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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

1) 공동주택(Residential Buildings)의 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 2조의 5(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를 참고하면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

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분류

하면 Table 1과 같다. 다른 명칭으로는 ‘집합주택’ 혹

은 ‘집합주거’인데, 이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인데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영어로는

Residential Buildings으로 통일한다.1

 2)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은 그 종류에 따라 아래 Table 1과 같이 분

류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Table 1에 명기된 모든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최대장점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지

점유면적의 감소가 가능하고, 보행광장, 어린이 놀이

터, 공원 등 공공용지의 확보 수준 향상이 가능하며,

설비(공조조화, 급탕, 변전, 정화조 등)의 집중화가 용

이하며, 유지관리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연

과 격리되어 정서적 생활에 불리하며, 공동사회의 소

속감과 연대 의식이 결여되기 쉬우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고, 획일적 형태로 건축 기호에 대한 독자성

의 결여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2

2. 국내 공동주택 현황

1) 우리나라 공동주택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심지어는 郡단

위 행정체계를 포함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와 공동주택群이 이루는 스카이라인(skyline)이 도시

의 형상을 지배하고 있다. 아파트가 여느 건물축보다

높다 보니, 이전 시골의 완만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

인은 더 이상 친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국적

느낌마저도 든다. 지난 40여 년간의 공동주택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주거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왜 모

두들 아파트에 집중하는 것인가? 윤수일의 ‘아파트’

라는 노래도 꽤 오래 전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투자목적으로 하나 더 소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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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새롭고 더 넓은 평형대로 이전하는 것이 전

국민의 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부터 2013

년간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공급 수치는 Fig. 1과 같다.

근년에도 매년 200,000 여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

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3

 그런데, 이토록 높은 아파트 주거율이 무슨 문제인

가?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찾아 옮긴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인간의 가장 보편

적 욕망이고 자연스런 현상이 아닐까? 

 오늘날 주요한 주거양식이 되고 있는 아파트 주거

는 폐쇄적인 생활공간, 개인주의적 생활문화를 초래

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져 왔다.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 고통과 부담으로 간주되어서

는 안된다. 주거를 통한 인간적 관계는 주민 서로의 필

요를 돕는 상호협력관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상

호승인 관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공동

체 문화실현으로 집약되는 아파트 주거권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

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더욱 더 행복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인구밀도 및 주택보급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505

인/km2으로서, 세계 3위이며, 특별히 수도권은 전체인

구의 49.1%가 집중되어져 있어서, 여타 지역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높은 인구밀

도의 해결책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

히 진행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에 대한 통계청 자료가 나타

내는 지표는 Table 2와 같이 이미 필요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어진 상태이다. 기존의 주택보급율 이나 신주

택 보급율 이나 상관없이 100% 이상 공급되어져 있으

며, 상당 기간 보급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의 전환 수요와 20년 이

상 된 구형 공동주택은 최근의 공동주택과 비교해 볼

때, 편의성이나 경제성, 에너지효율에서 차이가 많아

더 좋은 환경으로의 전환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는 확연히 진

보된 신기술이 도입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사회문제

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Table 1. Kinds of residential buildings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의 분류기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제외

한다)이 660 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

한다)이 660 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각 호수별로 주인이 각각 따로 있음.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다가구주택 ; 다세대 주택의 반대로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임.

Figure 1. Annual supply of residenti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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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의 주거 변화율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970년까

지 우리나라의 주택은 거의 단독주택이었으나, 1980

년 올림픽타운을 필두로 하여, 공동주택이 정책적 및

개인적 선호에 따라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다. 1989년

까지만 해도, 전체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

율이 30% 이내였던 것이, 2005년에는 60%를 넘었고,

2010년에는 이미 70%를 넘었다. Table 3은 최근 4년

간의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공급세대수를 표시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주거율

은 아래 Table 4와 같으며,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71%로서, 이는 비교할 만한 국가가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높고, 매년 그 비율이 지속적으

로 올라가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

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공동주택 주거율이 높

은 것은 부족한 국토로 인한 토지밀집도 및 효율성에

서 출발했지만, 이후 40년 이상 공동주택은 가장 안전

하고 효과적인 투자대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서 일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난방효율성과 열차단성,

단열성, 쾌적성, 관리성 및 경제성 등의 우수성이 공동

주택 주거비율 상승을 견인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나, 향후 우리나

라와 비슷한 주거형태로 전환 중인 중국이나 싱가포

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도 대도시에서의 공동주택

주거율이 높아지고 있는 바,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연

구의 가치와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House supply rate verse no. of families (2014년도)

구분
신주택보급율(%) 구주택보급율

주택수 가구수 보급율(%) 주택수 가구수 보급율(%)

전국 19,428.6 18,772.5 103.5  15,988.8 13,535.4 118.1

수도권 8,886.7 9,048.8 98.2 7,223.7 6,721.6 107.5

지방 10,541.9 9,723.7 108.4 8,765.1 6,813.9 128.6

*주택보급률과 舊주택보급률의 차이점
주택보급률 산정에서 종전에는 주택수에 다가구주택을 1가구로 계산하고 가구수에는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보통가구
+ 1인가구 + 5인이하 비혈연가구)를 제외하였던 바, 실제보다 주택보급률이 높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 12월 30일부터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음. 新주택보급률에는 다가구 주택을 구분 거처호수로 주택수에 포함
하고 1인가구와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도 가구수에 포함하였다.

