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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many years the children's running noise has caused perpetual frictions between neighbors in apartment 

houses.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regulation to reduce the floor impact noise, as a result 

almost all apartment houses have been enforced to use the floor structure with 210mm thickness concrete slab 

and 120mm thickness of floor heating system since July 2005. If do not want to apply this kind of system, a 

system which obtain the certification from the institution appointed by government must be applied. In this reason 

a lot of construction material compani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trying to develop the system with 

180mm thickness concrete slab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cost. To develop the optimized floor system, actual 

size test building were constructed and the materials related with reducing floor impact noise were composited 

and tested in the test building. Through this procedure the most effective system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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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건설교통부 2006년도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번호 06 건설핵심 D18)에 의한 연구 결과의 일부입니다

  1. 서 론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될수록 개인 공간에 한 

라이버시가 차 요시되며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기 

해서는 공간 으로나 음향 으로 완 히 독립되기를 요

구하게 된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같이 주거공간의 집도

가 높아질수록 거리에 의한 소음의 감쇠는 기 할 수 없

게 되어 음의 차단성이 차 하되게 된다. 한 바닥과 

벽체를 함께 공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고층화, 고

도화로 인하여 많은 불만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상층 바닥을 인 으로 가진하는 것에 의하여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계통의 소음에 의한 불

만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최근 들어 사

회  이슈로 두되면서 각종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법규 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4년 경량충격음에 한 규제 기 이 제정되었고, 

2005년 7월 량충격음에 한 규제 기 이 제정됨에 따

라 법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바

닥슬라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하고 상부 온돌층을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표  바닥구조로 시행하는 것을 의

무화 하 다. 이와 같은 표  바닥구조를 제외한 다른 바

닥구조를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시험기 에서 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이내를 

입증하는 성능인정서를 취득 후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법규 시행이 에 통상 사용되던 두께 150mm 슬라  

바닥 구조를 두께 210mm 로 용할 경우 철근, 콘크리트

와 같은 골조 물량 증가분은 18,210원/㎡1)으로 한해 평균 

건설되는 50만호를 기 으로 하면 연간 략 1조원의 공

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골조 물량 증가에 의한 공사비 증가문제 외에도 경제

수 이 향상되면서 주거성능에 한 요구 수  한 동

반 상승함에 따라 법규에 규정된 최소 수 보다도 향상

된 성능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도입에 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 제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바닥충

격음(층간소음)에 한 차음성능을 개선하기 한 노력들

이 최근 들어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차음성능이 건물의 구조형식, 바닥슬래 의 

두께  구성, 마감재의 종류, 주변의 보나 벽에 의한 지

지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하여 복합 인 향을 

받으며, 각각의 경계조건에 한 시공방법과 사용재료에 

따라 바닥충격음의 차음성능은 차이를 보인다2)는 것은 

1) 순수 골조 증가비용으로 건설사 자체 산정 값임. 주택공사 산정치는 

27,000원/㎡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개발에 관한 연구 / 장재희

Journal of the KIEAE Vol. 7, No. 2  2007. 0472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구조 역할을 담당하는 

콘크리트 슬라 의 강성을 높이고 두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었고3) 번 개정된 법

규에서는 비용의 증가를 감내하고서라도 슬라 의 두께

를 210mm 까지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 다. 

슬라  두께를 210mm로 늘릴 경우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한해 약 1조원의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증가는 결과 으로 두께 150mm나 180mm 슬라 에

서 규제기 을 만족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개

발에 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규 시행이 에 개발되어왔던 다양한 바닥충격음 차

단구조는 부분 20mm 두께의 완충성 자재로서 스치로

폴이나 EPP재질이 부분이었으나 기존 슬라  두께 

150mm에서는 성능기 ( 량충격음 50dB)을 충족할 수 

없어 두께 150mm 는 180mm 슬라 에서는 더 이상 사

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바닥구조 개

발에 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속에서 이번 연구는 바닥충격음 

감에 한 기존 연구 결과  성능 측과 련된 내

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설정한 후 모델별 용 

가능한 자재를 추출하 다. 추출된 자재를 매스와 스 링

기능에 따라 조합하여 표 화된 실험실에서 실측과정을 

거쳐 각 자재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최 의 바닥구조를 

개발하고자 하 다. 

