변화

에 의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다른 크기의 실을 선택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지정된 고정된 수음점 위치가 수음실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인천 S아파트와 S사 실험동 모두 충격원의 위치는 중앙점과 외곽1곳을 선택하여 수

음실의 전체 음압레벨을 알아 보았다. 각 벽면으로부터 0.5 m 이격하고 0.25 m 간격의 격자점 

측정을 수평면 및 수직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측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채널로 동시에 측

정하였다. 충격원은 현재 KS 규격 표준중량충격원으로 사용하는 뱅머신(bang machine)을 사

용 하였다. 인천 S아파트 측정시 슬래브는 120 mm 두께였으며 수음점의 수는 수평면상 80개

씩 수직면 6지점 총 480개 이며 S사 실험동은 슬래브는 180 mm 두께였으며 수음점의 수는 

수평면상 165개씩 수직면 6지점 총 990개 이다. 측정에 사용된 기기의 내역과 측정지점은 아

래 Table 2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측정시간은 측정현장의 여건상 대부분 심야에(20시-04시) 측정을 실시하여 배경소음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량충격원의 타이어 공기압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항상 측정 전에 조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측정 장비는 Tabl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

고, 측정 장소 및 측정 지점은 Figure 2에 그리고 측정대상 바닥구조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2. Measurement device

Device name Model & maker

Bang-machine Bang-machine, S&V Korea

Microphone 40AR, GRAS

Microphone pre-amplifier 40AP, GRAS

Frequency analyzer OROS25,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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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tails of floor structure (unit:㎜)

Place Floor structure Room size 

S APT in Inchon slab (120) 3100×3400×2300

Laboratory of S company

slab (180) + EPS (15) + urethane pad (8) + 

EPP (10) + waterproofing sheet (2) + 

autoclaved lightweight con'c (50) +mortar 

(45) + finishing material

3500×4600×2300

(a) S -Lab (b) S -Apt in Inchon

Figure 2. Position of impact source

Figure 3. Position of receiving points

결과 분석 및 토의

측정 결과 및 분석

공실에서의 전체 수음실 공간에 걸친 평균음압레벨을 정확히 알기 위해 25 cm 간격의 격

자를 구성하여 그 격자점 모두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수음점 높이별 평균음압레

벨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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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 results of the A-weighted maximum sound pressure levels in terms of 

average according to the heights of receiving point in 1/3 octave bands (unit:㏈)

Impact 

point
Height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S- Apt

center

0.5m 86.9 82.8 85.4 79.6 87.7 66.9 63.3 66.2 69.2 63.6 57.4 58.5

0.75m 87.9 83.4 83.9 78.0 84.3 68.0 67.0 69.1 70.4 65.3 58.9 58.1

1m 90.1 83.7 77.7 74.0 77.0 68.5 68.3 63.3 64.4 62.7 58.6 57.5

1.25m 86.9 82.3 72.4 78.6 66.4 67.4 67.8 65.7 68.1 63.4 57.1 57.7

1.5m 84.6 81.5 81.3 77.5 73.6 64.2 65.2 65.1 68.2 62.1 56.3 58.2

1.75m 86.1 83.0 83.3 78.8 76.8 64.8 64.7 66.1 67.5 64.3 58.6 58.4

corner

0.5m 81.3 74.6 81.9 75.1 77.5 65.9 65.5 68.3 71.1 66.1 59.3 54.7

0.75m 81.6 75.3 77.8 73.1 75.8 66.1 65.3 68.7 71.4 65.4 58.2 55.9

1m 82.3 76.4 72.3 66.5 67.1 68.8 69.0 68.3 69.6 65.3 59.0 55.4

1.25m 77.5 72.1 66.5 68.7 62.2 65.7 68.4 68.3 69.8 65.1 56.5 55.2

1.5m 81.3 75.6 72.9 73.5 69.2 64.2 66.5 70.7 70. 65.6 58.5 55.2

1.75m 80.3 75.2 76.3 77.7 72.2 63.5 61.9 68.6 69.4 65.1 57.3 55.4

Impact 

point
Height 50㎐ 63㎐ 80㎐ 100㎐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S- Lab