Table 3. No. of residential buildings in 4 recent years 

 년 도  2010  2011  2012  2013

분양

주택

아파트  7,270,959  7,456,141  7,747,747  7,920,280

연립  190,186  190,452  192,814  195,681

다세대  3,417  2,318  7,846  10,012

 임대주택  904,353  937,776  904,802  934,324

 공동주택 전체  8,368,915  8,586,687  8,853,209  9,060,597

 증가율(%)  3.589  2.602  3.104  2.343

Table 4. Residential rate in residential buildings in Korea

 TYPES OF HOUSES 1990 1995 2000 2005 2010

PRIVATE HOUSES 66 47.1 37.1 31.9 27.3

RESIDENTIAL HOUSES 31.1 49.2 59.2 66.5 71.6

HOUSES IN COMMERCIAL BUILDINGS & ETC. 2.9 3.7 3.7 1.6 1.1

TOTAL 7,160,000 9,205,000 10,959,000 12,494,000 13,8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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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간소음 기술 동향과 관련 규정

1) 해외개술동향

(1) 독일의 층간소음 기술동향 및 관련규정

선진 외국에서 바닥 충격음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으며 1932년 독일의 Reiher 는 바닥 충격음의

평가시에 같은 충격음을 항상 발생하도록 하는

Tapping Machine을 고안하였다. 이는 입식 생활을 하

는 서구에서는 구두소리와 같은 경량충격음이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바닥충격음의 대처

방안으로 연구한 방법은 뜬바닥 (Floating floor) 구조

로 바닥과 구조물사이에 탄성계수가 작은 물질

(Mineral wool 등)을 넣어 진동 및 충격 (Impact)을 차

단하는 원리이다. 뜬바닥 구조는 일반적으로 소음의

차단에도 효과가 있으며 대형선박의 엔진 조정실처럼

소음과 진동이 극심한 대형 디젤 엔진에 인접한 거주

공간의 소음·진동저감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4

1953년 독일은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규격화하였

으며, 1971년에는 발포 플라스틱 등 차음 재료의 규격

이 제시되는 등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대책이 개발되

어져 왔다. 

(2) 미국의 층간소음 기술동향 

David Harris의 1997년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조절매뉴얼’에 따르면, 미국은 차음성능으로 지리적

위치, 경제적 조건, 바닥주조 기능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5 또한 건축물 바닥 시공방법과 재료면

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난다. 첫째, 우리처럼 공

동주택이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고층이지도 않다. 보

통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2층, 3층, 높아도 5층 정

도이다. 둘째, 바닥마무리 재료가 대부분 섬유조직인

카펫(carpet)이고,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기

에, 체질적으로 층간소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카펫과 신발이 상당히 우수한 층간소음차단구조

의 설계물이자 좋은 재료들이기 때문이다. 

(3) 일본과 중국의 층간소음 기술동향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연구

는 주로 일본에서 이전부터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측정과 이론해석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소음과 진동

이 지진과의 관련성이 높아서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

많은 연구되고 있는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에 대한 일

본의 연구결과는 유사한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우리나

라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에는

목조주택이 많아서 목재 바닥충격음에 대한 연구결과

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을 二

重 으로 시공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주택건설 계획

법의 제정 공포로 양산화 주택에 따른 내부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73년 바닥 충격음 측정방법(JIS A

1418)을 만들어서, 차음성능 개선 방안으로서 뜬바닥

구조용 완충재(JIS A 6321, 6322) 등 차음 재료와 건축

물의 차음성능 기준과 설계지침이 제시되었다.6

최근 중국에서도 공동주택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2008년에는 중국 전체에 걸쳐서 약 22,470 세

대의 아파트가 신축되었으며, 2009년에는 약 25,600

세대, 2010년에는 약 34,040 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됨

으로써 최근 3년간 아파트 건설량은 15% ~ 30%로 급

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건설 증가량에

비하여 바닥충격음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중국의 바닥슬래브 두께는 120 mm ~

150 mm로 매우 얇고 그 위에 상치되는 재료를 포함하

면 전체 바닥두께가 약 200 mm에서 240 mm로 국내 표

준바닥구조의 전체 두께인 310 ~ 360 mm에 비해 매

우 얇은 경향이 있다. 중량충격음의 차음성능이 바닥

구조체의 밀도 및 두께에 비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처럼 바닥슬래브가 얇은 경우 중량충격음의 제어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층간소음을 제어하기 위

해 중국에서는 현재 슬래브 상부에 고밀도 발포체

(Foam)을 적용하고 있으며, 천정 반자에 제진용 감쇠

판(Damping board)를 설치하고 있다.

2) 국내외 바닥충격음 규정 

Table 5는 국가별 층간소음 규정치다. 바닥충격음의

측정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은 국제기준인 ISO 140이 있

으며, 그 외에 미국의 ASTM 1007-84, 일본의 JIS A

1418 등이 있는데 ISO를 비롯한 서구 기준은 경량충

격음만 다루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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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기술동향 및 규정

(1) 국내 층간소음 기술동향

국내의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공동주택과 복합건

물의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

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추구하는 수요에 따라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과 규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바닥충격음 관련규정이 발

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공동주택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복합빌딩의 층간소음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슬래브(slabs)의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이중바닥구조를 적용하여 차음재를 사용하는

것이며, 국내 바닥충격음 저감에 대한 연구방향도 이

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현장 시공시 공정이 복잡

하여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요인

이 될 뿐 아니라, 경량충격소음 제어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중량충격음 제어에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

다. 기존의 공동주택에 사용되어온 바닥 슬래브의 구

조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써 그 두께는 약

125 ~ 150 mm 사이에 존재하며, 노후 공동주택의 바

닥구조는 대부분 뜬바닥 구조이다. 완충재 위에 구성

되는 뜬바닥 구조는 단열층과 축열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단열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로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감재

로 70 mm 내외의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

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의 층간소음 문

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노

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시 사용 중인 바닥충격음 저감

재는 각 제품마다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을 동시에 만족

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는 없는 실정이다.

(2) 국내층간소음 평가방법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문제시되는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중량충격음 발생

기도 현재는 일본에서만 제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에서 지정한 표준 중량충격원은 뱅머신

(Bang Machine)으로써 타이어를 일정 높이(85cm)에

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려 소리를 발생하는데 어린아이

가 뛰거나 달릴 때의 충격음처럼 충격지속시간이 길

고 주로 저주파수에 집중된 충격음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뱅머신의 소음이 실제 소

음원에 비해 지나치게 커 표준 중량충격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일본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팩트볼(Impact Ball)을 개발하여 표준 중량 충격원

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임팩트볼을 이용한

측정방법을 도입한 후,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

되어 2015년부터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이 제정되

고, 1983년 중량충격원이 첨부되어 LH를 비롯한 일부

민간 건설회사에서 바닥 충격음 방지대책에 대한 기

초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2003년 4월 22일[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표된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의 규정으로 발전해 왔다. 

