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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론

1. 개론
가. 정의
기계, 환경 및 건축 등 관련 산업분야는 점점 초고도화,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고, 동시에 쾌적성, 안전성, 사용성
등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도 증
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건물 및 각종 산업자재에 적용되는 원, 부자재 및 각종 설비 등의
음향(소음)성능을 평가할 새로운 시험방법 및 기술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음향은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음향성능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건축음향 분야의 세부 주제는 차음성능
(바닥 충격음, 차음성능 등), 기계 설비 소음, 흡음성능, 실내음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음성능은 공동주택과 사무 공간 등 다양한 건물의 차음성능과 층간소음의 정량적 측정 평가 방법과 건물부재
의 물성 평가 등과 관련되며, 건자재 및 건설업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흡음성능은 다양한 흡음재료의 성능 평가에 대한 것으로 유무기 흡음재료 제조 업계 및 플랜트, 조선, 자동자 분
야에서도 흡음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분야와 관련된 주제이다.
실내음향은 콘서트홀,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공연장에서부터 오피스 공간의 음성 프라이버시까지 다양한 건물
및 실내 공간의 음향 품질 향상을 위한 측정,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음악 연습실, 레스토랑, 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의 음향 성능개선을 위한 표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다.

나. 산업의 특성
① 음향 분야 관련 산업은 건축, 기계, 전기, 전자, 환경 및 보청기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있으며, 해당 제품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넓다고 할 수 있다.
② 건축음향은 음향 산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다양한 실내외 공간을
정온하고 쾌적한 음향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간 설계, 자재 개발, 시공 및 관리 기술과 관련된다.
③ 건축음향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콘서트홀, 오페라 하우스 및 다목적 극장 등이 있으며, 우리 생
활과 가장 밀접한 주제로는 층간소음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건축음향관련 연구는 건물뿐만 아니라 조선, 기계
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에는 음성 인식이 가능한 IoT 기기와 관련된 음성 명료도 평가, 개선 기
술까지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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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과 공간의 건축음향 성능 예측, 설계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종 단계의
성능 인증과 표시제도 등에 대한 표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⑤ 건축음향

분야는 전통 산업인 건설 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어,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핵심 기술로 차별
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 기술(입체 음향 기술, 고부가 문화시설, 피난 음향 유도 시
스템 등)이 활용되는 환경과 관련된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적극적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2. 산업 현황
가. 세계 시장 동향 및 전망
201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8.5조 달러로 추정되며, 주택분야가 3.2조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
하고 있으며,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주택 분야와 오피스 시장 규모는 0.4조 달러, 상업용 건물 0.58조 달러로 추정된다.
해외 건설 시장은 개도국시장이 주도 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유로존 건설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2014년 기준)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2018년 8,0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아시아 시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에서 스페인이 14.7%로 최대이며, 이는 자국 내 건설 산업 부진이 지속
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1)

1)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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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택 시장 진출 등을 위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 구현 기술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층간소
음, 세대간 소음, 외부 소음 차단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시장은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2)
해외 주택 시장, 오피스 및 상업 건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건축음향 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시공 및 평가,
인증 관련 기술의 선진화 및 국제 표준 주도가 중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음향 성능 평가 등급 및 표시제도 관련 표준화3)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
거용 건물 이후 오피스, 병원 등 다양한 건물의 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국제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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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연도별 해외 건설시장 규모 전망 (가로축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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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 현황 (가로축 : 연도)

2)
3)
4)
5)


강정화(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30차 수요포럼, 2018년도 해외건설시장 전망
ISO/DIS 19488, Acoustics - Acoustic classification of dwellings
Birgit Rasmussen, "A pilot study on acoustic regulations and classification for office buildings - Comparison between the Nordic countries, Proceeding of Internoise 2018.
Birgit Rasmussen, "A pilot study on acoustic regulations and classification for Hospitals & comparison between the Nordic countries, Proceeding of Internoi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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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 주택 건설 실적은 201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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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실적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행정자료)

