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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우리나라 주거형식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되는 소음민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바

닥충격음 저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바닥충격음 성능의

법 기준을 설정
(1)
하고 시행중에 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의 측정방법 등급기준 표준바닥구조 완충재의, , ,

물성 기준 등을 규정 하고 있다 현재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하여 슬래브 상부에 완충재를 설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

며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와 바닥충격음의 상관관계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는.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고시에 따.

른 동탄성 계수 측정방법인 KS F 2868(2)에 의하면 시험방

법중 무게 당 재하질량 의 하중판을8±0.5kg(1 200kg)㎡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중판의 재하시간에 대.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완충재

를 대상으로 하중판의 초기 재하시간과 동탄성 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 방법 및 대상2.

측정 방법2.1

바닥충격음 완충재의 재하시간에 따른 동적 특성 연구
(3)

에서는 재하시간의 증가에 따라 동탄성 계수가 증가함이 나

타났다 그러나 측정 시간 간격이 길어서 초기 재하시간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초기 시간 이2

내의 하중판의 재하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분 동안 분30 1

간격 회 측정 후 분 간격으로 회 분후 회의 총30 10 3 , 30 1

분의 동탄성 계수를 측정하였다90 .

동탄성 계수 측정방법은 에 따라 실시하KS F 2868:2003

였으며 펄스가진법으로 측정하였다 펄스가진법은 그림 과. .1

같이 하중판과 시험편으로 구성된 진동계의 고유진동수에서

하중판의 진동 가속도 진폭이 5cm/s
2
정도가 되게 하중판

의 중앙을 충격주파수 정도의 가진원에 의해 단발로80Hz

충격 가진하고 가진점 부근의 점에 대한 진동 속도 응답, 1

파형을 측정한다 주파수 분석을 통한 고유진동수를 측정하.

는 스펙트럼 해석법을 통하여 고유진동수(f0 를 측정 후 식)

과 같이 동탄성 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1) .

펄스가진을 통한 스펙트럼 해석법으로 동탄성계수를 산출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표 과 같다. .1 .

St′ = ( 2 fπ 0 )
2 m․ (1)

St′ 단위면적당 겉보기 동탄성계수: [MN/m
3
]

f0 진동계의 고유진동수: [Hz]

m 하중판의 단위면적당 질량: [kg/m2]

그림 측정기기의 구성도1.

표 측정장비1.

Equipment Model & Maker

FFT Analyzer SA-01, RION

Accelerometer KD37, RION

Impact Hammer 086C02, PCB

측정 대상2.2

본 연구의 측정대상은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 동탄성계

수 40MN/m
3
이하인 완충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완.

충재의 재질은 발포폴리스틸렌 계 폴리에틸렌계(EPS) ,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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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폴리프로필렌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계 이(EPP), (EVA)

며 표 와 같다2. .

표 실험에 사용된 완충재2.

구분
두께
( )㎜

밀도
(kg/ )㎥

재질
초기 동탄성
계수(MN/m3)

A 30 22.1 EPS 4.4

B 30 19.9 EPS 5.1

C 20 25.7 EPS 6.9

D 15 39.1 EPS 6.9

E 15 41.7 EPS 6.9

F 15 47.1 EPS 7.8

G 20 17.0 EPS 9.0

H 20 14.9 EPS 16.0

I 40 23.3 EPS 25.6

J 30 23.4 EPS 37.3

K 20 115.7 EPP 38.5

L 20 120.5 EPP 39.6

M 15 40.1 EVA 3.0

N 15 31.7 EVA 4.9

O 15 28.3 PE 25.3

P 11 23.2 PE 23.5

실험결과 및 분석3.

완충재 재질에 따른 동탄성계수 변화3.1

발포폴리스틸렌 완충재(1) (EPS)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완충재의 하중판 재하시간에(EPS)

따른 동탄성 계수 변화율은 그림 와 같다 의 동2. . 5~13.3%

탄성 계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분 전후로 수렴되었다30 .

초기 동탄성 계수의 값이 37.3MN/m3 이었던 시편의 경우J

하중판 재하 분후 최종 측정 시90 9.8% (41.3MN/m
3
의)

증가로 인하여 법적인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발포폴리스티렌 완충재 동탄성 계수 변화율2. (EPS)

기타 완충재(2) (EPP, EVA, PE)

재질의 완충재는 완충재와 같이 미EPP, PE EPS 15%

만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초기 분 후 수렴됨을 보이고 있10

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계 재질의 완충재는 가. (EVA) 20%

넘는 큰 변화율을 나타났으며 총 분 하중판 재하시간동안90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탄성계수의 값이 높았.

던 재질의 완충재 역시 동탄성 계수의 증가로EPP K, L

인한 법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

그림 발포폴리스티렌 완충재 동탄성 계수 변화율3. (EPS)

결 론4.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 바닥충격음 완충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탄성 계수의 값이 40MN/㎥을 만족하여야 하는

발포폴리스틸렌 계 폴리에틸렌계 발포폴리프로필(EPS) , (PE),

렌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계 의 하중판 초기(EPP), (EVA)

재하 시간 경과에 따라 의 동탄성 계수 증가5.2% ~ 24.4%

가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 초.

기 측정 값이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였지만 동탄성 계수가

높은 완충재의 경우 하중 재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가로

인하여 법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후 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닥충격음 완충재 동탄성계수 측정

표준규격에 따르면 하중판 재하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측정시 오차의 발생으로 바닥충격음.

완충재의 품질 관리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기

준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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