 Table 5. Floor noise regulation of several foreign countries

 Country
Light weight Impact sound Heavy weight impact sound

standard (dB)  control standard (dB)  control

 Korea 58 by law 50 by law

Japan 65 recommended 60 recommended

Denmark 58 recommended

Norway 53 recommended

Sweden 58 recommended

Finland 53 recommended

Germany 53 recommended

U.S.A. - HUD (주택도시개발국) 48~55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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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층간소음 관련규칙

그동안 정부는 끊임없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

간소음 해결을 위해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을 개정

을 공포주택법 44조의 2(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하였고, 2014년 6월 3일에는 기존 규정에 대한 보완을

통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환경부, 국토교통부)을 시행하였다. 층간소음의 기준

은 Table 1-6과 같다. 이 규정 이상의 우수한 층간소음

효과를 나타내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본 연구의 목

적임은 당연하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보면;

①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기준 KS 

(국내기준)

 - KS F 2810 - 2001 (63Hz - 4000Hz) 개정판

 - 경량충격음 : 2810-1 (125Hz - 2000Hz)

 - 중량충격음 : 2810-2 (63Hz – 500Hz)

② 바닥충격음 평가방법에 관한 기준 KS (국내기준)

- KS F 2863 - 2002 (63Hz - 4000Hz) 개정판

- 경량충격음 : 2863-1 (125Hz - 2000Hz)

- 중량충격음 : 2863-2 (63Hz - 500Hz)

(개정안의 기준근거 : ISO 140-7, JIS A 1418-1,

1418-2)

③ 2015년 현재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안된 적용중

인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기준

 - * 중량충격음 :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Li,Fmax,AW) < 50dB

 - * 경량충격음 :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

음 레벨 (L'n,AW) < 58dB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방법

에 관련된 KS 규정안이 2004년 부터 시행 중에 있으

며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시공자가 준공 이전에 등급

제로 평가를 받아 공시하게 되어있다. 현재 국토해양

부에 의해 제안된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기준은 다

음과 같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 입장을 고

려하여 국토해양부의 제안안보다 강화된 기준안을 제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6월 3일, 가장 최근에

개정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

령(환경부, 국토교통부)을 시행 중에 있다. Table 6은

층간소음의 기준이다. 

4) 특허분석 

본연구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국내 논문수에 대해

저자가 확인해 본 것만 해도 족히 100편 이상이나 되

고, 관련 특허도 수십 건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부분

이 서로 겹치고 기술적 차별성이 많지 않아, 아직도 가

야 할 길이 먼 형편이다.

Fig. 2의 그래프上의 수명주기상의 기술적 현재위치

는 D로서, 이는 도입기를 의미하고, 소음차단에 관한

기술은 특허출원 件수면에서는 현재 쇠퇴기(E)이나,

쇠퇴기이면 대두되는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되어가

는 안정기이어야 하나, 여전히 기존의 기술로 문제점

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기술 개발면에서는 여전히 도

입기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특허 건수면에

서는 충분히 많이 등록이 되었으나 그 결과가 좋지 못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으려 수많은

연구와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

일 수 있다.

2003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발표한 “특허

인용분석을 통한 기술수명 예측”보고서에 의해 특허

출원 및 인용 현황에 의한 기술수명 예측에 따라 유추

Table 6. Regulation of floor noise, dB(A)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야간

(06:00-22:00) (22:00-06:00)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데시벨 기준예시

38-48 dB 뛰거나 걷는 소리, 문과 창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40-45 dB TV, RADIO, 악기소리

52-57 dB 망치질, 의자 가구 끄는 소리, 헬스기구나 골프연습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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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바, 현재의 “층간소음”차단을 위한 특허 출원건

수가 Fig. 3과 같이 200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기술의 쇠퇴기(E)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

지 못하여 많은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 발생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기준마련이 최근에서야 급격한 이슈화

되고 있다.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가 2012년 설립되어 운영되는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

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7 

5)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 토

양 등의 환경오염처럼 축적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소

멸되는 특징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소음이

나 진동에 의한 피해도 심각한 환경적인 공해임은 부

정할 수 없고, 개개인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로 작용하

는 개인적 차이는 크다.2 난청, 불쾌감 등의 정신적 피

해, 휴식 수면방해, 작업이나 부의 집중 방해, 더 나아

가 두통,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 피해는 막중하다.8

헌법 35조 1항을 언급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경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우리 사

회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나날이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주 살인사건으로까지 나타나기

도 한다. 원인은 실상, 건축물공급자인 건설회사나 층

간소음차단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제공했지만,

그 고통은 국민 모두가 감당하고 있는 불공정한 룰이

형성되어져 있다. Table 7은 환경부 소속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이후 민원접수 건수이다. 

 Figure  2. Technical stage analysis by patent curve by the no. of patent issue.

Figure  3. No. of patent searching by keywording‘Floo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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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층간소음(Floor noise)

1) 층간소음의 정의(Definition of floor noise)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

작한 화장실 물소리, 바닥 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소리 등을 총칭하며, 크게

고체전달음과 공기전달음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전달음이 이웃 세대에 전달되어 지는 모형은 Fig. 4에

도식화 하였다.

(1) 고체전달음(Solid borne sound, SBS)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

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직접충격음이라고도 함)이

다. 고체는 체적탄성 즉 체적변화에 저항하는 성질 뿐

만 아니고 형상의 변화에 저항하는 전단탄성을 갖는다.

따라서 고체 일부에 힘을 가하면 각종파가 발생한다.