그림 3 | 우리나라 주택 건설 실적 (가로축: 연도)

2018년 이후 건설 산업 전망에서 건설수조 감소세가 예상되며, 민간 건축부문의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판
단하였으며, 주거용 건축의 감소세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음향 성능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다양한 층간소음, 차음성능 저감
기술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
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건축음향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수한 음질의 콘서트홀 등은 지역 발전 및 도
심 재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피스 공간에서의 업무 효율 향상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음성 명료도, 음성 프라이버시7) 확보 설계를
활용한 음향 설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음성 명료도 관련 분야는 자동차, 가정, 사무 공간 및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음성인식 IoT 장비의
음성 인식 성능 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6)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년 건설경기 전망 -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 2017.
7) KS F ISO 3382-3, 음향 - 실내 공간의 음향 변수 측정 방법 - 제3부: 오픈 플랜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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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국 동향
독일 : ISO/TC 43 Building Acoustics의 간사국으로 건축음향 분야 표준 전반을 선도하고 있으며, 건축음향의
기반이 되는 차음, 흡음 관련 표준과 측정 불확도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축음향
분야뿐만 아니라 음향 분야 전체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영국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층간소음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부재의 성능 측정 등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공간에서의 음성 인식과 음성 명료도 관련 연
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축음향 성능과 재실자의 생리학적 반응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기 시작하
였따. 향후 IoT 기술과의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 ISO/TC 43 Acoustics의 간사국으로 기초 음향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다양한 건물의 성능 등급 수립, 음향 성능 표시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 음향 연
구를 바탕으로 입체음향, 실내음향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 : 다양한 부재 및 설비의 물성 측정, 평가 관련 연구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 : 건축음향 분야의 성능 예측 기술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 목재 산업 및 목구조 주택 등의 아시아 시장 보급을 위해 경량 구조의 차음, 층간소음 차단성능 개선 연
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량 충격음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 : 최근 음악 연습실 등의 음향 성능 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건축음향 성능과 사
회과학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유럽 지역의 건축음향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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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 동향
가. 건축음향 분야 국제 표준 현황
건축음향 분야의 국제 표준은 크게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건축 설비 소음, 흡음성능과
실내음향 성능 측정, 평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세부 주제별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에 대한 ISO 표준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표준은 19종으로 2017년 기준으로 6종만이
KS로 부합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ISO 표준의 구성은 실헐실 측정방법(ISO 10140 시리즈,
5종), 현장 측정방법(ISO 16283 시리즈, 3종), 차음성능 예측 절차(ISO 12354 시리즈, 4종)과 우회전달음 및 예
측의 입력값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ISO 10848 시리즈, 4종)과 인텐시티 및 간이 측정방법 등(ISO 10052, ISO
12999, ISO 15186 시리즈)이 있다. 우리나라 건설 및 건자재 업계의 기술개발, 해외실장 진출 등을 위해서는 위
표준에 대한 KS 부합화 및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ISO 10848 시리
즈와 ISO 12354 시리즈는 건축물 전체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공기 전달음 예측 방법 및 이를 위한 실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기전달음 전달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
와 같이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과 관련된 KS에 대한 ISO 부합화 검토 및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바닥충격음 분야 KS 표준은 중량, 경량 충격음에 대한 시험실 측정방법, 단일수치평가방법과 마감재 및 완
충재의 물성 측정 방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ISO 표준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시험실 측정방
법, 현장 측정방법과 단일수치평가방법, 재료의 물성 측정 방법뿐만 아니라 간이 측정방법(ISO 10052), 경량
충격음 예측 방법(ISO 12354-2)과 우회 전달 및 예측을 위한 물성 측정 방법(ISO 10848 시리즈)으로 구성되
어 있다. KS F 2810-1, KS F 2865 및 KS F ISO 140-6는 ISO 부합화 표준이지만 부합화 대상 ISO 표준은
2010년 폐지되어, 대체 표준으로 제정된 ISO 표준에 대한 부합화 제정 검토 등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과 관련
된 KS 기반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ISO 표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개발에 필요한 재료의 물성 측정방법 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예측 방
법, 시험실 및 현장 측정방법과 현장 품질 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간이 시험 방법 및 단일 수치 평가 방법
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완비하고 있다. 그러나 ISO 표준은 대부분 경량충격음에 대한 내용만
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북유럽 국가, 남미 국가 및 중국 시장의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주파 충격음에 대한 민원
및 불만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저주파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차별화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해외 주택시장 건설에 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별화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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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성능
흡음성능 측정방법은 건축음향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험방법이다. 흡음성능과 관련된 KS 표준은
5종이 있으며, 5종 모두 ISO 표준에 대한 부합화 표준이다. 흡음성능 측정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ISO 11654를
개정하고 있다. ISO 11654는 흡음성능의 단일 수치 평가방법으로 αw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음성
능 단일 수치 평가량으로 NRC(Noise Reduction Index)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ISO 11654에는 주파수 특성에 대
한 표시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흡음재료의 특성을 보다 많이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설비소음 측정방법
설비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KS는 현재 9종이 운영되고 있으며, ISO는 6종이 운영되고 있다. ISO 3822 표준은
급수기구(수도꼭지)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급수기준에 급수기구 소
음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시험 및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표준은 제정되
어 있으나 표준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관련 인증기준 또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향후 KS F ISO 3822 시리즈 표준은 급배수 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급배수 기기 인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내음향 성능 등
실내음향 성능 및 사무실용 칸막이 등의 실내음향 제어 성능 측정 방법 등에 대한 ISO 3382 표준은 2009년
대체 표준으로 ISO 3382 시리즈(3종)가 제정되어 폐지되었다. 2008년부터 새롭게 제정된 ISO 3382 시리즈
는 기존의 ISO 3382에 새로운 실내음향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각 공간별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3종의 표준으
로 분화하였으며, ISO 3382-3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오픈 플랜 오피스의 음성 명료도 및 음성 프라이버
시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ISO 10053은 사무실 칸막이의 소음 감쇠량 측정 방법으로 최근 유럽 연합 국
가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무실 가구 및 흡음재료 등에 대한 소음, 음향 제어 성능을 평
가하는 안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9

