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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유리 혼합기포 콘크리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Aerated Concrete containing Foam Glass Aggregate 

on the Floor Impact Sound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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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tructure-borne sound, the floor impact sound is one of the serious noises in residential 
building. Most of heating system applied to the typical Korean residential building is floor heating 
system which is called ondol. The ondol usually consists of finishing material, mortar with heating 
coil,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and reinforced concrete. This study focused on the isolation of 
heavy-weight impact sound and modification of mortar an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Specifically 
the glass foam aggregate was added on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Also, water-cement ratio and 
amount of cement on mortar were revised. The sound pressure level of heavy-weight impact was 
measured in reverberation chamber using both bang-machine and impact ball. The size of specimen 
was 1 m by 1 m. Substitution ratio of glass foam aggregate on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shows 
relationship with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In addition,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was decreased with increment of water-cement ratio and amount of cement on mortar. 

* 

1. 서  론

공동주택 주거환경 성능향상에 대한 사회적인 요

구에 부응하여 바닥충격음 분야는 공동주택 바닥충

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고시안이 

제ㆍ개정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다(1). 고시안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준 및 절차,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 및 인정바

닥구조, 완충재의 성능기준 등을 주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최근 표준바닥구조를 폐지하고 벽식 

및 무량판구조에서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mm로 

지정하며 시공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하도록 개정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임팩트볼을 표준충격원에 추가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완충재 성능향상 연구가 활발히 

† Corresponding Author ; Membe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E-mail : mjunkim@uos.ac.kr
Tel : +82-2-6490-2761, Fax: +82-2-6490-2749

* Membe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Doo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 Member, Fire Insurer Laboratories of Korea

# A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nd selected as one of best papers
at the KSNVE 2010 Annual Spring Conference

‡ Recommended by Editor Hyung-Jo Jung

ⓒ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hang-Yeon Yun et al ; The Effect of Aerated Concrete containing Foam Glass Aggregate on the Floor ...

Transactions of the KSNVE, 23(5) : 414~422, 2013┃415

진행되어 왔다. 단일 또는 적층구조의 단열완충재를 

바닥슬래브 상부에 시공하는 유형, 구조분석을 통한 

구조보강으로 고유진동수를 낮추어 바닥충격음을 저

감시키는 방안(2) 등이 그 예이다.  
한편, 혼합 기포 콘크리트 적용사례로 EVA칩이

나 폐발포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경량단열 콘크리트 

공법이 있으나 바닥충격음 저감보다는 단열성능 향

상과 크랙방지를 중점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3).
이 연구에서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 층에서의 바

닥충격음 저감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발포유리 골

재를 이용한 혼합기포 콘크리트를 제작하여 배합실

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잔향실에

서 간이시편을 이용한 상대비교시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결과를 통해 발포유리 소재의 혼합기포 콘크

리트의 최적 배합비를 결정하였고 중량충격음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저감성능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성능시험을 위한 자료로 확보하고자 한다. 잔

향실에서의 상대비교시험 결과는 현장성능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바, 현장성능 시험 전 비

교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배합 실험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기포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발포유리 골재를 선정하여 혼합기포 콘크리

트를 개발하였다. 배합비 실험 설계는 Table 1과 같

이 수행하였다. 기존의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문제

점으로 알려진 재료분리 현상 방지 및 크랙 방지를 

중점으로 KS규격 만족을 목표로 혼합기포 콘크리트 

발포유리 소재의 물성 및 혼합기포 콘크리트의 배합

비에 따른 최적배합비 구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실험

실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존 실험실 실험은 총 3차

에 걸쳐 실시하였다. 각 시험은 Table 1에서와 같이 

경량기포 콘크리트 설계 요소인 골재 입도, 골재 밀

도, 골재 치환율, 물시멘트비 및 단위 시멘트량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른 혼합기포 콘크리트의 flow 
test, 밀도, 열전도율 및 압축강도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골재 입도는 2 mm~4 mm, 3 mm~6 mm, 6 mm~8

mm의 3가지 조건, 골재 밀도는 0.65 g/cm3, 0.90 
g/cm3의 2가지 조건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골재치

환율은 30 %~70 %, 물시멘트비는 50 %~70 %, 시멘

트량은 320 kg/m3 ~ 400 kg/m3의 조건에 대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발포 유리 골재 소재의 혼합 기포 콘크리트 특성

에 대한 배합실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혼합기포 

콘크리트의 물성은 KS F 4039(4) “현장 타설용 기

포 콘크리트”를 참고하여 겉보기 비중, 7일 및 28일 

압축강도, 길이변화율은 각각 0.6품, 열전도율은 0.5
품 기준을 만족하는 값을 얻고자 하였다.

