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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에 대한 고시안 시행 후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술개

발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인정바닥구조가 소개되어 

왔다. 인정바닥구조는 표준바닥구조 대비 우수한 성

능과 바닥슬라브 두께를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건설사 및 완충재전문업체에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LH공사 현장을 비롯하여 민

간건설사 현장에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

러나, 시험기관간 실험실의 고유특성으로 인한 성능

차이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객관적으로 상호 비

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장의 다양한 평면형태 

및 바닥면적, 구속조건등의 차이로 실험실 대비 현

장의 단일수치평가량은 다소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 현장을 대상으로 맨슬라브 시

공상태와 완충재 및 바닥마감이 완료된 상태에서 중

량충격음 측정을 수행하여 단일수치평가량을 산출하

였고 이를 통하여 저감량을 비교하였다. 단, 맨슬라

브의 중량충격음 측정은 바닥슬라브의 고유모드 등 

지지조건의 변화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PL창호

가 설치된 상태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실험개요
  현장의 30평형대 총 7세대에 대하여 음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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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수음세대의 실조건 및 확장여부 등을 고

려하여 선정, 측정평가를 수행하였다. 측정세대

는 동일조건 하에 측정을 수행하여 비교하기 

위하여 벽식구조의 슬라브 180mm두께, 

fck=24MPa인 세대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완충

재는 표준바닥구조용으로 사용되는 20mm 단

일재료 2종 및 인정바닥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적층타입의 완충재 2겹으로 구성된 30mm 2종

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1세대는 일반적

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대

신 발포유리를 사용한 혼합기포콘크리트를 적

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측정평가는 공사단계별 

총 3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1차 측정은 골조공

사가 완료된 후 창호가 설치된 상태에서 실시

하였다. 2차 측정은 창호 및 천장마감공사, 바

닥마감공사가 완료(온돌마루 공사 전)된 상태에

서 실시하였다. 3차 측정은 모든 내부마감공사

가 완료된 상태인 입주직전에 실시하였다. 공사

시기별 총 3차에 걸친 측정평가를 통하여 맨슬

라브 상태 대비 마감재 및 완충재 시공 상태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

험방법은 KS F 2810-1:2006, KS F 2810-2:

2006, 평가방법은 KS F 2863-1:2007, KS F 

2863-2:2007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Fig 1. 측정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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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탄성계수

(MN/m3)
두께(mm) 비고

A 4.3 30 적층구조

A’ 4.3 30
적층구조

+혼합기포

B 5.0 30 적층구조

C 13.0 20 단일구조

D 11.7 20 단일구조

2.2 실험결과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측정평가는 현장의 벽

식구조 30평형대 7세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

다. 

  30mm완충재를 적용한 측정세대 1~4는 중량

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이 49∼53으로 분포되었

고, 맨슬라브 대비 저감량은 단일수치평가량으

로 0~2 저감되었다. 단, 측정세대 2는 타 세대

에 비해 맨슬래브 시공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마감에 따른 품질문제가 성능평가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끼쳐 중량충격음 저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 A‘ 적용세

대는  맨슬라브 대비 저감량이 단일수치평가량

으로 5 저감되어 경량기포콘크리트 대신 사용 

시 중량충격음에 대해 일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0mm완충재를 적용한 측정세대 6~7은 중량

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이 51∼52로 분포되었

고, 맨슬라브 대비 저감량은 단일수치평가량으

로 1∼2 증가하였다. 

  측정결과를 종합하면, 측정세대의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은 1차측정(맨슬라브 상태) 시 

50~56, 2차측정(완충재를 포함한 바닥마감 완

료) 시 49~52, 3차측정(온돌마루를 포함한 내

부마감 완료) 시 49~53으로 분포되었다. 중량

충격음 저감량은 30mm 두께 완충재를 적용하

거나 혼합기포콘크리트를 적용 하는 경우 맨슬

라브 상태와 비교하여 우수하게 나타났다. 한

편, 2차측정(몰탈 마감 상태)시 측정값은 3차측

정(온돌마루를 포함한 내부마감 완료) 시와 비

교해보면 –1~+1의 편차를 보였다.   

3. 결  론

  180mm바닥슬라브 두께의 현장 30평형대 7세대

를 대상으로, 맨슬라브 대비 중량충격음 저감량에 

대하여 공사단계별 총 3차에 걸쳐 비교·평가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30mm완충재 적용 시 맨슬라브 대비 중량충격

음 저감량은 단일수치평가량으로 0~2, 혼합기포콘

크리트 병행시공 시 5로 평가되었다.

  2. 20mm완충재 적용 시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

가량은 맨슬라브 대비 저감량이 없고 오히려 1~2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본 현장 7세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은 30mm완충재 시공 또는 혼합기포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경우 맨슬라브 대비 저감량이 

우수하였다. 

  향후, 180mm바닥슬라브 두께의 세대를 포함

한 210mm바닥슬라브 두께의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을 지속 진행할 예

정이다.

Table 1. 측정대상 완충재 물성

Table 2. 측정세대 중량충격음 측정결과     

  

Fig 2. 저감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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