3. 표준화 동향

나. 국제 표준화 동향
ISO/TC 43은 음향 분야에 대한 국제 표준화 위원회로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ISO/TC 43 Acoustics에서는 인간의 청감과 관련된 Loudness 평가 방법, 청력
손실 평가 및 보청기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다루고 있다.
① ISO/TC 43/SC 1 Noise는 각종 기계 장치의 음향 출력 측정 방법, 환경소음 측정 방법 등 전기, 전자, 기
계 분야의 다양한 제품의 소음 측정에 대한 표준 개발 등을 다루며, 청각보호, 환경소음, 기계 장치 소음
및 사운드 스케이프 등 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측정, 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ISO/TC 43/SC 2 Building Acoustics는 건축물 및 건축 부재의 음향성능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시험표준
제·개정과 건축음향 분야 기타 국제 기준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ISO/TC 43/SC 3는 수중음향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중음향은 조선, 어업, 국
방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건축음향 분야의 회원국 및 표준 현황은 <표 1>, <그림 4>와 같으며 ISO/TC 43 Acoustics의 전체 조직은
[그림 5]와 같다8). 그림 3에서와 같이 ISO/TC 43/SC 2 Building Acoustics의 회원국은 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남미의 브라질이 정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표 1 | ISO/TC 43 Acoustics 회원국 현황
구 분

정회원
(P-Member)

참가국
(O-Member)

국제표준 수

ISO/TC 43

26

35

207

ISO/TC 43/SC 1

25

18

125

ISO/TC 43/SC 2

30

16

51

ISO/TC 43/SC 3

13

9

3

8) www.is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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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ISO/TC 43 회원국 분포(청색-간사국, 하늘색-정회원, 황색-참가국)

TC 43
(Acoustics)

WG1, WG9, WG10

SC 1
(Noise)