2. 바닥충격음 측방법

2.1 Ver에 의한 측식4)

Ver는 표 경량충격원(Tapping machine)5)으로 바닥을 

가진하 을 경우의 충격음 벨을 계산하기 한 수식을 

유도하 으며, (1)기본 콘크리트 슬라  구조의 경우, (2)

바닥 마감재를 시공하 을 경우, (3) 뜬바닥방식을 용

하 을 경우에 해 각각 바닥충격음 벨 측식을 제안

하 다. 

(1) 기본 콘크리트 슬라 구조의 경우

식(1)은 슬라 에 입력된 가진력(Tapping machine)과 

슬라 에 의해 손실된 워  가진된 슬라 에 의해 수

음실로 방사되는 음향 워사이의 힘의 균형을 토 로 유

도된 식으로 슬라  상부에 카펫트와 같은 마감재가 없

는 순수 콘크리트 슬라 를 상으로 하여 수음실에서의 

2) 日本建築學會, 建物の遮音設計資料, 技報堂出版, 1988, p120.

3) I.L.Ver, JASA, Vol.50 No.4, p1044

4) I.L.Ver, JASA, Vol.50 No.4, p1043-1050

5) ISO recommendations, "Field and Laboratory Measurements of 

Airborne and Impact Sound Transmission,"ISO/R 140"

음압 벨을 측한 것이다. 

 Ln=10 log ( 4
5.1

(ρc) 2σ rad

p2refA 0
ρ2
pcLh

3η )dB  ................... (1)

여기에서,   수음실에서의음압레벨
  ×

  
  고유음향임피던스
  슬라브의방사효율
  흡음력
  슬라브밀도
  종파속도
  슬라브두께
  복합손실계수

상기 식을 공동주택 시공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콘크

리트( ρ
p= 2.3×10

3
kg/m

3 , c L= 3.4×10
3
m/ sec )에 해 

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된다.

Ln=32.5-30 logh+10log (σ rad/η)  ........................ (2)

이들 식(1)과 식(2)로 부터 콘크리트 슬라  특성의 변

화에 따라 수음실에서의 음압 벨은 다음과 같은 감소효

과를 지닌다는 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 Ln은 

슬라 의 두께( h)가 두 배가 될 때마다 9dB이 감소된다. 

(b) Ln은 슬라 의 도( ρ
p

)를 두 배로 할 때마다 6dB 

감소된다. 

(2) 콘크리트 슬라  상면에 탄성마감재를 시공하 을 

경우

경량충격원에 의해 발생되는 바닥충격음은 바닥 상면

에 탄성을 지닌 재료를 시공하면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6). 

이와 같은 탄성재료 층은 가진력의 형을 바꾸며, 결

과 으로 충격용 해머에 의해 슬라 에 해지는 가진력

의 스펙트럼을 변화시킨다. 부드러운 표면이 단단한 콘크

리트 슬라 면에 비하여 임피던스가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콘크리트 슬라  상면의 탄성 마감재에 의한 충격음 

차음성능 개선치( ΔLn)는 탄성 마감재에 의해 슬라 에 

가해지는 힘이 어드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ΔLn=20 log
|Fn|

|Fn'|
= 20 log ( 4/π

sinα/α+sinβ/β )dB.  ... (3)

6) 日本建築學會, 建物の遮音設計資料, 技報堂出版, 1988,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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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α =

π

2 ( 1-n
f r
f 0 ),

β =
π

2 ( 1+n
f r
f 0 ).

          Fn'  : 탄성층에 가해지는 힘

          Fn  : 기본 콘크리트 슬라 에 가해지는 힘

식(3)을 핑이 없고 강성이 높은 바닥에 해 용하

면 주 수 f/f 0의 함수로 표 된다. f/f 0=1이하일 경우 

개선치는 0 이고, 이상일 경우라도 40dB/decade곡선을 따

라 개선된다. 

