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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법제화에서는 중량충격음의 등급을 공표하고 공동주택 바

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입된 표준바

닥구조는 상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저감할 수 

있는 완충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인정바닥구

조에서도 다양한 물성의 완충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데 중량충격음의 경우 완충재 설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측정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KS 규격에 표준

중량충격원으로 규정되고 있는 뱅머신(bang machine)의 

경우 실충격원의 재현성과 과도한 충격력 문제로 새로운 

표준충격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량충격원별 특성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완층층 조합에 따라 중량바닥충격

음 레벨 저감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개요

 다양한 완충재의 충격음 차단성능을 객관적인 조건에서 비

교․평가하기 위해서 동일 공동주택 거실 중앙에 축소시편을 

설치하고 중량충격원을 가진하여 측정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구조 상부(음원실) 거실 중앙에 

완충재와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누름판(두께 80mm=경량

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콘크리트 40mm)을 거실측정 

거실의 바닥상태는 맨 슬래브(180mm)에 결합된 축소시편

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은 대상구조 맨바닥

에 대한 바닥충격음 레벨을 측정한 다음에 완충재와 누름판

이 설치된 상태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 레벨을 비교․평가하

였다

구분 내용

슬래브 크기 180㎜

거실 크기 4,780㎜×6,610㎜×2,380㎜

구조 철근콘크리트 (210kg/㎠)

시편의 크기 1,000㎜×1,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완충재는 PP, PE, PS, AL 등의 재질

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완충층의 조합은 

총 14개로 다른 구조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실험방법

 실험은 2001년 6월 19

에 개정 및 제정된 새로운 

규격(KS F 2810-2)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상부

에서 충격원은 시편의 중

앙만을 가진하여 측정하였

고, 수음실 내부에는 중앙

부와 4개의 모서리부분에 

마이크로폰을 고정하여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결과는 KS F 2863 - 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 제2부 : 표준 중

량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의 역 A 특성 곡선을 이용한 단

일수치량 및 맨바닥 슬래브 상태와의 저감량을 이용하여 비

교 평가하였다. 여기서 저감량은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평

가하였다.

∆    식
 : 맨슬래브의 바닥충격음레벨(dB)

  : 완충재가 설치된 구조의 바닥충격음레벨(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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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주파수 특성비교

 그림 2는 완충층 조합에 따른 중량충격원별 주파수 특성을 

맨바닥 슬래브와 비교하고 있다. 

 그림 2의 뱅머신의 경우에는 완충층 조합에 따라 주파수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주파수 대역인 

50~80Hz에서는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100~315Hz까지는 완충층 조합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2의 임팩트볼의 경우에는  80~125Hz 대역의 주파

수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160Hz 이상의 대역에서는 완층

충 조합에 따라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100Hz에서는 맨바닥에 비해 저감효과가 크지만 160Hz는 

맨바닥과 유사하거나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맨바닥과 비교하였을 경우에 뱅머신은 전체적으로 

높은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임팩트볼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높거나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추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단일수치 및 저감량 비교

 완충재를 구성하는 재질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단일

수치 및 저감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공동주택의 맨바닥슬래브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할 

때 뱅머신은 실험대상 완충재 시편 전체가 약간 유사하거나 

대부분 약 1~2dB 정도 상승하는 결과로 재질별 두께변화

나 재질의 구성순서를 변화하여도 거의 완충층 조합에 따른 

성능 차이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뱅머신의 경우 완충재 사용으로 성능저하가 나타난 

이유는 바닥슬래브의 공진과 완충재로 인한 뜬바닥 층의 공

진이 일치될 경우 오히려 충격음차단성능이 저하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임팩트볼의 경우 완충층 조합에 따라 저감량의 양부는 크

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맨바닥 슬래브 상태와 

이 비교할 때 실험대상 완충재들은 약 2~4dB 정도 저감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뱅머신과 달리 완충재 사용으로 저감

량이 나타난 것은 임팩트 볼의 충격력이 작아 바닥슬래브의 

공진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중량충격원별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 특성을 

비교 평가해본 결과, 뱅머신의 경우 저주파 대역에서의 과

도한 충격력으로 인해 완충재의 저감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또 임팩트 볼의 경우 완충재에 따라 다양한 저

감효과가 나타났으나,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충격력이 높게 

나타나므로 향후 보다 많은 재료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추

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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