SC 2
(Building Acoustics)

SC 3
(Underwater Acoustics)

WG17, WG23, WG27, WG28,
WG33, WG39, WG42, WG45,
WG51, WG54, WG56, WG57,
WG58, WG59, WG61, WG62,
WG63, WG64, WG65,

WG17, WG18, WG26,
WG27, WG28, WG29,
WG30, WG31, WG32,
WG33, WG34, WG35

WG 1, WG 2,
WG 3, WG 4

※WG : Work Group (작업반)

그림 5 | ISO/TC 43 조직

건축음향 분야 KS 및 ISO 표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 전달음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관한 표준을 관련 주제별로 구성하여 <그림 6>,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6>은 ISO 표준을 시험실 측
정 방법에서 평가 등급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으로 바닥 충격음 및 벽체 차음에 대한 내용은 6
단계 모두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량충격음에 대한 표준화는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나라 주도로 일본과 공조하여 중량충격음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KS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정리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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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바닥충격음 및 공기 전달음 관련 ISO 표준 구성

그림 7 | 바닥 충격음 및 공기 전달음 관련 KS 구성

KS 표준은 시험실 및 현장 측정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과 7을
비교해 보면 KS에는 바닥 충격음 및 공기 전달음에 대한 예측, 간이 측정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는 관련 산업 기술 개발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건축음향 분야의 새로운 기술,
자재 및 설계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표준화 기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음향 성능 예
측 및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KS 표준의 보완이 시급하며, 해외 시장
기술 선도를 위해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예측 기술, 품질 관리 방안 등의 연구 및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충격음 및 공기 전달음 분야를 포함하여 현재 ISO/TC 43/SC 2 Building Acoustics에서 현재 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9건의 개발 중인 표준안 중에서 기존 표준의 개정안
이 4건이며, 5건은 새로운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표준 증에서 ISO/DIS 19488
은 주거용 건축물의 음향성능 등급 및 표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표시 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외피의 차음성능, 설비소음 등을 공사 완료 후에 샘
플링하고 측정, 평가하여 표시하난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샘플링 과정에서는 ISO 12354 시리즈를 바
탕으로 설계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수행한 경우에는 샘플링 세대 수를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DIS 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 회원국 사이의 이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다.
ISO/CD 23351-1은 사무실의 음향 환경(음성 명료도, 음성 프라이버시 등)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가구 및 자
재의 흡음 성능을 실험실에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최근 ISO/TC 43/SC 1과
SC 2에서는 사무실 공간의 음향 성능 개선 및 관련 성능 평가를 위한 표준 기반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2017
년 5월 덴마크 공대에서 개최된 ISO/TC 43 Acoustics 회의에서는 프랑스에서 제안한 사무실 음향 성능 평가
방법이 ISO/TC 43/SC 1 Noise의 NP로 채택되어 WG 65 Acoustic quality of open plan spaces로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표준화를 선도해야 하는데, 유럽 연합
국가들의 표준화 동향을 보면, 향후 건축음향 분야의 주된 연구 및 기술 개발 방향은 오픈 플랜 오피스, 병원,
학교 및 다양한 상업 공간의 음향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의 분야에 대한 기반 연구과 함께 국
제표준화 추진에 노력하면 해외 건축음향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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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화 활동 동향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ISO/TC 43/SC 2 Building acoustics 분야에 활동하고 있다.
2009년 11월 : 서울에서

ISO/TC 43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
축음향 분야의 중요 주제인 바닥 충격음과 차음 성능 관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2010년 6월 : 건축음향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ISO/TC 43/SC 2 회의(리스본, 포르투
갈) 바닥 충격음 측정에 대한 국제표준(ISO 10140-3, ISO 10140-5)에 고무공 충격원을 표
준 중량 충격원으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4월 : 고무공

충격음 레벨 음장 보정 방법을 ISO/TC 43/SC 2 총회(런던, 영국)에서 제안하여 국
제 표준 개정(ISO 10140-3)과 새롭게 제정하는 표준(ISO 16283-2)에 반영되었다.
※ Project leader(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수임

