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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발효된 이후 최근의 공동주택 슬라

브 두께는 210 mm로 설계 및 시공되고 있으며, 바닥충격

음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완충재 또한, 표준바닥구조부터 

인정바닥구조에 이르기 까지 여러 제품군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동일한 슬라브 두께 및 동일한 완충재

를 사용한 경우에도 바닥충격음 성능의 차이가 평형별, 구

조별로 발생하는 것은 과거의 연구를 통해, 혹은 직접적인 

시험을 통해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슬라브 두께, 완충재가 동일한 

조건에서 평형별로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동주택 

평형별 구조적인 진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구조적 특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원인

이 되는 구조적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고 실제 시험

시공을 통해 검증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각 평형별 진동특성

  각 평형별 진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시공되고 

있는 210mm 슬라브의 도면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과 실

제 진동 실험을 통해 공동주택 슬라브의 진동특성을 알아

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평면은 33평형, 41평형이며, 모두 판상형 

공동주택 구조를 택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Harmonic해석을 통해 슬라브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실제 진동실험에서는 KS F 2810-2 : 2001

에 규정된 표준 중량충격원을 이용하여 중앙점에서 가진 

후 동일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정점에서 진동을 측정

하였다.

   

Fig.1 각 평형별 평면도(33(좌),41(우)평형)

 

  각 평형별 진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armonic해석

법으로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였다. 하

중 조건은 거실 중앙점에서 4,200N이 가해졌을 때로 산정

하였다.

Fig.2 33평형과 41평형의 Harmonic해석

  Fig.2에서와 같이 33평형의 경우 29, 41, 60 Hz에서, 

41평형의 경우 25, 32, 46 Hz에서 각각 진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ig.3의 진동량은 7개 세대 33평형의 진동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조건에서 현장 실험을 

통해 얻은 주파수별 진동 특성에서도 33평형 기준으로 41 

Hz부근에서 진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뮬레이션

의 결과가 유효함을 알 수 있다. 

2.2 각 평형별 바닥충격음 특성

  각 평형별 바닥충격음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KS F 

2810-1,2 : 2001의 규정에 따라 측정하고, K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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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1,2 : 2001의 규정에 따라 단일 수치 평가량으로 평

가하였다.

Fig.3 33평형의 뱅머신 가진시 진동 특성

  중량충격원은 뱅머신과 임팩트 볼을 사용하였으며, 

30mm 습식형 인정바닥제품 + 35mm 경량키포콘크리트 

+ 45mm 마감몰탈의 구조에서 시험하였다. 또한, 인정바닥

제품의 경우 동탄성계수가 3.16 MN/㎥, 손실계수가 0.1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33평형을 기준으로 41평형의 충

격음 값은 다음과 같다.

Fig. 4 각 평형별 뱅머신의 주파수별 음향 특성

Table 1. 33평형 대비 41평형의 바닥충격음 성능

뱅머신 임팩트볼 경량충격원

41평형 -3dB -3dB 0dB

 

  위 결과에서와 같이 33평형 대비 41평형의 중량충격원

에 의한 가진시 성능은 3dB가량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경량충격원에 의한 가진시에는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3평형의 슬래브의 Harmonic해석 및 실제 가진원

에 의한 진동특성에서 볼 때 41 Hz영역에서의 나슬라브 

진동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2.3 슬라브 두께 변경시 각 평형의 진동특성

  바닥 슬라브 두께별로 진동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파악하

기 위해 앞서의 연구에서 사용된 33평형에서 슬라브 두께

는 180mm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슬라브의 Harmonic해석

을 하였다.

  Fig. 5에 그 결과를 도시하였다.

Fig.5 33평형의 각 슬래브 두께별 Harmonic해석

  앞서의 결과와 Fig.5의 결과를 상호 비교해보면 41 Hz

부근에서 진동특성을 갖는 210mm 슬라브에 비해 180mm 

슬라브는 더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특성을 갖고 있으며 오

히려 63Hz 대역에서는 진동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 사용된 33평형 슬래브에서는 210mm보다도 

180mm 슬라브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이 양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 평형별 슬라브의 진동 특성에 따라 바

닥충격음 성능이 변화는 것에 대하여 기초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슬라브의 진동 특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이 

차이가 보이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실제적인 현장 실

험을 통하여 더욱 깊게 검증하여야하나 기초적인 연구결과

상 특정 평형, 특정 평면 구성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더 두

꺼워지더라도 바닥충격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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