따라서 슬라  상면에 탄성 마감재를 시공하 을 경우 

바닥충격음 개선치는 탄성층의 고유진동수를 기 으로 

주 수가 10배가 될 경우 40dB의 감효과를 거둘 수 있

다. 

(3) 뜬바닥구조를 용하 을 경우

슬라 의 두께를 늘려서 충격음을 개선하는 것은 비경

제 이기 때문에 부분의 바닥충격음 감방법은 충격

음과 공기 음의 차음성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뜬바닥 구조를 도입한다. 

Ver에 의해 제안된 뜬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개선 

측식은 다음과 같다. 

ΔLn(ω)≈10 log[2.3cL 1
h 1

η
1n' (

ω 3

ω4
1

) ]  .................... (4)

여기에서, 

cL : 상부 누름 콘크리트 종파속도
h 1 : 상부 누름 콘크리트 두께
η

1 : 상부 누름 슬라브의 복합손실계수
n' : 단위면적당 탄성마운트 갯수
f 1 : ω 1/2π, 상부 누름 슬라브의 고유진동수

뜬바닥구조에 의한 바닥충격음 개선치는 질량의 법칙 

특성과 마찬가지로 주 수 역에서는 감효과가 

고 고주 수로 갈 수록 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

을 보인다. 

2.2 일본건축학회 제시 임피던스법에 의한 측식7)

임피던스법에 의한 측식은 JIS에 규정된 량충격원

(Bang machine)으로 콘크리트 슬라 를 가진하 을 경우 

아래층 수음실에서 측정되는 바닥충격음 벨을 측하

기 한 식으로 가진력산출, 바닥슬래 의 기본 임피던스 

산정, 유효방사면  산출과 같은 차를 거쳐 보정형식으

로 측치를 산출한다. 

표 인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7) 日本建築學會, 建物の遮音設計資料, 技報堂出版, 1988, p.120~155.

Ln= 20logF rms-LZT+10logSeff+10logk

-10 logA+ΔC+152

 ......... (5)

여기에서,

 

Ln : 옥타브대역별 중량충격음레벨
F rms : 중량충격원의 가진력
LZT : Lz+ΔLz+ZT

 Lz : 기본 임피던스레벨
ΔLz : 가진점별 임피던스레벨 상승량
 ZT : 공진에 의한 임피던스레벨 보정량

Seff : 유효방사면적
k : 음향방사계수
A : 수음실 흡음력

ΔC : 소음계 동특성 보정량

 

상기 식에서 바닥충격음 벨은 기본 임피던스 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기본 임피던스 벨 LZ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

   LZ=20logZb   ......................................................... (6)

여기에서, 

Zb= 8 Bm≒2.31 ρEh 2

B : 슬라브의굴곡강성(Nm 2)
m : 슬라브의면밀도(kg/m 2)
ρ : 슬라브의밀도(kg/m 3)
h : 슬라브의두께(m)
Zb : 슬라브의기본임피던스(kg/s)

상기 식으로 부터 슬라 의 두께가 두배가 될 경우 바

닥충격음 벨( 량충격음)은 12dB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앞서 검토한 Ver에 의한 측식에서는 슬라 의 두께가 

두배로 될 경우 9dB(경량충격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슬라 의 두께를 증가시킬 경우 량과 경량충격음 모

두에 해 차음성능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량충격음에 해 보다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2.3 고유진동수 측식8)

바닥충격음 측시 고려되는 표 인 변수로 슬라

의 두께와 차음성능간의 계를 앞서 기술하 다. 슬라

를 통해 달되는 구조체 음의 해석을 해 슬라

의 자체 고유 진동수를 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성체에 한 고유진동수는 질량과 강성에 의해 다음

의 식으로 결정된다. 

f=
1
2π

k e
Me

  ................................................................. (7)

8) 日本建築學會, 鐵筋 コンクリ-ト 構造計算規準, 技報堂出版,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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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이동형 건식 몰탈