표 2 | 건축음향 분야(ISO/TC 43/SC 2 Building Acoustics) 국제표준화 추진 내용
표준번호 및 단계
ISO/AWI

표준명
Acoustics -- Measurement of sound absorption in a reverberation room

ISO/CD 717-2

Acoustics -- Rating of sound insulation in buildings and of building elements -Part 2: Impact sound insulation

ISO/CD 10052

Acoustics -- Field measurements of airborne and impact sound insulation and of
service equipment sound -- Survey method

ISO/CD 10848-5

Acoustics -- Laboratory measurement of the flanking transmission of airborne and
impact noise between adjoining rooms -- Part 5: Radiation efficiencies of building
elements

ISO/DIS 19488

Acoustics -- Acoustic classification of dwellings

ISO/CD 12999-1

Acoustics -- Determination and applic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ies in
building acoustics -- Part 1: Sound insulation

ISO/CD 12999-2

Determination and applic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ies in building acoustics
-- Part 2: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ISO/CD 23351-1

Acoustics -- Measurement of speech level reduction of furniture ensembles and
enclosures -- Part 1: Laboratory method

ISO/AWI 23591

Acoustic quality criteria for music rehearsal rooms and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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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 동향

2011년 9월 ~ 2013년 5월 : 3회의

ISO/TC 43/SC 2 건축음향 총회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 고무공 충격
음 레벨 음장 보정 방법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고무공 충격음 관련 표준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4년 5월 : ISO/TC

43/SC 2 총회(베를린, 독일)에서 고무공 충격음 레벨 음장 보정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완료하였다(ISO 10140-3 Amd1).
2015년 9월 : ISO/TC

43/SC 2 총회(밀라노, 이탈리아)에서 고무공 충격음 평가 방법에 대한 기고문을 발
표하여 PWI로 선정하였다.
※ Project leader(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수임

2017년 5월 : ISO/TC

43/SC 2 총회(코펜하겐, 덴마크)에서 고무공 충격음 평가 방법 국제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2018년 4월 : 고무공

충격음 평가 방법(ISO 717-2 개정)과 간이 측정 방법(ISO 10052 개정) 모두 NP로
채택하였다.
※ Project leader(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수임

2018년 11월 : ISO/TC 43/SC 2 총회(마쓰에, 일본)에서 고무공 충격음 평가 방법(ISO 717-2 개정)은 CD
채택, 간이 측정 방법(ISO 10052 개정)은 CD 추진을 의결하였다.

표 3 | 국제회의 국내개최 현황

개최 완료

TC/SC

기간

개최국

지역

ISO/TC 43/SC

2009. 11. 16. ~ 11. 20.

한국

서울

표 4 | 국제표준 제안 현황
TC/SC/WG

ISO No.

제안일

국제표준 제안

PL

단계

43/2/18

ISO 10140-3, 개정

2011. 04.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IS

43/2/18

ISO 717-2 개정

2018. 01.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CD

43/2/18

ISO 10052 개정

2018. 01.

음향 - 공기전달음, 바닥 충격음,
설비 소음 간이 측정 방법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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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제언

4. 시사점 및 제언
건축음향은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로 건설 산업과 건자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우수한 건축음향 성능 요구 수준은 높아지므로 고부가가치 시장으
로 진입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선도가 매우 필요하다.
건축음향 분야는 건설 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자동차, 기계, 조선, 전기전자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
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및 표준화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건축음향 성능과 사람의 생리학적 반응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IoT 기술 등과 연계될 경우 새로운 실내 환경 제어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하여 음성 명료도 평가 등이 다양한 음성 인식 장비의 성능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음향 분야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과 관련성이 높고 IoT, 쾌적한
실내환경 제어 기술 등 신산업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업 지원과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추진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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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연락처 | 043-870-5341~49
KATS 기술보고서의 저작권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있습니다.
본 기술보고서를 인용하거니 발췌하실려면 위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