Table 3은 물시멘트비 70 %에서 flow test 결과 

및 공시체 상하부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1) 발포유리 골재를 사용한 혼합기포 콘크리트의 

flow는 물시멘트비가 증가할수록 커지고 발포유리 

골재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기포 슬러리의 밀도는 물시멘트비, 단위 시멘

트량, 발포 유리 골재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experiments con-
ducted in reverberation chamber

Design factor of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Experimental design

1st 2nd 3rd 
Aggregate size 

(mm) 3~6 3~6 2~4, 6~8

Aggregate 
density(g/cm3) 0.65 0.90 0.65

Percentage of 
glass foam 

aggregate(%)
30, 50, 70 50, 70 50, 70

Water-cement 
ratio(%) 50, 60, 70 50, 60, 70 50, 60, 70

Amount of
cement(kg/m3)

320, 360,
400 360 320, 360

Table 2 Composition of specimens in KS F 4039 

Grade
Apparent
specific
gravity

Compressive
strength
(N/mm2)

Thermal 
conductivity

(W/mK)

Ratio of 
length 
change

(%)7Days 28Days 

0.4 Over 0.3
below 0.4

Over 
0.5

Over 
0.8

Below 
0.130

Below 
0.50

0.5 Over 0.4
below 0.5

Over 
0.9

Over 
1.4

Below 
0.160

Below 
0.40

0.6 Over 0.5
below 0.7

Over 
1.5

Over 
2.0

Below 
0.190

Below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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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

Aggregate 
gradation(mm)

Amount of 
cement(kg/m3)

Percentage of glass 
foam aggregate

(%)
Flow

Specimen

Top Bottom

70

6~8

320

50

70

360

50

70

2~4 360

50

70

Table 3 Flow test results of mixture ratio experiment and top, bottom surface of test specimens(W/C 70 %)

(3) 혼합 기포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은 발포 유리 

골재의 사용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시멘트비가 높아질

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4) 혼합 기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물시멘트

비, 단위 시멘트량, 발포 유리 골재의 사용량에 따

라 증가하였다.
(5) 발포 유리 골재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압축강

도가 증가하였으며 두 성능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였

다. 기포 슬러리 밀도 및 열전도율의 증가로 인해 

압축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발포유리 골재의 입경이 증가함에 따라 혼합 

기포 콘크리트의 flow, 기포 슬러리 밀도, 열전도율 

등의 실험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

재의 입경에 의한 영향보다 혼합 기포 콘크리트의 

채움 및 재료 분리 저항 등 콘크리트 배합에 의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간이시험체를 이용한 상대 비교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비교 시험은 외부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로 연결된 잔

향실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잔향실은 바닥슬래브 

150 mm 두께에 4.2 m×3.0 m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간이시험체 크기는 1 m×1 m로 제작하였으며 잔향실 

슬래브의 중앙부에 설치하였다. 
또한, 간이시험체는 배합비별로 혼합기포 및 모르

타르를 일체형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발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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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or impact sound generation using bang ma-
chine in reverberation chamber

Fig. 2 Floor impact sound generation using impact 
ball in reverberation chamber

소재 혼합기포 콘크리트의 최적 배합비를 도출하기 

위한 변수로 발포 유리 치환비율, 기포 배합비, 물

시멘트비, 시멘트량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조합에 따른 간이시험체와 완충재의 구성을 통하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였다. 간이시험체와 

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는 30 mm 두께의 다

양한 완충재를 설치하여 실험하였다. 
최적 배합비 선정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발포유리 

치환비율, 기포 배합비별, 물시멘트비, 시멘트량을 

변화시켜 간이 시험체와 완충재 조합별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였다. 중량충격원으로는 KS F 
2810-2(5)에 규정된 표준 중량충격원과 JIS A 
1418-2(6)에 규정되었고 KS F 2810-2에 추가된 임

팩트볼을 적용하여 간이 시험체의 중앙지점을 가진

하고 수음실에서는 중앙점을 포함하는 5개 지점에서 

충격음을 측정하였다. Figs. 1, 2는 간이시험체 설치 

후 표준 중량충격원 및 임팩트볼 가진 장면이다.