center

0.5m 77.8 70.5 65.7 61.8 59.0 51.6 49.2 50.5 50.7 50.5 48.8 49.2

0.75m 77.3 69.1 64.3 59.5 56.4 52.0 48.1 53.5 50.6 50.3 48.6 49.4

1m 74.9 68.3 61.1 55.1 51.7 53.3 49.0 51.5 50.4 49.5 47.5 49.2

1.25m 73.3 67.3 59.1 55.2 51.0 52.7 48.4 51.4 50.6 49.2 47.8 49.3

1.5m 71.0 65.0 60.5 57.3 54.1 52.1 48.5 53.1 50.7 50.1 48.1 48.9

1.75m 70.3 66.9 62.0 59.6 56.0 52.2 49.9 50.6 50.4 50.4 48.5 49.4

corner

0.5m 75.4 62.0 57.6 53.6 47.8 43.7 42.8 43.8 39.6 39.8 39.0 39.5

0.75m 74.8 62.5 57.7 50.2 46.1 43.5 41.3 47.1 40.7 37.5 38.4 39.6

1m 73.8 61.3 55.1 49.0 43.3 45.2 42.3 44.7 41.4 39.9 39.7 40.3

1.25m 72.8 60.6 56.5 50.0 44.5 47.3 42.9 46.1 42.5 41.2 41.3 41.3

1.5m 72.2 60.4 55.5 51.2 46.9 45.3 44.1 46.3 42.8 42.4 41.0 41.4

1.75m 71.3 60.9 56.2 53.3 48.4 45.4 45.2 45.1 42.3 42.5 41.3 41.3

수음점 높이

수음실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수음실에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모드에 의해 때로 10 dB 

이상의 큰 범위로 변동한다. 이러한 편차는 수평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직면상에서도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천정고가 2.3 m인 경우 1차원모드인 f(0,0,1)

모드는 75 ㎐대역에서 발생한다. 1/3대역으로 보면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z 축 상의 80 

㎐대역 1/2 지점에서 가장 음압레벨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하였던 T. 

Ishimaru (2001)의 논문에서 수음실에서 저주파 대역의 모드에 의해 수음점들 간 높이에 따

른 음압레벨의 편차가 발생하여 Figure 1과 같이 수음점의 높이를 달리하여 측정 평균함으로

서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고자 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 국토교통부 고시의 측

정기준인 1.2 m 고정된 수음점 높이는 음압레벨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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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the A-weighted maximum sound pressure levels in the central vertical 
plane at 80 Hz in 1/3 octave bands (impact point : center) S-Apt

수음점 위치

현행 KS F 2810-2에 의하면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수음실내의 천장 주위벽, 바닥면으로부

터 50 cm 이상 떨어진 공간 내에 서로 70 cm 이상 떨어진 4점 이상의 측정점을 균등히 분포 

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 m로 하며, 거리는 벽면 등으로부터의 0.75 m(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 ㎡ 

미만인 경우에는 0.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고시에 의한 5개 고정점 

평균 값과(Mean value from the 5-fixed positions) 전체 격자점 측정을 통한 전체 측정점의 

평균 값(Mean value from all positions)을 비교하였다.

S- Apt S- Lab

Figure 5. Distribution of the A-weighted maximum sound pressure levels in the central 
horizontal plane at 63 Hz in 1/3 octave bands (impact point : center)

Table 5. Mean values from all positions (A) and 5-fixed positions (B) (unit:㏈)

S- Apt S- Lab

Impact point 63 ㎐ 125 ㎐ 250 ㎐ 500 ㎐ 63 ㎐ 125 ㎐ 250 ㎐ 500 ㎐

Center
A 86.7 74.6 70.4 63.3 74.4 58.0 55.0 53.6

B 88.3 77.5 72.1 65.2 76.3 57.9 54.7 53.9

Corner
A 77.9 75.8 72.8 68.2 73.3 52.6 48.8 45.7

B 78.9 76.2 73.7 66.1 75 52.1 47.4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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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와 같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측정된 결과 값과 격자점 측정을 통해 구한 공

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중량바닥충격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63 ㎐ 대역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두 측정장소 모두 1.25 m 높이에서 0.75 m 이격된 5점을 측정한 

값이 공간평균값에 비해 63 ㎐대역에서 1 ㏈~ 1.9 ㏈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직면상에서 1.25 

m의 수음점 높이는 가장 음압레벨이 낮은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Figure 5에서 처

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지정한 수음점 위치가 실내에서 발생하는 모드에 의해 음압레벨이 

가장 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간 평균값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수음실 크기

수음실에서 발생하는 모드에 의해 저주파 대역인 63 ㎐ 대역과 125 ㎐ 대역에서 음압레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음실에서 발생하는 모드는 수음실 크기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두 측정장소에서 측정된 결과값을 각각의 공간평균값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비교하였다. 음압레벨로 