파의 성질은 경계조건 즉 고체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

르다. 매질 내의 한 점에 도달한 파동은 주변의 매질들

을 자극하므로 파동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에너

지전달현상이다. 이러한 에너지전달 과정에서 매질의

어떤 부분도 원래 위치로부터 영구히 변화되지는 않으

며, 따라서 물질전달 없이 에너지전달이 이루어진다.

① 종파(압축 인장파, longitudinal wave=primary

wave=P波)

고체입자의 진동방향과 파의 전파방향이 동일한 밀

속파를 말한다. 즉 파의 진행방향과 입자운동방향이

같다는 의미다. 종파는 철근랩핑을 통해서 상당히 좋

은 효과가 기대된다. 매질은 기체, 액체, 고체이다. 

② 횡파(전단파, transverse wave=secondary wave=S波)

고체의 전단탄성에 의해 입자의 변위 방향이 파동

의 전파방향에 대한 수직인 파를 말한다. 횡파는 철근

랩핑을 통한 효과는 더 검토해야 한다. 매질은 고체이

다. Fig. 5에서 종파와 횡파를 도식화하였다.9 

 

③ 고체음의 전파에 따른 감쇠

고체 중에 진동이 전달될 때에는 고체내부 점성에

의한 감쇠가 발생함과 동시에 단면의 변화, 접합부, 분

기부 등의 부분에서 파의 반사 및 파의 종류의 변형이

발생함으로써 감쇠가 일어난다. 따라서 Sleeves의

wrapping 적절한 위치는 저응력부위와 철근의 이음부

등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감쇠 부위

중 내부손실에 의한 감쇠를 들 수 있는데, 고체내부의

점성에 의한 진동에너지의 일부는 열에너지로 변환되

면서 감쇠가 일어난다.

Table 7. No. of noise complaint reported to national

noise system

 구 분 콜센터상담서비스 현장진단서비스

건 수 33,311 7,770

2012년 3월~12월 7,021 1,829

2013년 1월~ 12월 15,455 3,271

2014년 1월~ 7월 10,835 2,670

 Fig. 4. Solid borne sound and air borne sound Fig. 5. Longitudinal(P) wave and transverse(S)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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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전달음(Air borne sound, ABS)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간접충격

음이라고도 함).

층간소음이라 함은 공동주택에서의 동일한 벽체와

지붕 및 바닥을 공유하는 인접한 위, 아래 세대에서 발

생하는 소음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는 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 외 세대 간 연결된 배관, 배선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소음을 포함한다. 세대간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 외에도 발코니 등 개구부를 통해 우회

적으로 들리는 소음까지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10

 좁은 의미로는 바닥에 충격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 및 보행 또는 물건의 낙하, 어린이들의 뜀 및 가

구의 이동에 의해 발생한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면, 바

닥 슬래브는 굴곡, 진동하고 그 진동이 공기 중에 음으

로 방사되는 현상이다. 충격특성에 따라 경량충격음

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되고, 태핑머신과 뱅머신을

통해서 측정된다. 주로 수직방향의 공기전달음과 수

평방향의 고체전달음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도록 하고,

이 양 소음의 감쇠가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기도 하

다. 수직방향의 공기전달 소음은 고분자 재료들을 기

본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는 형태는 유사하나 접목하

는 방법이나 재료가 상이하고, 수평방향의 고체전달

음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전에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독창적인 건축공학적 접근이다.

2) 층간소음의 발생원인(Source of floor noise)

(1) 원가절약을 위한 건설업체들의 슬래브(Slabs)

두께 감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환경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공동체의식이 사라져가고 있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해당되

는 층간의 바닥면인 슬래브(Slabs)의 두께를 경쟁적으

로 낮게 시공해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가의 대폭적

인 완화, 층간높이의 감소로 인한 용적률 및 고도제한

에 대한 해결책으로까지도 이를 사용해 왔다. 이렇게

낮아진 슬래브는 일차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확대시

켜온 주원인이라고 하겠다. 

(2)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의 확대

개인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집합적 밀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집단 민원의 가능성이 높은 그다지 쾌적

하거나 편의적인 건축물이 아니므로, 스트레스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의 구조는 벽식구조로

서 벽과 벽, 바닥과 바닥 또한 벽과 바닥이 맞붙어 있

거나 닿아 있어서, 소음과 진동이 개인주택이나 상업

용 건물에 비해서 별 감쇠 없이 전달된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

한 수준으로까지 악화되어져왔다. 쉽게 말하면, 다층

개인주택에서나 상업용 건물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

한 사회적 문제는 그다지 발생한 적이 없다. 

3)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Damage by floor

noise)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매일의 뉴스거리이자,

우리사회의 중대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그 피해의 유

형도 워낙 다양하여, 난청, 청력손실, 청취방해, 수면

방행, 신체의 악영향,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등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 영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정신적, 생리적 영향

 교실 내의 소음레벨이 50d B(A)를 초과하면 학습

능률이 저하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55 dB(A)를 넘

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고 65 dB(A)를 넘게 되면, 짜증

을 낸다고 한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소

변량이 증가하거나 양수막 조기파열의 발생 가능성,

말초혈관 수축, 부신피질 호르몬의 감소, 호흡·맥박수

증가 등 양상이 아주 다양하다. 

(2) 불쾌감

 불쾌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주 다양하다. 소음

원측의 요인에 해당되는 것만 표시해도 소음레벨, 주

파수 구성, 계속시간, 시작 시간, 발생횟수, 레벨의 시

간적 변동, 주파수의 시간적 변도, 음의 돌발성, 음원

위치의 확인여부, 발생원의 공공성, 음의 필요성 등 아

주 많다. 그 중에서도 소음레벨이 중요하며, 소음레벨

이 증가하면 불쾌감의 정도와 호수율은 증가한다. 실



Rubber Technology Vol. 17, No. 1·2, 2016 43

험실내에서는 1,000 Hz의 순음 및 1,000 Hz를 중심 주

파수로 하는 협대역 소음이 85 dB 정도 발생되면 대부

분의 피실험자는 불쾌감을 느낀다.