Table 4 Composition of specimens in 1st experiment

Speci
men

Percentage 
of glass 

foam 
aggregate

(%)

Thickness 
of glass 

foam 
aggregate 

(mm)

Water- 
cement 

ratio

(%)

Amount 
of

cement

(kg)

Number 
of 

resilient 
materials

1-1

50 40

50 320 3
1-2 60 320 3
1-3 70 320 3
1-4 50 360 3
1-5 60 360 6
1-6 70 360 3
1-7 50 400 3
1-8 60 400 6
1-9 70 400 3

Fig. 3 Six kinds of floor impact sound isolation ma-
terials used in 1st experiment 

3.1 1차 시험

배합실험 결과, 현장 시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은 제외한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발

포유리 치환비율 50 %, 기포 콘크리트 40 mm로 선

정하였고, 이 때 물시멘트비는 50 %~70 %, 시멘트

량은 320 kg, 360 kg, 400 kg로 하여 조합하였다. 완

충재는 30 mm두께의 6종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발포 유리 골재 소재의 혼합 기포 콘크리트 특성

에 대한 배합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험체 구성

에 대한 세부 사항은 Table 4, 완충재 6종은 Fig. 3
과 같이 30 mm두께로 ①∼⑤의 Neopor 단일구조 

또는 PE메쉬 등을 이용한 적층구조 및 ⑥의 PE적

층구조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준 중량충격원 가진 시에는 완충재에 따라 간

이 시험체와 콘크리트 슬래브의 들뜸현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한 후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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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시험체 및 완충재를 설치한 후, 중량충격음 차

단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중량충격음 평가값

인 역A지수와 주요 결정주파수 대역인 63 Hz, 125
Hz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의 실험설계에서

와 같이 완충재, 물시멘트비 및 단위 시멘트량의 변

화에 대한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변화를 분석하였다.

(1) 완충재 

각각의 배합이 다른 1-1 ~ 1-9시험체를 대상으로  

3가지 완충재를 조합하여 충격원 별로 시험을 수행

하였다.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단

일 수치 평가량(Li,Fmax,AW)은 시험체별로 57 dB 
~ 63 dB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임팩트볼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45 dB~52 dB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시험체별로 충격원 종류에 의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은 표준 중량충격원이 볼에 비해 단일 수치 평

가량으로 9 dB~14 dB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시험체별로 완충재 종류에 따른 차단성능의 상대

적인 차이는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해서는 단일 수치 

평가량으로 2 dB~4 dB로 나타났다. 한편, 임팩트볼

에 대한 차단성능의 상대적인 차이는 3 dB~7 dB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격원별로 임팩트볼에 의한 차단성능의 분포차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준 중

량충격원인 뱅머신의 충격력이 63 Hz에서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나서 완충재별로 큰 변별력이 없는 반

면, 임팩트볼은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작고 125 
Hz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값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시험체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평가값은 다음

과 같다. 1-1 시험체(발포유리 치환비율 50 %, 물시

멘트비 50 %, 단위 시멘트량 320 kg)에 대해 표준 

중량충격원 및 임팩트볼을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하

였다. 2가지 충격원에 대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은 모두 완충재 3 > 완충재 1 > 완충재 2의 순서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값을 

보였다.  
1-2번 시험체(발포유리 치환비율 50 %, 물시멘트

비 60 %, 단위 시멘트량 320 kg)에 대한 결과는 1-1 
실험체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표준 중량충격원 및 

임팩트볼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 
> 완충재 3 > 완충재 2로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

타났다.  
1-3번 시험체(발포유리 치환비율 50 %, 물시멘트

비 70 %, 단위 시멘트량 320 kg)에 대한 결과는 상

기 결과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표준 중량충격

원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 > 완충

재 3 > 완충재 2로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한편, 임팩트볼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

재 3 > 완충재 1 > 완충재 2로 상대적으로 우수하

게 나타났다. 타 시험체에서도 상기와 같이, 충격원 

종류에 따라 완충재의 상대적인 비교순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격원의 특성상 가진 주파수

대역이 다른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5번 시험체(발포유리 치환비율 50 %, 물시멘트

비 60 %, 단위 시멘트량 320 kg)에 적용한 완충재 1
∼6의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해 차단성능은 완충재 

5 > 완충재 4 > 완충재 1 > 완충재 3 > 완충재 2 
> 완충재 6의 순서로 우수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볼 충격음 평가 결과는 완충재 5 > 
완충재 4 > 완충재 3 > 완충재 6 > 완충재 1 > 완

충재 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1-3 시험체의 경우

와 같이 충격원의 특성과 완충재의 고유 물성의 상

호 작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물시멘트비

단위 시멘트량 320 kg, 360 kg, 400 kg에서 물시

멘트비 50 %~70 % 변화에 따른 완충재 3종의 충격

원 종류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비교하였다.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물시멘트비 변화에 따른 바닥충

