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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층격음 차움성능 향상 

율 위한 설계자료의 제시틀 위해 천장구조가 서토 다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옴의 현장 

측정올 통하여 공동주택의 천장구조에 의한 바닥충격음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차음성능을 평가하였匚

측정태상 건물에서 천장을 설치한 경우가 비교적 높 

은 중격음 차옴성능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닥슬래브 하부 천장에 공기충과 완충재를 함께 설치 

하는 것은 기존 공동주택 등에서 경량 및 중량 바닥충 

격음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1. 머리말

건물의 천장, 벽, 바닥은 항상 인간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세대가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 

옴은 인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소옴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체에 이응되고 있는 콘크 

리트는 공기전달음을 잘 차단하기 때문에 차음재로서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한 지점에 중격을 받게 되 

면 고체진동이 바닥구조체나 벽체 둥을 통해 인접세대 

로 방사되는 륙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바닥중격음은 충격원, 바닥구조, 칙하실 

공간 둥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변화하며, 튝히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불균질한 다충구조로 이루어진 

온돌의 특수성때문에 바닥총격음의 이론예측에는 많온 

어려움이 있다.

공둥주택의 바닥충격옴 차옴성능 향상옲 위해서는 건 

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시공돤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체를 이용하여 바닥충격옴 

차음성능올 향상시키논 것온 시공상 ,경제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바닥슬라브 및 슬라브 완충충의 구조 

가 동일하고 천장구조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을 대상으 

로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의 현장측정을 실시하여 천 

장구조에 의한 바닥충격음 변화륵성을 분석하므로써 기 

존 공동주택 둥의 바닥중격옴 차옴성눙 향상을 위한 설 

계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측정개요 및 방법

2. 1 츅정대상 건믈의 개요

공동주택에서 천장구조의 차이에 의한 바닥충격옴의 

변화륵성올 파악하기 위하여 저충 맟 고충의 RC구조 아 

파트 10개동을 측정대상 건물로 선정하였다,〈표 1>에 

측정대상 건물의 개요를 나타낸다. 측정대상 건물은 27 

〜46평의 소 중 대형 아파트이며, 축정당시 W1 〜W7건물 

은 주민이 입주한 상태였다. 측정대상 건물 중 Wl, W5. 

W7건믈은 평형이 동임하지만. 바닥구조는 서로 다르게 

뫼어 잇다. W3. W4, W6건믈도 역시 평형은 같으나 바닥 

구조가 다르다.

[그림 니은 측정대상 건믈의 바닥구조를 나타낸 것이 

다. 측정대상 건물의 천장구조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 

고,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120皿와 150mm의 2종류 

로 되어 있오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완충충 재료로서는 

모두 경량콘크리트를 채웅하고 있다. 경량기포 콘크리

〈표 1> 측정대상 건믈의 개요

건물

기호

구

조
충 수 평형

측청 실 면적小勺 슬래브 

두께 [mm] 측정점
거 실 침 실

W1 RC 5충형 27 3.0X7.2 3.3X4.2 120 3 점
W2 RC 5층 형 27 3.3X3.9 4.2X4.2 120 3 점
W3 RC 5 층형 31 3.9X4.5 4.2X4.2 120 3 점
W4 RC 5 충형 27 3.0X7.2 3.3X4.2 120 3 점
W5 RC 5 층형 31 3.9X4.5 4.2X4.2 120 3 점
W6 RC 5층형 27 3.0X7.2 3.3X4.2 120 3 점
W7 RC 5층형 31 3.9X4.5 4.2X4.2 120 3 점
K RC 16충형 31 4.2X3.6 4.5X3.6 120 5 검
J RC 15충형 46 4.5X4.2 4.2X4.2 150 5 점
C RC 15층형 27 - 4.2X3.7 150 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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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공기충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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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ne. 슬라브 120
（&＞스티로폴 30T
冬공기충 30T
⑥공기충 30T
（力석고보드 9T
⑧천장지

①마감몰탈 ＜0
0경링기포 Cone. 80
③Cone. 슴라브 150
©꽁기층 120
©석고보드 9T

① 마감몰탈 307。
② 경 량기 포 Cone. 60^70
③ Cone. 슬라브 120
®G.ff !6K 50T
©공기충 30T
⑥ 석고보드 9T
⑦ 천장지

①마감몰탈 40
0경랑기포 Cone. 80
③See. 슬라브 】50

[그림 1] 측정대상 건물의 바닥구조

트는 60~80inin의 두께로 되어 있으며, 마감몰탈충은 30 

'40mm, 콘크리트 슬래브를 제외한 바닥구조의 종두께 

는 90〜 120nnn로 되어 있다.

