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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저감을 위해 구조, 재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슬래브

의 두께 증가에 따른 고강성 공법이 바닥충격음 저

감에 효과적임에 불구하고 건설단가 및 구조적 부

담 등의 이유로 슬래브 두께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뜬바닥구조 공법이 대안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뜬바닥구조의 핵심재료인 완충재에 대한 성

능 개선이 지속히 진행되어 왔다. 동탄성계수, 손실

계수 등의 동적특성과 잔류변형 등의 내구성이 대

표적 성능으로써, 낮은 동탄성계수를 갖는 완충재가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효과적임이 밝혀졌으나1),2) 공

동주택 현장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충재 두께 및 복합재료의 조합에 

따른 완충재 물성과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저감성

능을 현장 측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 완충재 물성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EPS와 EVA계열 각

각 2종류의 완충재가 활용되었으며, 두께 및 조합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자 동일재료에 대해서 두께 

20 mm와 30 mm 재료를 사용하였다. EPS계열의 

경우 두께에 상관없이 단일재료를 사용하였으며, 

EVA계열 두께 30 mm의 경우 흡음포 또는 PE망 

재료를 사용하여 복합재료로 구성되었다. 한편, 

EVA계열 완충재와 EPS-2 30mm 완충재 하부는 

요철이 있는 형상이었다. 4개 종류 두께 20, 30 mm 

완충재 총 8개를 대상으로 동탄성계수, 손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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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완충재 두께 별 재질 
 

 

밀도를 측정한 결과, 표 2와 같이 두께증가에 따라 

동탄성계수의 경우 1~8.5 MN/m3, 손실계수는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의 경우 

EVA계열 완충재가 두께 증가에 따라 15 kg/m3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장 측정 및 결과  

3.1 측정개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맨슬라브 상태(1차)와 완충

재 및 마감층 시공상태(2차) 2차에 걸쳐 바닥충격음

레벨 측정을 실시하였다. 해당세대의 면적은 20mm 

완충재의 경우 약 84 m2이었고 30mm 완충재의 경

우 110 m2 이었다. 바닥구성은 콘크리트 슬래브 

210 mm+완충재 20 (30) mm+경량기포콘크리트 

50 (40)mm +마감모르타르 40 mm으로 이루워 졌

고 건축구조는 혼합식(벽식+무량판) 구조이었다. 

 

Table 2 완충재 물성  

 
EPS-1 EPS-2 EVA-1 EVA-2 

동탄성계수 

[MN/m3] 

20mm 7.6 13.1 5 8.3 

30mm 4.5 4.6 4 3 

손실계수 
20mm 0.1 0.2 0.2 0.2 

30mm 0.1 0.1 0.1 0.1 

밀도 
[kg/m3] 

20mm 20 18 62 50 

30mm 24 18 47 35 

종류 
두께별 재질 완충재     

하부요철 20 mm 30 mm 

EPS-1 단일 단일 무 

EPS-2 단일 단일 
무(20mm)/
유(30mm) 

EVA-1 단일 
복합 

(완충재20mm+흡음포10mm) 
유 

EVA-2 단일 
복합 

(완충재20mm+PE망10mm)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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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 mm 완충재 

  
(b) 30 mm 완충재 

Figure 1 완충재의 주파수별 바닥충격음 저감레벨(뱅머신) 
 

3.2 측정결과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맨슬라브 상태의 

바닥충격음 레벨에서 완충재 시공 후 상태의 바닥충

격음 레벨을 뺀 차이값(삽입손실)을 대상으로 조사되

었다. 그림 1은 20, 30 mm 완충재의 주파수별 중량충

격음 저감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20 mm 완충재의 경우 EPS와 EVA 재질별 바닥충격

음 저감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PS 계열의 경

우 125 Hz 이상 대역에서 약 5~13 dB의 저감효과가 

나타난 반면, 63Hz 대역에서 약 -1~1 dB의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EVA계열의 경우, 63Hz 대

역에서는 약 3~4 dB의 저감효과를 나타낸 반면, 125Hz 

대역에서는 -2~2 dB의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30mm 

완충재의 경우에는 EPS와 EVA 재질별 저감특성 차이

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63 Hz에서 고주파로 갈수록 

중량충격음 저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mm에서 30mm로 두께 증가에 따라서, EPS계

열의 경우 EPS-2가 전주파수 대역에서 5~10 dB 

저감성능이 향상되었으며, EPS-1은 63Hz와 125Hz 

 
Table 3 완충재 물성과 주파수별 바닥충격음(뱅머신) 

저감레벨간의 관계 

 
Figure 2.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와 주파수별 바닥충격음

(뱅머신) 저감레벨간의 관계 
 

대역에서 약 1 dB 성능이 향상되었다. EVA계열은 

복합재료 추가에 따른 두께증가에 따라 전 주파수

대역에서 2~10 dB 저감성능이 향상되었고 특히, 

125Hz 대역에서 약 10 dB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는 20 mm 완충재에 추가로 시공된 PE망과 흡음

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완충재의 물성과 주파수별 바닥충격음 저

감레벨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바닥충격음 저감레벨과 동탄성계수, 손실계수, 밀도

와의 상관관계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63 Hz 대역의 바닥충격음 저감레벨은 표 3과 

그림 2와 같이 동탄성계수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r=-0.7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완충재 두께 및 조합에 따른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레벨을 공동주택 현장 측정을 통하

여 조사하였다. EPS계열의 경우 단순 두께 증가가 

아닌 완충재 바닥에 요철이 포함된 제품이 중량충

격음 성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EVA

계열의 경우 PE망과 흡음포와의 복합재료 구성에 

따라 중량충격음 저감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완충재의 물성 중 동탄성계수, 손실계수, 밀도

는 중량충격음 저감레벨과의 상관관계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63Hz 대역의 저감레벨과 동탄성

계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1) 이주원,정갑철,권영필, “충격음 저감재의 동특성과 

실험실 경량충격음레벨 저감량의 상관관계”,한국소음

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191-195, 2003. 

(2) 김경우, “공동주택 온돌바닥 구조의 중량충격음 레

벨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9. 

 63 Hz 125 Hz 250 Hz 500 Hz 

동탄성계수 -0.79 -0.37 -0.19 -0.60 

손실계수 -0.21 -0.75 -0.65 -0.53 

밀도 0.52 -0.60 -0.5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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