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별로 완충재 1은 1 dB~3
dB, 완충재 2는 0 dB~2 dB, 완충재 3은 0 dB~3 dB
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인 비교값은 물시멘트비 

60 %에서 제일 우수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임팩트볼에 대한 물시멘트비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

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은 2 dB~7 dB, 완충재 2는 

0 dB~1 dB, 완충재 3은 1 dB~3 dB의 차이를 보였

다. 상대적인 비교값은 물시멘트비 60 %에서 우수하

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발포유리 혼합기포를 

사용하였을 경우 물시멘트비의 변화에 따라 바닥충

격음 차단성능은 변화가 있었으며, 표준 중량충격원

에 비해 임팩트볼을 사용하는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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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isolation material using bang machine(speci-
men 1-1)

Fig. 5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isolation material using impact ball(specimen 
1-1)

성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단위 시멘트량에 따른 비교

물시멘트비 50 %~70 %에서 단위 시멘트량에 따

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비교결과, 충격원 종류별로 

단위 시멘트량 증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Fig. 6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isolation material using bang machine(speci-
men 1-5)

Fig. 7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isolation material using impact ball(specimen 
1-5) 

우수하게 나타났다.  

3.2 간이시험체를 이용한 2차 상대 비교 시험

2차시험은 1차시험 대비 완충재 수를 줄이는 한

편, 다양한 요소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발포유

리 치환 비율 변화에 따른 물시멘트비와 시멘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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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조합간의 상관관계가 중

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

포유리 치환비율은 0 %~70 %, 기포 콘크리트 두께 

40 mm~60 mm, 물시멘트비는 50 %~70 %, 시멘트량

은 320 kg~400 kg, 완충재는 2종을 적용하여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수행하였다. 16개 조합 

구성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완충재는 Fig. 8과 같

이 표준 바닥구조(Neopor) 1종과 인정 바닥구조

(Neopor 및 PE 메쉬)로 구성된 완충재 1종을 선정

하여 적용하였다. 두께는 30 mm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상대 비교 시험과 동일한 과정으로 간이시험

체와 완충재를 설치한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중량충격음 평가값인 역A지수와 주요 결

정주파수 대역인 63 Hz, 125 Hz를 비교하여 분석하

Fig. 9 Isolation materials used in 2nd experiment

Table 5 Composition of specimens in 2nd experiment

Speci-
mentop

Percentage 
of glass 

foam 
aggregate

(%)

Thickness 
of glass 

foam 
aggregate 

(mm)

Water- 
cement 

ratio
(%)

Amount 
of 

cement
(kg/m3)

Number 
of resilient 
materials

2-1 0

40
60

320

2

2-2 30 320
2-3 50 320
2-4 0

360

2-5 60
2-6 70
2-7 30
2-8 40
2-9 50
2-10 30 50 360
2-11 30 70 360
2-12 50 50

60

360
2-13 50 60 360
2-14 0

40 4002-15 30
2-16 50

였다. 단, 발포유리 치환비율과 기포콘크리트 두께를 

변화하였고, 완충재 2종의 16개 조합을 구성하여 시

험을 수행하였다. 

(1) 완충재에 따른 비교

각각의 배합이 다른 2-1 ~ 2-16시험체를 대상으로 

2가지 완충재를 조합하여 충격원 별로 시험을 수행

하였다.
완충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시험체별로 58 dB~70
dB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임팩트볼에 대한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은 56 dB~61 dB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분

포는 완충재 1에서 60 dB~65 dB, 완충재 2에서 56
dB~58 dB의 단일 수치 평가량을 보이고 있다. 임팩

트볼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은 51
dB~61 dB, 완충재 2는 46 dB~51 dB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완충재 1, 2 모두 역A지수로 5 dB~10 dB
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평균 7.5 dB의 차이가 나타

났다.
시험체별로 완충재 종류에 따른 차단성능의 상대

적인 차이는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해서는 단일 수치 

평가량으로 2 dB~4 dB로 나타났다. 한편, 임팩트볼

에 대한 차단성능의 상대적인 차이는 3 dB~7 dB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격원별로 임팩트볼에 의한 차단성능의 분포차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준 중량

충격원인 뱅머신의 충격력이 63 Hz에서 크게 나타

나서 완충재별로 큰 변별력이 없는 반면, 임팩트볼

은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125
Hz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값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시험체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평가값은 다음