여기에서, 

ke : 슬라브의 강성(스프링정수)

= 
48EIe

a 3 =
48EBh 3

12a 3

 E : 영계수(2.1×105kgf/cm 2)
 I e : 단면계수
 B : 유효폭(cm)
 h : 슬라브두께(cm)
 a : 슬라브 단변길이(cm)

Me : 슬라브의 유효질량

= 
( b

3

a 3 )
π 4C(1+ b 2

a 2 )
2 M

 M : 슬라브의 전질량(a×b×h×콘크리트질량)
 b : 슬라브 장변길이(cm)
 C : 슬라브의 처짐계수(0.011∼0.017)

상기 식으로 부터 슬라 의 두께가 늘어날 수록 고유

진동수는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고유진동수가 높아

지게 되면 동일 충격에 해 해당 주 수 역에서 진동

달율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바닥충격음 차음성능

은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3.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개발

3.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용 표  시험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슬라 의 조건, 실의 형상, 단

열  완충재의 종류, 벽체 연여부, 마감몰탈의 두께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 한 일반 제조업

과 달리 장에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동일한 구조를 시공한다고 해도 공장제품과 같은 품질

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동일한 바닥구조를 

장에 시공한 후 성능을 평가하더라도 그 결과에 차이

가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와 같은 변수를 통제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바닥충격

음 차단구조에 해 구조별 성능 변화를 정확히 악하

기 하여 바탕이 되는 바닥 슬라 를 표 화하여 제작

하고, 장 타설 마감 습식 몰탈을 건식 몰탈 으로 특

수 제작하여 호이스트를 이용해 설치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슬라 와 몰탈 사이에 시공되는 각종 완충재의 성능

변화를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 다. 

 

3.2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개발

고유진동수와 진동 달율의 계에서 바닥충격음을 

여주기 한 기본 방향은 뜬바닥의 고유진동수를 최  

10Hz가 넘지 않도록 하는 스 링, 매스 시스템을 개발하

는 것이다. 고유진동수를 낮추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진

동모델에서 매스를 증가시키거나 스 링정수를 낮추는 

것이다. 스 링정수를 반으로 이는 것과 매스를 두배

로 늘리는 것은 고유진동수로 보았을 때는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공동주택 바닥구조에서 기매스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께 40~50mm의 마감몰탈로 약 80~110kgf/㎡이다. 기존

에 개발된 다양한 바닥충격음 감공법들은 부분 단열

재의 성격을 겸하는 완충재를 용하거나 방진재를 활용

한 뜬바닥을 구성하는 것들이 부분이다. 이는 앞서 살

펴본 진동모델에서 매스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스 링정

수 값을 낮춤으로써 고유진동수를 낮추려는 시도이다. 하

지만 부분의 완충재에서 목표하는 고유진동수를 확보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

능 한 개선에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바닥충격음 감원리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바닥구조는 매스역할을 담당하는 자재, 스 링역할

을 담당하는 자재로 크게 양분하여 구성하도록 하 고 

이에 해당되는 자재는 기존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용 자재를 총 망라하여 검색하는 것으로 하 다. 이

를 통해 일차 선정된 자재는 표와 같으며 각 구성자재를 

조합하여 약 200가지의 경우의 수를 산정하 으며 시험

결과에 따라 경우의 수를 여가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구분 자재종류

매스역할 자재 콘크리트 블록(2가지)/보도블럭(2가지)

스 링역할 자재

SKY VIVA(4가지)/ 속스 링(3가지)/

방진고무(3가지)/EPP/EPS(3가지)/

EVA칲/팽창질석분/타이어 분쇄칲/

ESORBA(3가지)/복합자재(EPS류)

표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개발용 구성자재

품  명 모델명 제작회사 비  고

주 수분석기 Pulse system B&K 1/1 octave, 4ch

마이크로폰 Type 4189외 B&K 50mV/Pa

경량충격원 Type 3204 B&K Tapping Machine

량충격원 FI-02 Rion Bang Machine

표 2. 측정 장비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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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 결과

