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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거주자들의 삶에 대한 질

의 향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바닥구조는 완충재를 삽

입한 구조인 뜬바닥 구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완

충재와 상부 기포콘크리트, 마감몰탈이 분리되면서 

충격을 가할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공진이 발생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악화시키는 것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상부 정적하중, 동적하중 

등에 의하여 바닥의 처짐, 갈라짐 등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기 쉬우며, 유지보수가 쉽지 않다는 제한 사

항이 현저하고 있다. 향 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과 

같이 바닥구조를 철거할 경우 재사용 부분이 미비하

다.
최근, 층간소음 저감 목표와 자재의 재활용 등 에

너지절약을 목표로 건식바닥구조에 대한 검토가 진

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활용한 

건식이중바닥구조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하부천장구조를 변화시킨 공기유동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측정개요

2.1 실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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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식이중바닥구조 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식이중바닥구조 시스템은 

Fig. 1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하부 지지구조는 고

무로 되어 있으며, 고무 지지대를 연결하는 장선, 
그 상부에 파트클보드, 골판지 보드가 얹혀지는 형

태이다. 또한, 온수 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열

판이 설치된다.
점지지 방식과, 선지지 방식 구조의 혼합구조로 

바닥충격음에 대한 영향은 하부 고무지지대 경도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선행 연구1)를 통

해 고무의 경도는 50으로 정하였다. 또한,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하여 지지대를 연결하는 장선을 목재와 

철골 구조로 나누어 바닥충격음 측정을 진행 하였

다. 
하부 천장구조는 200mm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

다.

Fig 1. Drawing of Dry Double-Floor

(2) 공기유동 천장 시스템

 층간소음 측정 시 저주파수 대역의 상승요인인 

하부 세대 천장의 공기층을 개선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시공하였다.

공기를 유동시키는 타공 부위는 제실자의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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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거슬림이 없도록 우물천장 측부와 천장 가장자

리 몰딩 부분에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타공된 시

스템을 시공 하였다. 
바닥충격음 측정은 상부 고무지지대의 장선이 경

량철골일 경우 천장 타공율(타공 위치)에 따라 검토

를 진행하였다.

  

Fig 2. Construction Scene for Ceiling structure 

3. 측정결과

3.1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1) 건식이중바닥구조 장선 검토

건식이중바닥구조의 장선을 목재로 시공한 경우 

Fig3. 과 같이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L′

i,Fmax,Aw)이 53 dB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선을 경량철

골로 시공한 결과 50 dB 로 목재장선을 설치한 경

우보다 3 dB 가량 개선되었다.

   

        (a)Heavy-weight         (b)Light-weight
 Fig 3. The Result of Impact sound

태핑머신에 대한 경량충격음 결과는 장선이 경량 

철골인 경우 단일수치평가량(L′n,Aw) 32 dB, 목재인 

경우의 36 dB 보다 4 dB 가량 개선 효과가 나타났

다.

(2) 하부 공기유동 천장시스템 검토

상부 건식이중바닥구조의 장선이 경량철골인 경

우 하부 천장의 타공율(타공 위치)에 따른 중량충격

음 측정결과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우물천장 측부와 몰딩 부분에 타공이 되어 있을 

경우 50 dB로 나타났으며, 몰딩 부분만 타공 되어 

있을 경우에 48 dB로 개선량이 가장 좋았다. 또한, 
우물천장 측부만 타공되어 있을 경우에는 53 dB 로 

나타났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우물천장 측부와, 몰딩 부분 

타공 그리고 몰딩 부분만 타공되어 있을 경우 34
dB로 나타났으며, 우무천장 측부만 타공되어 있을 

때 32 dB로 개선량이 가장 좋았다.

   

        (a)Heavy-weight           (b)Light-weight

 Fig 4. The Result of Impact sound

4. 결  론

건식이중바닥구조와 하부 천장 공기유동 시스템

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무 지지대의 연결 장선을 경량 철골로 할 

경우 상부 판의 진동을 저감시켜 저주파수 대역에서 

개선량이 상승되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2) 하부 공기유동 천장시스템의 타공율(타공위치) 

유·무에 따라 개선량은 증가하였으나, 타공율 증가에 

따른 개선량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측정 하부실의 룸모드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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