과 같다. 2-3시험체(발포유리 치환비율 50 %, 물시

멘트비 60 %, 단위 시멘트량 320 kg)에 대해 표준 

중량충격원 및 임팩트볼을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하

였다. 2가지 충격원에 대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은 모두 완충재 2 > 완충재 1로 단일 수치 평가량

이 각각 8 dB, 4 dB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시험체, 2-6시험체에서도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2-5시험체에서 각각 7 dB, 5 dB, 2-6시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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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 4 dB, 6 dB의 차단성능 단일 수치 평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표준 바닥구조 완충재 

대비 인정 바닥구조 완충재 조합의 성능이 시험실 

시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발포유리 치환율에 따른 비교 

발포유리 치환율이 다른 2-4시험체~2-9시험체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비교한 결과, 발포 

유리 치환율 70 %인 2-6시험체에서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수치

평가량은 2 dB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물시멘트비

2-7시험체, 2-10시험체, 2-11시험체를 대상으로 

단위 시멘트량 360 kg에서 물시멘트비 50 %~70 % 
변화에 따른 완충재 2종의 충격원 종류별 바닥충격

음 차단성능을 비교하였다.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물시멘트비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

충재 별로 0 dB~1 dB의 차이를 보였다. 임팩트볼에 

대한 물시멘트비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은 완충재 1은 0 dB~3 dB, 완충재 2는 1 dB~ 3 dB
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인 비교값은 물시멘트비 

70 %에서 우수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발포유

리 혼합기포를 사용하였을 경우 물시멘트비의 변화

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표준 중량충격원에 

비해 임팩트볼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4) 단위 시멘트량에 따른 비교

발포유리 치환비율이 30 %일때 2-2시험체(320 
kg), 2-7시험체(360 kg), 2-15시험체(400 kg)에 대하

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비교한 결과, 충격원 종

류별로 단위 시멘트량 증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은 변화를 보였다.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단위 시멘트량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은 0 dB~1 
dB, 완충재 2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임팩트볼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은 0 dB~1
dB, 완충재 2는 차이가 없었다.  

발포유리 치환비율이 50 %일때 2-3시험체(320
kg), 2-9시험체(360 kg), 2-16시험체(400 kg)에 대하

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비교한 결과, 충격원 종

류별로 단위 시멘트량 증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은 우수하게 나타났다.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단위 시멘트량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은 1 dB~2
dB, 완충재 2는 1 dB의 차이를 보였다. 임팩트볼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은 1 dB, 완충

재 2는 1 dB~5 dB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인 비교

값은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우수한 경향을 보

였다. 
발포유리 혼합기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단위 시멘

트량 증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우수해지

며, 발포유리 치환비율이 높은 경우 성능 차이가 더 

크며, 표준 중량충격원에 비해 임팩트볼을 사용 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포 두께에 따른 비교

발포유리 치환비율이 50 %일때 기포두께별 2-9시

험체(40 mm), 2-12시험체(50 mm), 2-13시험체(60
mm)의 3개 시험체에 대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을 비교한 결과, 충격원 종류별로 기포 두께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향상되었다.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기포 두께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은 4 dB, 완충재 2
는 2 dB의 차이를 보였다. 임팩트볼에 대한 바닥충

격음 차단성능은 완충재 1은 2 dB, 완충재 2는 3
dB의 차이를 보였다.  

4. 결  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구성재료 중 경량기포 콘

크리트에 초점을 맞추어 대체 재료로 발포유리 골재

를 사용한 혼합기포 콘크리트를 적용하였다. 중량충

격음 저감을 목표로 현장시험 전, 배합실험과 잔향

실에서의 2차례의 상대비교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완충재 종류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표준 중량충격원에서 4 dB, 임팩트볼에서 7 dB까지 

차이를 보였다. 
(2) 혼합기포 콘크리트의 주 재료별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발포유리 치환율 변화에 따라 최대 2
dB, 물시멘트비 변화에 따라 최대 3 dB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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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또한, 단위시멘트량 증가에 따라 최대 5 dB 
향상되었다.

(3) 기포두께 40 mm에서 60 mm로 증가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2 dB~4 dB까지 향상되었다. 
(4)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각 요소별로 표준 중

량충격원인 뱅머신에 비해 임팩트볼을 사용한 경우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이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잔향실을 이용한 

상대비교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충재의 성능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

소인 것으로 판단되며, 발포유리 골재를 사용한 혼

합기포 콘크리트 적용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품질관

리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 혼합기포 콘크리트를 이용한 현장시험을 통

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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