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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공동주택의 상층부 바닥에서 충격에 의한 발생소

음이 하부세대로 전달되어 주거 성능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바닥충격에 의한 소.

음은 한국의 독특한 주거형태 아파트 구조형식 등,

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바닥구조체중 중량충격음 저감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량고강성 바닥공법에·

의한 충격음 특성 및 저감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실험개요실험개요실험개요실험개요2.2.2.2.

본 연구는 잔향실험실 각형 면체에서 실시하였(5 7 )

으며 은 잔향실험실의 슬래브 설치 단면도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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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회전달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절연재를 설치하였으며 슬래브교체시마

다 충분한 공기전달음 차단성능을 확보하는지 확인

을 하였다 시료는 두께에 따른 바닥 충격음의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종의 슬래브를 제작하였으5

며 강성변화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종의1

슬래브를 제작하였다 각 슬래브의 개요는. Table 1

과 같다.

슬래브차음재 잔향실험실

Figure1 The cross section of slab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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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laboratory of the reverberation. A total of six specimens

were fabricated depending on the thickness and strength. Floor impact sound insulation perform-

ance was measured in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lthough some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band, the resultof evaluating the weight impact

sound blocking performance as the thickness increases, thefloor impact sound insulation per-

formance is improved. In addition, to increase the strengthof the slab, even if the block impact

sound performance is improved.

Thickness(mm) Strength( / )㎏㎠

Specimen 1 135 240
Specimen 2 150 240
Specimen 3 180 240
Specimen 4 200 240
Specimen 5 240 240

Table1 Thickness and Strength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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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측정결과측정결과측정결과3.3.3.3.

두께에 따른 충격음레벨 변화두께에 따른 충격음레벨 변화두께에 따른 충격음레벨 변화두께에 따른 충격음레벨 변화3.13.13.13.1

는 두께의 변화에 따른 경량 및 중량충Figure 2

격음레벨을 나타낸 것이다 슬래브의 두께를 증가시. ,

경량충격음저감효과는 전주파수대역에서 나타났다.

또한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일부 주파수대역에서,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향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감보정을 통한 소음레. ,

벨 은 두께가 증가할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dB(A)]

타났다.

Figure2 Frequency Distribution of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according to strength

3.23.23.23.2 강도에 따른 충격음레벨 변화강도에 따른 충격음레벨 변화강도에 따른 충격음레벨 변화강도에 따른 충격음레벨 변화

은 강도의 변화에 따른 경량 및 중량충Figure 3

격음레벨을 나타낸 것으로 특히 중량충격음의 평가,

영역에서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3 Frequency Distribution of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according to strength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슬래브의 두께가 증가할수1) ,

록 거의 전주파수대역에서 의 저감효과가 있1~3dB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일부 주파수대역에서 차이2) ,

를 보였으나나 역 특성곡선에 의한 평가결과 두께A ,

가 증가할수록 차단성능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강도를 에서 으로 증가하는3) 240 / 400 /㎏㎠ ㎏㎠

경우 중량충격음의 역 특성 평가영역에서 동일두께, A

의 시료보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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