 (3) 사회적, 심리적 영향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배경소음에 대한, 개인 및

집단 간의 행동적 반응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등가소음레벨이 75dB(A) 이상이면 소음의 억제

를 위한 강력한 법적 호소와 같은 사회적 반응이 나타

난다는 것이 ‘소음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반응’에서

조사되어졌다.

 ① 5 dB(A) 초과 ; 산발적인 불만

 ② 10 dB(A) 초과 ; 광범위한 불만

 ③ 15 dB(A) 초과 ; 집단적 행동의 징조

 ④ 20 dB(A) 초과 ; 강력한 집단행동의 발생

4) 바닥충격음(Floor impact sound) 

(1) 바닥충격음 정의

바닥충격음이란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움직일 때 또

는 사람이 걸어갈 때, 바닥에 가하여지는 충격에 의해

서 바닥구조가 진동함으로써 발생되는 음으로 이때

발생한 고체음은 아주 일부분만 감쇠되고, 대부분인

나머지가 여러 위치에 전달되어 구조체의 표면을 진

동시킴으로써 직접 방사되는 공기전달음처럼 인식되

는 소음이다. 

(2) 바닥충격음의 영향요소

바닥 충격음의 발생 요인을 나누어 보면 표준충격

음, 바닥구조, 수음실 등 3가지 영향요소로 대별할 수

있다.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와 밀도가

영향요소일 것이고, 수음실은 천장의 재료, 깊이, 형태

등에 의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바닥충격음에

관련된 영향요소 중 충격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질

량 및 속도에 의한 운동량, 충격력의 파형에 관계되는

질량, 가진 점에서 본 스프링상수, 저항계수 등이 작용

하여 바닥충격음 전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외에도 可震点에서는 밀도, 두께, 경계조건이

며, 수음실에서는 바닥의 기하학적인 조건과 공간내

의 음의 시간적인 축척 효과에 관계되는 실의 크기 및

흡음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여 바닥 충격음 레벨을 결

정한다고 할 수 있다. 실의 크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10

(3) 바닥충격음 레벨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3항에 “공동

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바닥 충격음에 대한 최저 성능기준으로 경량충격음은

58 dB, 중량충격음은 50 dB를 만족하도록 고시하였다.

표 2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레벨로 나타내고 있다. 각 각 1 ~ 4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을 최고 성능 등급으로 하였으며, 각 등급간 차

이를 경량충격음은 5 dB, 중량충격음은 3 ~ 4 dB로 정

하고 있다.

(4) 표준충격원

일반적으로 바닥충격음을 평가하기 위해 실충격원

에 대하여 충격력 특성을 모사한 표준충격원을 사용한

다. 국내에서는 경량 및 중량 충격원이라고 인정 되는

표준 충격원 들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표준

충격원으로 경량 충격원은 태핑 머신(tapping machine),

중량 충격원은 뱅머신(bang machine)을 사용하고 있다.

각 충격원의 목적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모습

은 Fig. 6과 같다.

① 표준경량충격원

표준경량충격원은 하이힐 소리, 물건 낙하시의 가

볍고 딱딱한 충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충격주기 및

충격력을 보완하여 실생활의 충격력과 추종성이 좋은

충격원 으로 개발한 것이다. 고강성 슬래브 위에 하이

힐을 신고 다닐 때, 발생하는 고음역의 바닥충격음에

적합한 충격원이다. 다양한 충격원 가운데 하이힐소

리, 물건 낙하시의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대응 하는 태

핑머신이 표준충격원(경량충격원, Fig. 6)으로 사용된

다. 태핑 머신은 1932년 독일 에서 처음 개발되었는데

당시 성인(여성)이 구두를 신고 보행할 경우의 발생

소음을 모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발되었다. 이에

280 g의 Hammer를 이용하여 보행 주기로 3 cm 높이

에서 낙하시켜 정상음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짧은 충

격 주기와 충분한 S/N비가 확보될 수 있는 충격음을

발생하게 한다. 



44 고무기술 제17권 제1·2호, 2016

② 표준중량충격원

공동주택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어린이의 뜀과 같

은 충격력의 지속시간이 길고 충격력이 큰 것에 대해

추종성이 좋은 충격원이다. 일본공업규격협회(JIS)에

서는 사람의 보행, 어린이가 뛰는 행위 등 무게감 있

는 충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tire (Bang machines)

(Fig. 1-6)과 Impact balls (Fig. 6)이 사용되고 있다. 뱅

머신은 1974년 공동주택 에서 층간소음의 문제점인

아이들이 뛰고 달릴 때의 충격음과 같이 지속 시간이

길고, 큰 충격력을 가지는 소음원을 모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낙하높이 85 cm에서 낙하하면 충격력과 시간은 비

례하며 증가하다, 충격력이 4,000 (N)에 도달하기까지

는 약 10초 정도 걸리며, 10초를 넘어가면 충격력은

다시 비례하여 감소하다 약 20초 영역에서 0으로 감쇄

한다. 뱅머신의 타이어 공기압은 (2.4+/−0.2) × 105 Pa

로 정확히 주입 후 반자동으로 낙하 가진한다.

