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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호텔, 복합 건물 및 공동주택 내에 체육시설

이 마련되면서 체육시설에 의한 진동 및 소음에 대

한 인접층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체육시설

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는 사용자의 활동에 의한 동

하중이 바닥슬래브를 가진하여 발생하는 진동이 하

부층 및 인접실에 전달되어 구조소음을 발생시킨다

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다. 건축구조적으로 체육시설을 이격시키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인 대책이나 이는 많은 비용 및 공간확보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장은 바닥슬래브에 방진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Spring Jack-up, Rubber 
Mount(jack-up), Elastomer Pad, Air-Spring 등을 이

용한 이중 슬래브를 적용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이중바닥 방진시스템 중에서 일반

적으로 가장 높은 방진효율을 갖는 Air-Spring을 적

용한 이중 뜬바닥 슬래브에 대한 현장사례를 소개하

고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이중바닥 방진시스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중바닥 방진시스템은 일

반적으로 Compression Coil Spring, Rubber Mount, 
Elastomer Pad, Air-Spring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각의 적용특성 및 성능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ype별 이중바닥 방진시스템의 특징

System 설     명

Spring-
Jack up 
System - 소음.진동 민감 지역에 적용시 효과적

- 공조기.냉각탑등 장비 기초 부위만 잭업 적용시  
효과적으로 감쇠 가능

- 감쇠를 위한 댐퍼설치 필요

Rubber 
Mount

(Jack up)
System

- 기계,공조실 및 상하층간의 충격, 소음∙진동 방지
를 위해 채택된 공법

- 시공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많이 적용
- 주로 사무실, 백화점, 판매시설 등에 적용

ELASTO
-MER
Pad

System

- 공동주택 층간 충격소음 방지를 위해 개발
- 대량 소비량에 적합한 가격으로 생산
- 밀도를 변화시켜 공조실 뜬바닥에도 적용하지만 

영구압축율이 크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려됨.
- 공조실 및 기계실에 많이 사용

Air- 
Spring
System 

- 낮은 고유진동수에 따른 
- 작용하중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며 낮은 

고유진동수 유지
- 상부 하중변화에 대해 뜬바닥의 높이를 항상 일

정하게 유지
- 감쇠를 위한 댐퍼설치 필요
- 민감지역에 적용 (병원, 스튜디오, 침실)

3. Air-Spring System Jack-up

3.1 Air-Spring System Jack-up 적용

00현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건물 상

층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하부는 주거공간(침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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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소음기준은 35dB(A) 이하로 취침에 방해

를 받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며, 방진효율이 매

우 우수한 Air-Spring System Jack-up을 적용하였다. 
Air-Spring System Jack-up은 Air-Spring과 Damper 

(Viscous Damper와 Friction Damper)를 결합한 시

스템이다. Air-Spring은 기본적인 하중지지 및 방진을 

위한 역할을 하며, Damper는 Air-Spring만 사용할 경

우 충격력에 뜬바닥의 안정화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 

사용자에게 울렁거림 등에 의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

한 역할을 한다.

    Fig 1 Air-Spring System Jack-up 설치 공사

3.2 성능평가

Air-Spring System Jack-up이 적용된 체육시설 

의 직하층에서의 발생소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음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소음원은 경량충격

음, 중량충격음, 런닝머신 사용 시 등 3가지 음원을 

적용하였다. 

    Fig 2 체육시설 직하층 소음측정 현황

Table 2 1차 소음 측정결과

측정위치 소음원 소음레벨 (dB(A))

 체육시설
 직하층
 침실

경량충격음
 (Tapping Machine)

1회 34.4 
2회 34.5 
3회 33.3 

Average 34.1 

중량충격음
 (Bang Machine)

1회 32.6 
2회 30.9 
3회 28.0 
4회 31.6 
5회 28.2 

Average 30.6 

런닝머신
(10km/h, 8명 동시)

1회 27.9 
2회 27.3 
3회 27.3 
4회 27.8 

Average 27.6

체육시설의 소음발생원별 직하층 침실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 경량충격음 발생 시 평균 34.1dB(A), 중

량충격음은 30.6 dB(A), 런닝머신 사용 시 27.6dB(A)
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공간 침실 야간 소음설계 기준

인 35dB(A)를 만족하는 수준이며 특히 체육시설 내 

가장 큰 진동발생원인 런닝머신을 다수의 인원이 사

용함에도 30dB(A) 미만으로 나타나 하부 거주공간의 

음환경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입주 후 

실시한 현장확인에도 직하층 입주자에 대한 민원 발

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사용용도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물의 경우 각 

실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건물 내에 중간층 또는 상부층에 위

치한 체육시설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충격성 진동 

및 구조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바닥 방진시스템 중 진동 및 구조소음 차단성능이 

효과적인 Air-Spring System Jack-up의 현장사례를 

통해 Air-Spring의 구조소음 차단성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체육시설 직하부 침실에서 소음기준인 

35dB(A)를 만족하였으며, 입주 후 실시한 현장확인

에서도 인접층 입주자에 대한 민원 발생은 없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진동 및 구조소음 전달을 차

단함에 있어 Air-Spring System Jack-up이 효과적으

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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