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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여러 소음들 중에 상부에

서 발생되는 아이들의 행위(뛰어내림, 달리기 등)로 

인한 바닥충격음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야기한다. 상하층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은 

위·아래 세대 거주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윗세대 거주자는 아이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바

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바닥표면 상부에 바닥

매트(놀이매트 등)를 추가로 설치하여 아래층으로 전

달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하여 부가적

으로 사용되는 바닥매트 5종류를 대상으로 바닥충격

음 저감성능 효과를 살펴보았다.

2. 측정개요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하여 5가지 시료를 선정하였

다. 선정된 시료의 물리적 특성을 표1과 같다. 선정된 

시료의 재질은 PE가 주를 이루었으며, PVC 재료도 

사용되었다. 시료의 두께는 (10~40)mm 범위였으며, 

Type4는 Type1~3의 시료를 적층하여 30mm 두께

로 구성한 것이다.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재료의 동

탄성계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탄성계수도 측정하

였다. 동탄성계수는 (10.5~34.9)MN/m3 범위였으며, 

두께가 두꺼운 시료의 동탄성계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정된 시료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바닥충격음 시험동에서 3

가지 슬래브(150mm, 180mm, 210mm) 조건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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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하였다. 측정은 대상 시험실(면적:23m2) 바닥 

중앙에 시료를 설치한 후에 실제 충격원과 유사한 특

성을 가진 임팩트 볼을 중앙부에 가진하여 아래층에

서 Over-all의 소음레벨(dB(A))을 측정하였다. 임팩

트 볼은 바닥에서부터 10cm 간격으로 100cm 까지 

높이별 소음레벨을 각각 측정하였다. 3가지 슬래브는 

맨슬래브 상태에서 진행하였으며, 아래층 천장은 공기

층 100 mm+석고보드9.5mm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제 벽식 공동주택(84m2 Type)에서 어린이를

(남자1명, 여자1명) 대상으로 3가지 매트에 대해서 소

음저감 효과도 측정하였다. 측정대상 바닥구조는 표준

바닥구조(슬래브:210mm)였으며, 어린이는 30cm, 50cm 

높이에서 뛰어내릴 때의 소음저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 바닥매트의 물리적 특성

구분 재질 두께[mm] 동탄성계수[MN/m3]

Type 1 PE 10 30.6

Type 2 PE 10 29.3

Type 3 PVC 10 34.9

Type 4 PE+PE+PVC 30 10.5

Type 5 PE폼 30 15.5

Type 6 PE폼 40 13.9

3. 측정결과

3.1 시험실 측정결과

  그림1.~그림3.은 슬래브 두께에 따른 소음레벨 측

정 결과이다. 그림1.은 150mm 슬래브 측정결과로서 

임팩트 볼의 높이가 증가될수록 소음레벨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팩트 볼의 낙하높이가 100mm인 

경우에는 대략 1500N의 충격력을 바닥에 가하게 된

다. 1500N의 충격력은 어린이의 달릴 때(600 

~800N) 와  뛰어내릴 때(2000~3000N)의 충격력 

중간정도라 할 수 있다[1]. 이러한 실제 행위에 의한 

충격력은 충격발생 대상의 체중이나 행위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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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일 수 있다. 

  측정대상 시료의 소음레벨 분포는 2가지로 구분되

었다. Type1~3은 두께가 10mm 시료로서 소음레벨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ype4~6은 

30mm~40mm 두께로 Type1~3 보다는 소음저감효

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슬래브 조

건이 다른 그림2와 그림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

닥매트의 두께가 얇은(10mm) 시료는 임팩트 볼의 낙

하높이가 낮을 때는 맨슬래브에 비하여 소음저감 효

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낙하높이가 증가할수록 소음저

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공동

주택에서 가벼운 물체가 바닥매트에 낙하할 때의 소

음은 얇은 두께의 매트를 사용하여도 10dB(A)이상의 

소음저감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달리

기나 뛰는 행위로 발생되는 1500N 정도의 충격력에

서는 10mm의 바닥매트로 인한 소음저감 효과는 거

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매트의 두께가 30mm~40mm인 Type3~6의 

결과는 10mm 두께의 매트보다 확연히 소음저감효과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각각 시료의 물리적 특성

이나 재질에 의한 소음저감 효과 차이보다는 두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조건에 따

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임팩트 볼 100cm 낙

하시 발생되는 소음레벨은 30mm~40mm의 바닥매트 

설치를 통하여 (9.4~15.1)dB(A)의 소음저감 효과를 

보였다.

  그림4는 측정대상 시료의 측정결과를 슬래브 두께

별로 정리한 것이다. 슬래브가 증가할수록 소음레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료의 두께가 증가

할수록 소음저감 효과는 증대되었다. 슬래브 두께가 

얇다는 것은 두꺼운 슬래브보다 소음저감 효과가 저

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소음레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슬래브 두께가 두꺼운 구조보다 

좀 더 두꺼운 바닥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3.2 공동주택 측정결과

  실제 공동주택에서 일정높이(30cm, 50cm)에서 어

린이 뛰어내림과 달릴 때의 매트로 인한 소음저감효

과는 표2와 같다. 바닥매트가 설치전의 소음레벨을 

측정하고 바닥매트가 설치된 후의 소음레벨을 측정하

여 그 차이(소음저감량)를 표시하였다. 실제 어린이의 

Fig.1 소음레벨 측정결과(150mm 슬래브)

 

Fig.2 소음레벨 측정결과(180mm 슬래브)

Fig.3 소음레벨 측정결과(210mm 슬래브)

Fig.4 시료별 슬래브 조건에 따른 소음레벨

측정결과(앰트볼 낙하높이: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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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측정시료에 항상 동일한 

충격력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에 다소 편

차가 존재할 수 있다. 측정결과는 3회 측정한 결과를 

산술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린이의 뛰어내

릴 때의 충격력은 1000N~1600N으로 측정되었다.

  바닥매트의 사용을 통하여 (-1.3~15.4)dB의 소음

저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이너스(-)수

치는 동일한 충격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

이다. 소음저감효과는 다소 편차를 보이고는 있으나 

Type1~3과 같이 10mm 두께의 매트보다는 30mm 

두께일 때 더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어린이 뛰어내릴 때의 소음저감량

구분

소음레벨(dB(A))

남자(23kg) 여자(28kg)

30cm 50cm 30cm 50cm

Type 1 - -1.3 5.1 1.9

Type 2 3.2 8.4 9 8.8

Type 3 8.7 3.7 2.6 2.6

Type 4 8.7 12.3 15.4 10.7

4. 결  론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하여 바

닥에 추가적인 바닥매트 설치하여 소음을 줄이는 노

력을 거주자들이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바닥매트를 대

상으로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닥매트의 재질이나 제조사에 의한 소음저감 효과 

차이보다는 시료의 두께 증대로 인한 소음저감 효과

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mm 이상 매트를 

설치함으로 실험실에서는 (9.4~15.1)dB(A), 공동주

택 시험결과에서는 (8.7~15.4)dB(A)의 소음저감 효

과가 나타났다.

  얇은 두께의 바닥매트는 일반적인 보행이나 가벼운 

물체의 낙하 소음을 방지하는 대는 효과가 있지만 어

린이의 달리거나 뛰어내릴 때와 같이 큰 충격(1500N

이상)에 대한 소음저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소음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두께가 두

꺼운(30mm이상) 바닥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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