임팩트 볼은 기존의 뱅머신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

량구조의 건물에서 바닥충격음이 측정이 가능하도록

2013년, 5월, 6일 추가로 고안된 충격원이다. 임팩트

볼은 실제 아이들이 뛰는 소음과 충격력이 유사하다

고 해서, 뱅머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들어 개

발되었으며, JIS와 ISO에 각각 2000년과 2005년에 표

준 중량충격원으로 새롭게 채택되었다. 과도한 뱅머

신의 충격음(420 kg)에 비해 임팩트볼은 실제로 사람

에 의해 발생되는 중량 충격음(100 ~ 250 kg)과 유사

한 주관적 중량충격원(150 ~ 180 kg)으로 사용 되어진

다. 다만, 임팩트볼 방식을 도입하면서 측정값에 가산

하도록 한 보정치(3 dB)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바

닥충격음 측정방법에 대해 실태조사 및 관련전문가업

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중에 있어, 2015년 8월

27일 현재는 정부에서 뱅머신을 단일화 해서 측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급수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

음의 규정은 Table 1-6과 같다.10

5. 건축물의 감쇠설계 

1) 건축물의 감쇠현황

 건축물에서는 감쇠가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건축

물에서의 감쇠의 필요성은 생활소음으로부터의 탈출,

주변의 소음과 진동으로부터의 탈피, 더 나아가 지진

으로부터의 耐震 혹은 免震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생

활소음과 주변의 소음과 진동으로부터의 자유롭기 위

Figure 6. Noise insulation measur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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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건축재료나 소재로부터 출발하

여, 그들을 흡수 및 차단해야함을 살펴봤다. 소음과 진

동, 지진 등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같이 연구해야할 만

큼 그 연관성이나 학문적 근접성과 교차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 완벽한 감쇠를 위해서 더 큰 개념의 진동인 지

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더

완벽한 감쇠를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2) 내진구조 설계

내진구조는 본래 중력에 대해 설계된 구조골조에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부가적으로 부여시키는 방법에

서 출발했다. 특별히 일본에서의 지속적인 지진피해

에 대한 경험과 응답예측기술의 진보는 설계전방에

걸쳐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높였고, 지금은 내진설계

가 구조설계를 지배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내진설계는 어느 날 생겨난 생활의 부산물이 아닌,

공공의 복지 및 삶의 질,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로서의

법률적 성격을 띄고 발전해 왔는데, 그 기본은 1920년

대 관동대지진을 경험하면서, 유강논쟁(柔剛論爭)이

라고 불리는 것으로 剛(강)구조의 진척에 대한 학술적

논쟁으로서의 시작됐다. 이후 1960년대 후반 고도 경

제성장은 도시의 복층화를 불러왔으며, 여러 나라에

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등장과 더불어 제2차 유강논쟁

으로 이어졌으며, 건물의 주기가 길게 되면, 그에 반비

례하여 건물에 부가되는 진도는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이제는 유(柔)구조가 발전했다.12

 (1) 내진설계의 역사

 내진설계의 선두주자는 단연 일본이다. 수많은 지

진을 경험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진설계 기술

을 발전케 했다. 특별히 1920년대의 관동대지진은 사

회전반에 걸쳐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데 이 때

이미 진도법을 도입했다. 1950년대 진도법개정, 1960

년 나가타지진을 거치면서 actuator 진동대실험을 시

행했으며, 1980년대는 종국강도설계(新耐震設計法)

를 통해 1990년대는 성능설계에까지 이르렀다.

(2) 내진설계의 원리

건축물이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에너지 흡수능력의

확보가 가능해야 하는데, 지진에 대한 강도확보와 소

요변형의 확보가 내진설계의 기본틀이다. 다시 정리

하면, 지진에 의한 구조물에 투입된 지진입력 에너지

전부를 구조물에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구조물

에 흡수시킨다라는 것이다. 즉 구조체 그 자체에 에너

지 흡수능력을 부여하는 설계법이다. 층간소음방치시

스템도 지진이라고 하는 stress에 소음 및 진동흡수라

는 strain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작은 측면의, 내

진설계라고 할 수 있기에 여기서 내진설계이론을 다

루어 보는 것이다.12

3) 면진구조 설계

면진구조설계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건축물에서

먼저 연구한 내진설계 이론의 성숙과 적층고무(lami-

nated rubber isolators)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부

재가 1970년대에 들어와 출현함으로써 가능케되었다.13

(1) 면진고무의 역사

1900년대 방진고무에서 출발하여 1920년대 ball

bearings을 거쳐 1930년대 soft story (piloti)를 거쳐

1960년대 이중기둥과 laminated rubber isolators로 발

전하여 왔다.

(2) 면진설계의 원리

면진구조는 건물을 대지로부터 절연시키는 시스템이

고, 동시에 중력을 지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Table 6. Classification of heavy and light weight impact sound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등급 역A특성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등급 역A특성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1급 L'i,Fmax,AW ≤ 40

2급 43 ＜ L'n,AW ≤ 48 2급 40 ＜ L'i,Fmax,AW ≤ 43

3급 48 ＜ L'n,AW ≤ 53 3급 43 ＜ L'i,Fmax,AW ≤ 47

4급 53 ＜ L'n,AW ≤ 58 4급 47 ＜ L'i,Fmax,AW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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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쓰고 이상을 추구해온 건축공학자들의 노력에 의

해 적층고무 Isolators를 개발하여 실용화시켰다. 면진구

조도 에너지입력과 흡수에 관해서는 내진구조와 전혀

다르지 않으나, 가장 큰 특성은 장주기 구조라는 것이다. 

적층고무 Isolators는 매우 낮은 전단강성을 유지하

면서 압축하중하에서는 매우 큰 지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면진구조의 장주기화가 실현될 수 있다. Fig. 7

은 면진고무의 구조와 설치사진이고 면진구조의 장주

기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적층고무 Isolators의 높은

연직 지지력이다.14 

6. 공동주택과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 

1) 현재의 국내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공방법

(1) 현재 국내의 일반적인 층간소음차단 바닥시

공방법

2015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의 슬래브는 210 mm 이

상으로 강화되어졌고, 그 위의 바닥시스템이 본 연구

의 공기전달소음에 대한 주요 주제다. 먼저 국내에서

시공되어지고 있는 바닥시공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Fig. 1 - 8과 같이, 슬래브 위에 완충재, 즉 소음방지재

역할을 하는 고분자 발포재료가 20 ~ 30 mm 정도 되

고, 그 위 경량기포콘크리트가 60 ~ 70 mm 시공된 후,

마감 모르타르가 40 mm, 맨마지막으로 바닥마감재,

즉 장판이나 마루판이 3 ~ 10 mm로 시공되면 바닥은

완공된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8과 같다.