200여가지 가용 가능한 경우의 수에서 시험도  성능

개선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합을 배제하면서 시험한 

결과, 성능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마감몰탈과 

구조체 슬라  사이에 시공되는 자재의 완충성이었다. 슬

라  상부에 시공 가능한 자재  매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재는 두께와 시공성 측면에서 최  2배까지 증가

시키는 것이 가능한 반면 스 링정수는 최  1/10로 일 

수 있어 마감몰탈의 균열이나 기타 장기 침하에 의한 하

자 방이 가능한 선에서 결국 스 링 정수에 의해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재 조합에 따른 각 구조별 

량충격음 차단성능은 다음과 같다. 

번호 시험체 구성 량
*

0 맨슬라 (180) 51

1 몰탈(50)+EPP(20)+PC블럭(50)+ 속스 링(40) 41

2 몰탈(50)+EPP(20)+PC블럭(50)+방진고무(40) 43

3 몰탈(50)+EPP(40) 52

4 몰탈(50)+연질EPS(20)+PC블럭(50)+EPP(40) 45

5 몰탈(50)+EPP(20)+PC블럭(50)+EVA chip(40) 43

6 몰탈(50)+EPP(20)+PC블럭(50)+석분(40) 48

7 몰탈(50)+EPP(20)+보도블럭(60)+석분(40) 47

8
몰탈(50)+EPP(20)+보도블럭(60)+SKY Viva(10)

+석분(40)
41

9
몰탈(50)+SKY Viva(10)+EPP(20)+보도블럭(60)

+SKY Viva(10)+석분(40)
42

10
몰탈(50)+EPP(20)+SKY Viva(10)+보도블럭(60)

+SKY Viva(10)+석분(40)
41

11
몰탈(50)+SKY Viva(10)+보도블럭(60)

+SKY Viva(10)+석분(40)
41

12
몰탈(50)+EPP(20)+SKY Viva(10)+EPS(20)

+SKY Viva(10)
43

13
몰탈(50)+EPP(20)+SKY Viva(10)+EPS(20)

+SKY Viva(20)
40

14
몰탈(50)+EPP(20)+SKY Viva(10)+ALC(60)

+SKY Viva(20)
40

15
몰탈(50)+EPP(20)+SKY Viva(20)+ALC(60)

+SKY Viva(20)
40

16
몰탈(50)+EPP(20)+SKY Viva(20)+PC블럭(50)

+방진고무(40)
40

17
몰탈(50)+EPP(20)+SKY Viva(20)+EPS(20)

+SKY Viva(20)
39

표 3. 측정 상 시험체의 구성  량충격음 벨

  * ′

번호
1/1옥타 밴드 심주 수

63 125 250 500 

0 77.1 67.6 57.7 47.5 

1 76.1 71.1 64.5 54.1

2 71.4 56.4 46.8 42.8

3 82.0 62.2 48.0 43.6

4 74.9 57.9 46.7 43.0

5 72.7 54.6 45.8 43.7

6 75.3 62.8 49.8 43.0

7 76.8 60.5 46.3 41.9

8 68.2 52.8 45.1 43.7

9 69.5 53.6 45.1 43.7

10 69.7 50.1 46.0 42.9

11 70.7 48.9 44.2 42.2

12 73.5 52.7 45.7 42.6

13 69.2 51.7 47.5 42.4 

14 68.0 50.6 45.1 42.0

15 66.0 50.5 45.9 42.0

16 68.9 48.1 41.9 41.3

17 65.3 49.1 45.4 42.2

표 4. 측정 상 시험체의 주 수별 량충격음 벨

스 링정수 5kgf/mm인 속스 링을 50cm 간격으로 

배치하고 상부에 230kgf/㎡ 하 을 재하한 경우 기존 

비 약 10dB의 성능개선이 가능하나 하 에 의한 처짐이 

10mm정도 발생되고 상부 보행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이 

인체의 허용치를 상회하는 문제가 있었다. 속스 링의 

특성상 핑에 의한 감쇠가 어 바닥 의 진동이 필요

치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을 감안하여 동일한 스 링 

정수를 지닌 방진고무를 사용한 경우 량충격음은 속

스 링에 비하여 2dB정도 떨어지나 보행에 의한 진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슬라 면과 마감몰탈 사이에 EPP 40mm를 

설치한 경우 량충격음 벨은 콘크리트 슬라 만 시공

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마감몰탈의 공진 상을 유발하

여 오히려 1dB 하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기존에 

용되어 왔던 20mm 두께 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상이다. 

