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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최근 공동주택에서 층고절감, 스팬길이 증가, 평

면 구성 용이 등으로 인해 무량판 구조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의 적용에 있어 

중량바닥충격음에 대한 예측 및 실측자료가 없어 

설계시 바닥슬래브 두께 적용에 대한 많은 어려움

이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무량판 구조의 바닥슬래브

두께를 180 mm 이상으로 표준바닥구조를 정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에서 포

스트텐션 적용시 바닥슬래브 두께 및 콘크리트 압

축강도에 따른 중량바닥충격음을 예측하였고 실측

을 실시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포스트텐션 적용 현장개요 

적용 현장은 고층 2동과 중층 6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고층 바닥슬래브에 무량판구조에 포스

트텐션 공법이 적용되었다. 포스트텐션 강선은 직경 

15.2 mm 및 인장하중은261 kN이고 그라우트 미부

착 타입으로 최대 스팬은 8.8 m이다. 기준층 평면 

및 포스트텐션 강선 배치는 Figure 1과 같다. 

 

2.2 중량바닥충격음 예측 

(1)예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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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or plan with post-tensioned tendons 

 

구조를 타고 전파하는 진동에 의한 구조음 평가를

위한 수학적 모델은 L.Cremer와 M.Heckl이 제안 

한 아래식을 이용하였다. 

SPL = Lv + 10logi  + 10log(4S/A) 

여기서, SPL : 음압레벨(dB),  

        Lv : 20log(Vrms/Vo) 

         i  :  소음방사계수(0~1) 

        A : 흡음력, S : 구조진동표면적 

(2)예측결과 

기준층 3개층에 대해 동특성 해석을 실시한 결과 

동특성이 가장 취약한 4호세대에 대해 진동모빌리

티를 계산하였다. 중량바닥충격원의 동하중에 대한 

진동속도응답을 산정하였다. 산정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소음방사계수는 Figure 4와 같은 기존 실측자

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음향경계조건은 기둥사이의 

바닥슬래브면적 65m2와 마감재의 흡음율을 활용하

였다.  

예측결과는 Table 1과 같다. 중량바닥충격음에 대

한 법적기준 50 dB를  만족하려면 콘크리트 압축강

도 35 MPa에서는 바닥슬래브 두께가 최소 230 

mm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닥슬래브 두께를 220 

mm로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47 MPa

이상되어야 한다.  당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

도 35 MPa 바닥슬래브 230mm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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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ructure of basic floor 

 

 
Figure 3 Response of structure 

 

 
Figure 4 Sound radiation efficiency 

 

Table 1 Simulation result of impact sound insulation of 

floors by floor slab thickness & concrete 

compression strength 

Hz 63 125 250 500 Rating 

210 mm, 35 MPa 81.7 61.9 49.2 40.0 51 

220 mm, 35 MPa  81.2 62.5 48.6 39.0 51 

230 mm, 35 MPa 80.5 61.2 48.9 39.2 50 

240 mm, 35 MPa 79.4 61.2 47.8 38.6 49 

250 mm, 35 MPa 78.5 61.1 47.3 38.2 48 

210 mm, 40 MPa 81.3 61.6 49.0 40.1 51 

210 mm, 47 MPa 81.1 61.0 47.3 38.2 51 

220 mm, 40 MPa 81.1 61.6 46.9 35.7 51 

220 mm, 47 MPa 80.7 60.8 46.7 37.6 50 

2.3 중량바닥충격음 실측 

(1)측정 및 평가방법 

현장 중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KS F 2810-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측정방법-제2부:표준중량

충격원에 의한방법(2001)”에 의해 측정하였다. 또한 
“KS F 2863-2: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
단 성능 평가방법-제2부:표준중량충격원에 대한 차

단성능(2007)” 에 의한 평가하였다. 측정 및 평가결
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 of field measurement of impact sound 

insulation of floors 

Hz 63 125 250 500 Rating 

Impact Sound Insulation 

of Floors(dB) 
76.6 62.6 47.1 40.1 48 

 

(2)예측 및 실측과 비교 

예측과 실측을 비교한 결과 주파수별로 0.9~3.9 

dB 차이가 났으며, 단일수치평가량은 실측치가 2 

dB 낮게 나타났다. 

 
Figure 5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Measurement 

 

3. 결  론 

본 연구는 포스트텐션공법이 적용된 공동주택 무

량판 바닥구조에 대해 L.Cremer와 M.Heckl이 제

안한 식과 유사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중량바닥충격

음을 예측하였다. 실측을 하여 검증한 결과 주파수

별 0.9~3.9 dB 차이가 났으며, 단일수치평가량은 

실측치가 2 dB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식은 유

용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구조별 평형별 다양한 실적

자료만 확보된다면 향후에 보다 정확도가 높은 예

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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