(2) 현재의 국내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개선된 시

공방법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체전달음은 측면에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PP(폴리프로필렌), PE

(폴리에틸렌)등의 고분자재료로 발포한 foam 형태의

리본에 양면 접착제로 벽체에 고정시켜서 사용한다.

하지만 소음방지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아 여전히 우

리 사회의 큰 갈등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Figure  7. Laminated rubber isolators.

Figure 8. Noise insulation system-currently constructing

floor  system in Korea

 Table 8. Currently constructing floor system in Korea

 Materials  Thickness Function

Surface mortar for pipe fixation of 

heating and water supply
40 mm Fixation

Light weighted foam concrete 60 ~ 70 mm Dampening

Dampening layer 20 ~ 30 mm Dampening

Concrete slabs 210 mm Structural slabs

Total 330 ~ 350 mm 30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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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공되고 있는 층간 소음 방지 바닥구조는

발포체를 이용한 소음 차단 구조물로써 주재료는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PP(폴리프로필렌), PE

(폴리에틸렌)를 혼합하여 발포시킨 혼합수지를 재료

로 하며 두께는 5 ~ 30 mm 이내이고, 경도는 쇼어-씨

(Shore-C) 경도 30 ± 20 이내가 되며 띠 형태를 가지는

벽체용 층간소음방지판을 슬래브와 벽체가 만나는 전

체 모서리의 벽체 하단부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층간소음차단 재료들을 톰슨방식으로 사방 가장자

리를 끼워 물려서 안착시킨 후, 내부는 소음의 흡수 및

분산을 위한 공간부가 형성되도록 하되 사방으로 보

강리브가 형성되도록 하며, 상기 보강리브에는 소리

의 흐름작용을 위한 틈새들이 형성되도록 하고, 상기

보강리브들의 사이사이에는 소음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멍들이 형성되도록 하였다.15

(3) 소닉스 시스템(Sonix system)

일반적인 층간소음차단시스템에서 차단재와 단열

재가 일체형으로 된 이중바닥 패널구조로 공기층을

중간에 넣어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향상 시킨 시스템

이다. 층간소음차단성능이 우수하고, 공기층을 형성

한 뜬바닥구조로 단열성능이 우수하며, 수분 배출로

온돌마루의 변색, 변형을 방지한다. 경량기포콘크리

트를 타설하지 않는 반건식 이중바닥 공법이다. 상세

구조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소닉스시스템은 슬래브

Figure  9. Improved insulation system – currently con-

structing in Korea.

Figure  10. Sonix noise ins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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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방진고무를 두고 그 위에 단열재와 플라스틱패

널을 설치하고, 그 윗부분은 기존의 공법과 동일하다.

2) 기존의 시공방법에 대한 분석

기존에는 대부분 스티로폼과 시멘트 구조로 이루어

진 바닥충격음 완충구조를 가졌고 이것들이 바로 오

늘날의 층간소음 문제가 야기되어 대부분의 시공방법

이다. 현대의 층간소음문제 그 자체의 심각성은 더 강

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시공부터 층간소음 문제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공한 서울시 마포구 현석

동 밤섬쌍용예가클래식은 처음에는 다소 비싼 분양가

였지만 그 편안함과 쾌적함의 소문으로 주변 시세보

다 2억 이상 거래가가 상승된 예도 있다. 즉 국민소득

의 향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더 하더라도 품질이 향상

된 주거를 희망하는 차별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

이다. EZ경제 2012년 3월 4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1,000만원이 더 비싸더라도, 층간소음 문

제에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경향이 크며, 그에

대한 지불 의지가 있다고 하겠다.

3) 일반적 바닥충격음 차단 및 저감대책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하 기본 대책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하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슬래브 두께가 증

가할수록, 차단 효과는 증가한다. 이런 부분이 기술적

으로 증명되어졌기에, 2015년부터는 모든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 투룸)까지도 확대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210 mm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2013년

이전 기존의 국내 공동주택 슬래브의 두께는 대부분

120 mm로 얇게 시공되어 있어 얇은 슬래브 두께는 위

로부터 오는 소음과 충격을 감쇠하지 못하고 사회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지속되어왔다. 

슬래브가 두꺼우면 슬래브의 곡면진동을 억제할 수

있고, 충격에 의한 고체음의 발생을 저하시킨다. 또한

두께가 증가하면 충격점의 실효질량이 상승하므로,

바닥 충격음 저감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요인

이외에도, 벽체의 위치나, 면적, 지지조건, 충격점의

위치, 설계의 안정성 등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바닥의 구조조건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 바닥슬래브의 조건 강화

①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해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217호(2009년 12월 18일)에 의하면 경량충격

음 58 dB이하, 중량충격음 50 dB이하 또는 표준바닥

구조 시공(벽식구조 210 mm, 무량판구조 180 mm, 라

멘구조 슬래브 150 mm이상으로 정한 이후 2012년 10

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

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슬래브 두께 210 mm 이상(라멘구조는 150 mm

이상)

-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통합(인정시험은

시공현장에서 실시)

-표준중량충격원(임팩트볼) 추가 ; KS F 2810-

2(2012.12)

- 완충재 성능기준추가 ; 동탄성계수 시험방법 보완,

잔류변형량 시험추가

②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2015년 5월 21일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더 적극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슬래브 두

께를 210 mm로 상향조정하였다.