량 재질 사이에 탄성을 지닌 자재를 배치하는 다층 

구조에서 탄성이 비교  좋은 EVA chip은 탄성이 떨어

지는 석분에 비하여 5dB의 성능 차이를 보 으며, 동일

한 구조에서 흡음재로 사용되는 PE Felt를 용하 을 

경우 성능은 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섬

유질 흡음재 사이에 ALC, 콘크리트 블럭, EPS와 같이 

매스의 특성이  다른 종류의 재질을 용하여도 성

능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상 슬라  두께가 10mm 늘어날 때마다 1dB의 성능이 개

선되는 것을 감안하면 슬라  상부에서의 매스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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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

었지만 슬라  구조체와 분리되어 용될 경우에는 그러

한 측이 용될 수 없음이 이번 실험을 통해 밝 졌다. 

앞서 이론 고찰에서 살펴 보았듯이 매스-스 링 방진 

구조에서 매스를 두배로 늘리는 것과 스 링정수를 반

으로 이는 것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실

으로 슬라  구조체와 분리되어 시공되는 상부 매스의 

경우는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 링 정수가 낮은 탄성재를 용하더라도 단일층으

로 용하는 것은 상부 몰탈 의 공진을 유발하여 성능

을 오히려 하시키는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성계수

가 서로 다른 재질을 추가하여 다층구조로 형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SKY Viva와 같은 섬유질 흡음재와 일반 

스치로폴 재질을 층한 경우와 방진고무  속스 링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탄성계수를 지녔다고 하

더라도 내부가 채워져있는 재질보다는 섬유질과 같은 흡

음성 재질을 용하여 다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5. 결 론

공동 주택에서의 층간 소음문제는 경제 수 이 향상되

면서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2005년 

7월 층간소음에 한 성능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기까

지는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상 거주자들 당사자들 사이에

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여겨졌다. 물론 지난 10여

년동안 층간소음을 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한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지만 그로 

인한 부분의 제품들이 20mm 수 의 완충재에 집 되

어 있어 체감수 의 성능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5년 건교부 고시를 통해 슬라  

두께를 210mm이상으로 용하거나 량충격음 50dB을 

만족하도록 규제하게 되면서 신축 건물의 공사비가 증가

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 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원가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원가 감보다는 성능 개선에 을 둔 본 연구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과 련있는 요소들에 해 문헌  

기존 자료를 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 로 성능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류한 뒤, 각 요소에 합한 소재를 

총합하여 요소별 조합을 통한 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존 이론에 해서는 이미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단 시간에 목표하

는 바를 달성하기 해서는 장실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 고 이를 해 용한 마감몰탈 건식화 공

법은 단시간내에 다양한 바닥구조를 시험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매스와 스 링 역할로 구분된 각종 바닥구조 구성자재

들을 상으로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고 그에 한 량

충격음 차음성능을 계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스 링 정수를 지닌 방진고무를 사용한 경

우 량충격음은 속스 링에 비하여 2dB정도 

하된다.

2. 섬유질 흡음재 사이에 ALC, 콘크리트 블럭, EPS와 

같이 매스의 특성이  다른 종류의 재질을 용

하여도 성능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 링 정수가 낮은 탄성재를 용하더라도 단일층

으로 용하는 것은 상부 몰탈 의 공진을 유발하

여 성능을 오히려 하시키는 상이 발생하기 때문

에 탄성계수가 서로 다른 재질을 추가하여 다층구조

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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