비교하는것 보다 백분율로 비교함으로서 공간의 크기에 따라 수음점의 거리에 따른 감소율을 쉽게 나

타내고자 하였다. Figure 6에서와 같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지정된 지점을 크기가 다른 두 측정장소의 

결과값을 비교한 결과 S-Lab의 수음실 크기는 4.6×3.5로 1차원인 f(1,0,0) 모드가 37 ㎐ 대역에서 발생

하며 S-Apt는 3.1×3.4 로 55 ㎐대역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모드발생의 결과는 S- Lab과 비교할 때 

S-Apt의 63 ㎐대역의 음압레벨 분포에서 벽으로부터 중앙부분으로 갈수록 음압레벨이 급격하게 낮아

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Apt의 0.75 m 이격된 지점인 음영부분의 백분율과 가장 근접

한 S- Lab의 지점은 1 m 이상 모두 더 안쪽으로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된 수음점 위치

는 수음실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 공간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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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ve value distribution of the measured A-weighted sound pressure levels at 63 

㎐ in octave bands (unit: %, Impact point: center, height: 1.25 m)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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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ve value distribution of the measured A-weighted sound pressure levels at 63 

㎐ in octave bands (unit: %, Impact point: center, height: 1.25 m) (Continued)

토 의

수음실에서 발생하는 모드에 의해 중량바닥충격음의 단일수치 평가값의 주된 결정 요인인 

63 ㎐대역의 음압레벨에 편차가 발생하며 이러한 편차는 수평면상과 수직면상에서 모두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좋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측정방법의 문제점인 수음점의 위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 변경이 없

이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측정 및 분석 결과를 토

대로 하여 표1에서 제시 된 현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수음점 위치 와 ISO 140-7 그리고 

개정된 ISO 16283-2에 명시된 수음점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가지 기준을 비교한 결과 개정전인 ISO 140-7에서는 수음점의 위치를 균등히 분포하는 

4지점으로 하고 있어 수음실내 수평면상에서 4지점을 나누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ISO 

16283-2에서는 과 비교하면 같은 평면상과 규칙적인 라인에 수음점 위치를 두지 않음으로서 

저주파 대역의 모드 발생에 의한 편차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부속서 D

에는 수음점의 수를 50 ㎡이하 4지점 초과시 8지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와 F에 수평

과 수직의 수음점 위치에 대한 예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를 감안한다면 현 국토교

통부 고시에 의한 수음점 위치는 때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것으로 판단되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저주파 대역의 모드에 의한 편차를 감안하여 수

음점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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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16283-2의 부속서 F에서 수직면상의 수음점 높이에 대한 예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높이와는 다른 예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층고는 2.3~2.5 m 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직면상의 f(0,0,1)모드는 60~80 ㎐ 사이

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63 ㎐대역에서 1차원의 강한 모드가 형성되어 중앙부분의 음압레벨

이 가장 낮은 지점이 된다. 수평면상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음점의 위

치는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음실의 모드에 의한 음압레벨 분포는 대개 벽 근

처와 코너 부위에서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이지점도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음실내 수

음점의 위치가 대칭되는 점도 저주파 대역의 경우 모드가 같이 겹쳐서 대칭이 되는 부분이 되

기 때문에 수직면상과 수평면상에서 수음점이 서로 이를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 과 ISO 140-7에 기술된 수음점 위치 그리

고 ISO 16283-2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중량바닥충격음 측정시 수음점 위치가 적정한

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음실 모드에 따른 변화를 측정을 통해 알아보고 기존의 문제점을 도출

하여 수음점 위치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크기의 거실

을 격자측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음실의 고정된 높이는 1/3대역으로 보면 z 축 상의 80 ㎐대

역 1/2 지점에서 가장 음압레벨이 낮게 나타나게 됨으로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정된 수음점 위치 또한 수음 실내에서 발생하는 모드에 의해 음압레벨

이 가장 큰 곳에 위치해 있어 공간 평균값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리고 수음실 크기에 의해서도 고정된 수음점 위치는 그 결과값이 실제 공간의 평균값과 비교

하여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정된 ISO 

16283-2와 비교하여 최소한의 수음점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수음실내 수음

점 4지점은 ① 수음실내 모든 벽면간 중앙점과 벽 근처 그리고 코너부분은 피해야 하며 ②수

직면상과 수평면상에서 수음점의 위치가 대칭되는 점을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실제 주거 형상을 반영한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수음실 내 정확한 수음점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많은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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