③ Slabs 두께에 따른 충격음 레벨

슬래브의 구조 조건에 의한 충격 임피던스의 증가

는 바닥슬래브 두께와 관련이 밀접하며 Table 9와 같

이 슬래브의 두께는 중량충격음레벨의 증감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준다. 슬래브 두께가 10% 정도 증가하면

중량충격음레벨이 2-3 dB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5

콘크리트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충돌에 의한 바닥

진동의 진폭이 저하되므로 당연히 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즉,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우면 진동에 대해

반응량이 줄어들고, 슬래브의 강성을 높이는 것은 충

격점의 실효질량을 증대시켜 발생음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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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1) 더 효과적인 층간소음차단을 위한 소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거문제의 최대 이슈는 아마

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즉 이로 인한 사

회 갈등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 간의 법적소송, 싸움,

심지어는 자주 살인에 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사회

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는 작금, 학계와 산업계는 더욱 분발해야한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져 왔으나 왜 우리사회는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에 대

해 지속적인 갈등을 되풀이 하고 있을까? 현재의 제품

들이 충분히 층간소음 차단효과나 혹은 감쇠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왜 더 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하지 못했던 것일

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 각의 전문가들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건축공학과 고분자공학을

같이 전공한 융합학문 전공자로서의 결론은 단편적인

혹은 지엽적으로 학문적·산업적·기술적 접근으로 인

한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제품개발이 되지 못했기 때

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층간소음차단제

품을 연구 및 개발한 사람들은 크게 재료공학자들과

건축(재료)공학자들 인데, 먼저 재료공학자들은 실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에서 그 제품의 적용과 기능·품

질수행을 충분히 건축공학적으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재료로서만 기능에 집중한 나머지, 재료공학적인 측

면에서만의 접근이 우세했을 터이고, 이러한 한계 가

운데서 제품을 개발해왔고, 마찬가지로 건축(재료)공

학자들은 건축물을 구조적으로는 잘 이해했지만, 재

료공학에 대한 공학적 지식의 미비나 그 재료들이 건

축물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통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

할지에 대한 충분한 설계능력이나 예측능력의 부족으

로, 두 학문적·산업적 융합적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다

고 생각한다. 

문제의 현명한 접근은 건축공학과 고분자공학의 융

합공학 →ARCHIMER(건축고분자공학, ARCHItecture

+ polyMER )을 통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는 융합학문의 시대다. 이전

에는 어느 특정한 전문분야의 기술과 학문만 있으면

완벽한 제품이나 기술 구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러한 시대는 지났다. 시대의 흐름을 보라. 라이트 형제

는 기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

었고, 에디슨은 전기·기계공학 기술을 근간으로 수많

은 발명품들을 만들어 내어서 유사 이래 최고의 발명

왕의 칭호를 가지게 되었지만, 만약에 현대에 라이트

형제와 에디슨이 태어났다면 어쩌면 그러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현대 기술

의 총애라 일컬어지는 스마트폰은 전기공학, 전자공

학, 감성공학, 기계공학, 디자인공학 그리고 가장 중요

한 고분자공학 등의 융합학문의 쾌거다. 이러한 융합

학문 중 어느 한 분야라도 현대의 첨단기술 수준에 도

달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그 융합학문이나 융합기

술 및 제품도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없다. 이를 잘

반영하듯, 많은 대학들이 융합대학원이나 융합대학을

앞 다투어 개설하고 있다. 학문의 hybrid 혹은 다양한

학문의 융합적(convergence) 결합이 없이는 현대의 복

잡한 Mechanism과 Needs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Table 9., Heavy impact sound level on slab thickness variation

주파수(Hz)
Slabs thickness(mm)

120 140 150 160 170 180 200

63 82 79 77 76 75 74 72

125 73 70 69 67 66 65 63

250 62 58 57 55 54 52 51

500 54 51 50 49 48 47 46

1000 46 43 42 41 40 39 38

2000 39 37 36 35 34 33 32

4000 33 31 30 29 28 27 27

AL 61 58 57 56 55 5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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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성능과 품질 확보

를 위해서는 건축공학과 고분자공학의 융합공학을 통

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는 양쪽 학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기술부분에 대한 융합학문 전공자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하지만, 원했

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글쓴이의 이러한 융합학문전공

과 융합산업계의 실전 운영·개발경험과 기술은 우월한

위치에서 당 연구 수행이 가능했다고 하겠다.

2) 연구의 시스템적 접근

(1) Total systemized Access

대부분의 개발된 층간소음차단제품은 슬래브 위에

서 발생하는 수직방향에 대한 소음차단방식이 대부분

이다. 물론 이 수직방향소음에 대한 근원적 차단은 당

연한 출발점이나, 이것으로만 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에, 더 다양한 복잡한 소음전달 메카니즘에 대한 차단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평방향으로의 소음차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건축물 구조내에 철근에서의

차단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소음과 진동은 저밀도

에서 고밀도로 이전하는데, 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서

의 자갈이나, 시멘트, 모래층의 소음과 진동은 결국 최

고밀도를 가진 철근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철근

에서의 소음차단은 상당히 효과적인 감쇠수단이 된다.

(2) 소음차단의 기술개념 설명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층간소음 차음재의 경우 다

층구조(Multi-layers)의 바닥 구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세대의 실높이가 저하되는 문제를 여전히 해

결하기 어렵다. 또한 구조체의 밀도와 두께와 중량충

격음의 저감성능이 비례하는 결과를 감안할 때 기존

의 차음재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고, 공정의 추가로 인해 오히려 재료비와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본 연구의 핵심기술은 4가

지 이상의 異種소재와 각 소재들 간의 Interaction과 소

음 및 진동 차단 구조를 통해 본원적인 소음방지 성능

이 혁신적으로 향상된 판넬과 철근을 Wrapping

sleeves를 이용해서 소음·진동 차단연구이며, 특별히

콜로이드층을 중간에 2 Layers 확보함으로써 진동과

소음의 급격한 차단 효과를 이룬다. 

3) 결론 

더 근원적 소음차단을 위한 종합적, 다방면적인 접

근을 통해서 모듈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공정단계를

감소시키고,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며, 종래의 차음소

재에 비하여 압축강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충격음

차단효과도 우수한 바닥구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

는 것은 우리가 살고 이 시대의 소명이다. 관련 분야연

구자로서 더 매진하여 학문이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

는데 일조하는 것은 참된 학문의 길에서 마주칠 수 있

는 큰 기쁨의 열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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