2.2 측정방법

바닥충격음의 차옴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상건 

물마다 인접직상하 세대의 침실에서 경량 및 중량 叫낙 

충격음을 측정하였다. 」그림 2] 에 평면도 띷 측정점의 

한 예를 나타낸다. 바닥층격음의 측정점은 음원실과 个 

음실에 대해 벽체에서 Ini 정도 떨어진 곳에 대각선상의 

5점 （町 〜町건물은 3점 ）을 선정해 가진점과 个음점으로 

하였다.

바닥충격음레벨은 침실내 각 가진점에 대한 수음섬마 

다의 레벨을 3회씩 측정하여 경량 및 중량충격음의 피 

크평균레벨을 산출하였匸L 즉정시에 측정주파수 대역은 

63Hz~ 4000Hz 범위로 하였으며, 측정치를 1/1 옥타브밴 

드 중심주파수별로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폰의 측정위치는 바닥위 1.5 피로 하였으며, 

측정값의 변동폭이 큰 서주파수 대역（63Hz, 125Hz） 의 

측정에 유의하였고, 측정 전에는 반드시 주위의 암소음 

레벨율 조사하여 주변의 암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 

였다. 즉정 및 분석에 사용된 기기의 구성도는〔그림

3）과 같다 .

3. 측정결과 분석 및 고찰

3. 1 바닥충격음 차음성능의 분포

〈표 2〉는 츅정대상 건물의 바닥충격음 차음성능을 차 

음등급과 차음지수로서 나타낸 것이다. 츅정대상 건물 

의 바닥충격음 차음성능은 경량충격음 L-60〜87, 중량 

층격음은 L-36〜61의 범위로서 대부분 일본 건축학회의 

권장기준（L-55, 2급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닥슬래브의 구조가 대부분 경량의 다 

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닥슬래브의 낮은 강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림 2] 측청대상 건물의 평면도 및 축정점

T
DAT Recorder

(Technics SV-260A)T
Precision Sound Level
Meter(B&K Type 2209)

림 3] 바닥충격음 츅정 및 분석기기 구성도

바닥슬래브 하부에 천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량충격음은 L-75〜87, 중량충격음은 L-47〜61의 범위 

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천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량충 

격음레벨은 L-60-78, 중량중격음은 L-36〜60으로서 천 

상을 설치한 경우가 비교적 낮은 충격음레벨 분포를 보 

이고 있다.

한편, 바닥슬래브 하부 천장에 공기충과 완충재릃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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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설치한 경우에는 중량충격음 차음성능이 L-36〜56으 

로서 허용기준(L-50, 2급)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튝히, 경량 및 중량 양 충격음의 차음성능이 

다른 바닥구조보다 거의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기 

존 공동주택 등에서 바닥충격음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바닥슬래브 하부천창에 공기충과 완충 

재률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3.2 천장유무에 의한 차이

［그림 4］는 천장의 유무에 의한 바닥층격음 변화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닥구조는 동일하고, 천장을 설치 

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경량 및 중량 바닥충 

격음레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중의 (a).

(b) 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가 120皿인 경우이며,

(c) 는 150皿인 경우이다. 두께 120mm의 콘크리乓 슬래 

브 하부에 천장을 설치한 경우 경량 바닥충격음은 천장 

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500Hz 이하의 대역에서 약간 낮 

은 바닥충격음래벨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량 바닥충격 

음은 250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낮은 충격음레벨을 나타내고 있으며, 125Hz 이하의 저 

주파수 대역에서는 오히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께 의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천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경우보다 경량충격음레벨이 

중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더욱 낮게 나타났으나, 

중량 충격음레벨은 전주파수 대역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5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 

서 그 현상은 더옥 뚜렷한 것을 알 수 있匸L 이는 천장 

내 공기충에 의한 공잔루과 현상때문이라 사료되며, 콘

〈표 2> 축정대상 건믈의 바닥충격옴 차옴성능

건물기호
바닥충격옴 차옴성농 一

장
 
무
 

천
 
유

슬래브 

두께 ［mm］경량 충격윰 중량 충격음

W1 L-80 (L-82) L-60 (L-59) 없 옴 120
W2 L-80 (L-78) L-60 (L-61) 없 옴 120
»3 L-75 (L-75) L-60 (L-58) 없 옴 120
W4 L-60 (L-62) L-40 (L-39) 있 옴 120
W5 L-70 (L-71) L-55 (L-56) 있 옴 120
W6 L-60 (L-60) L-45 (L-46) 있 옴 120
W7 L-60 (L-60) L-35 (L-36) 았 음 120
K L-80 (L-78) L-55 (L-53) 있 옴 120
J L-70 (L-72) L-60 (L-60) 있 옴 150
C L-85 (L-87) L-45 (L-47) 없 음 150

* ()내의 수치는 차음지수임.

