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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주택의 상층부 바닥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 하부세대에 전달되는 소음의 영향으로 이웃간

의 불화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3 년 6 월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층간소음은 진

동원의 가진에 따라 바닥 및 측벽의 진동이 전달되

어 완충재의 성능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고체전달

음이 소음으로 방사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바닥 구

조의 특성이 진동전달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체

적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먼저 구조체의 

형상에 따른 진동특성을 파악하고 차이에 따른 충

격음의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실험개요 및 방법 

2.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모드 시험을 통해 바닥슬래브의 진

동 전달특성(동특성)을 파악하였다. 서로 다른 바닥

구조를 가진 3개의 형상을 선택하였으며, 1개는 비

교적 크기가 큰 거실을 나머지 2개는 화장실이 포

함한 안방과 침실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3개의 형

상 모두 210mm로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나, 내

력벽의 위치에 따른 구조적 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

다. 각 형상에 대한 개요는 Table 1이며 Figure 1

은 각 구조의 도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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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om Information for the measurement 

 Rm Type Room Area (W x D) Note 

Rm 1 Living Rm 23.22 m2 (4.31 x 5.48) Figure 1 

Rm 2 Bed Rm1 14.04 m2 (3.60 x 3.91) Figure 2 

Rm 3 Bed Rm2 7.37 m2 (3.01 x 2.45) Figure 3 

 

 

 

 

 

 

 

 

 

 

 

 

 

 

 

 

 

 

 

 

 

 

 

2.1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나슬래브 진동전달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임팩트해머를 사용하였다. 각 형상 

도면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슬래브 평면의 크기

에 알맞은 격자를 구성하고 격자의 중심부 주변에 

위치한 지점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임팩

Figure 1 Dimension of Room 1,2 & 3 and Grid for Mod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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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해머의 힘의 값과 가속도계에 의해 측정된 값을 

통해 Frequency Response Function(FRF)을 획득

하였다. 임팩트해머를 이용한 modal test 방법에서 

주로 방생할 수 있는 문제인 노이즈를 최소화 하기 

위해 force와 response signal에 exponential 

window를 실시하였으며,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

법으로 각 지점을 여러 차례 가진하여 coherence

를 확인하고 이를 평균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3. 측정결과 

측정된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석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아래 3개의 특성을 이용하여 형상에 따

른 슬래브의 진동특성을 나타내었다. 

 

3.1 형상에 따른 모드 주파수 변화 

Table 2는 형상에 따른 모드주파수와 감쇠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동일한 슬래브의 두께와 재

료의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드 주파수는 바닥

면적의 크기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각 실이 가지는 구속조건은 동일하지 않으므

로 차후 구속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Table 2 Mode Frequency and Damping 

Mode 

Room 1 Room 2 Room 3 

Freq. 

(Hz) 

Damp. 

(%) 

Freq. 

(Hz) 

Damp. 

(%) 

Freq. 

(Hz) 

Damp. 

(%) 

1st 28.3 13.3 40.5 10.4 76.1 4.47 

2nd 40.9 10.9 82.4 7.39 86.9 1.63 

3rd 61.1 9.47 101 8.95 96.3 2.69 

 

3.2 형상에 따른 동강성 변화 

Figure 2는 각 실의 동강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동강성 커브의 결정은 1차모드 주파수에 의해 결

정 되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해 보면 모드 주파수

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면적이 작으면 동강성의 크기도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거실이 침실보

다 충격음에 있어 불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slab의 중앙부에서의 동강성은 충격음과 직접적 

관계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Figure 2 Dynamic Stiffness of Room 1, 2 and 3 

 

3.3 바닥면 1차 모드 동적거동특성 

 
Figure 3 1st Mode of Room 1(left), 2 and 3(right) 

 

Figure 3에는 바닥충격음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1차모드의 동적거동특성을 나타

내었다. 3개 형상에서 1차모드의 동적거동특성은 동

일하게 수직방향 굽힘 모드가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의 1st 모드주파수는 바닥면적의 영향을 가

장 많이 받고 역A특성곡선에 의한 평가 중 

63Hz대역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난다. 

2) 1차 모드에 레벨에 의해 보통 결정되며 실의 

면적이 큰 거실이 높은 동강성 수치를 나타내

고 면적이 작으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차모드의 동적 거동특성은 모든 형상에서 

굽힘모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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