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천장올 설치하는 경우 공기층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천장내 공기충의 영향

［그림 5］는 바닥구조와 천장내 완층층의 재료가 동일 

하고 천 장내 공기충의 두께 만 다른 경 우의 바닥증격 옴 

레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W6건물은 천 

장내 공기중의 두께가 3蛔, W7건물은 6。皿로 되어 있 

다.

천장내 공기층이 60驴인 경우에는 30皿인 경우에 비 

하여 경량 바닥충격음레벨은 1000Hz 이상의 고주퐈수 

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중량 충격음레벨은 1000 

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3.4 천장내 완충재료에 의한 차이

［그림 6］ 은 바닥 및 천장구조가 동일하고 천장내 완

— W1 건물느시。2건믈
+ W3건물 — K 건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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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슬래브 두께 150mm

［그림 4］ 천장유무에 의한 바닥충격음 레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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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천 장내 공기층 차이 에 의 한 

바닥충격음 레벨

[그림 6] 천장내 완충재료 차이에 의한 

바닥충격음 레벨

[그림 7] 천장내 폴리에틸렌 필름에 의한 

바닥충격음 레벨

중재료로서 스티로폴 30nnn률 사용한 W5건물과 G. W 50mm 

를 사용한 W7건물의 바닥충격음레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G.W 50皿를 채용한 경우 스티로폴을 채용한 경 

우보다 경량 및 중량 양충격원에 대하여 더 낮은 충격 

음레벨을 보이고 있다.

바닥중격음 차음성능은 W5건물의 경우 경량 L-70. 중 

량 L-55, W7건물의 경우 경량 L-60. 중량 L-35로 나타 

나 G.W. 5。皿0를 채용한 경우가 스티로폴 30mm를 채용한 

경우보다 경량 2등급, 중량 4등급만큼 차음성능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匚L

[그림 7]은 바닥 및 천장구조가 동일하고 천장내 G.W 

하면에 폴리에틸렌필름율 설치한 경우(W4건물)와 설치 

하지 않은내6건물)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폴리에틸렌 

필름에 의해 경량 충격음레벨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중량 충격옴레 벨은 1000Hz 이 하의 대 역 에서 다소 낮게 

나타나 1등급만큼 차음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천장구조가 서로 다른 10개의 공동주택율 대상으로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의 차옴성능올 현장측정하고, 

천장구조에 의한 바닥충격음 변화특성을 분석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대상 건물의 바닥충격윰 차음성능은 경량충격옴 

L-60-87. 중량충격음 L-36~61 의 분포를 보이고 있오 

며, 바닥슬래브 하부에 천장이 없는 경우 경량충격음 

L-75~87, 중량충격음 L-47〜61의 분포를, 천장이 설치 

된 경우에는 경량 L-60〜78, 중량 L-36-60의 분포를 

보여 천장올 설치한 경우가 비교적 높온 충격음 차음성 

눙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바닥슬래브 하부 천장에 공기충과 완중재를 함께 설 

치하는 것은 경량 및 중량 양 중격음의 차윰성능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나 기존 공동주택 등에서 바닥충격음 차 

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효과적이라 생각 

된다.

3) 바닥슬래브 하부에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경량충격 

음은 주파수에 따라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중량충격음 

은 공진투과 현상에 의해 오히려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 

우가 있어 콘크리트 슐래브 하부에 천장을 설치하는 경 

우 공기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바닥구조와 천장내 완충충의 재료가 동일하고 천장 

내 공기층의 두께가 60皿인 경우에는 3。皿인 경우에 비 

하여 경량 바닥충격음레벨은 1000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중량 층격음레벨은 1000 

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5) 천장내 완충재료로서 G.W. 50岫를 채응한 경우가 스 

티로苦 30皿를 채용한 경우보다 경량 2등급, 중량 4등 

급만큼 차음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장 

내 G.W 하면외 善리에틸렌필름에 의해 경량 충격음레벨 

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중량 충격옴레벨은 1000Hz 이 

하의 대역에서 다소 낮게 나타나 1등급만큼 차옴성능이 

향상된 것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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