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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of hollow core slabs 

compared to the normal solid concrete slabs. Total 7 specimens sized 3m×4.2m were tested. And computational sound power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test results. Main variables were the kinds of structural slab, thickness of hollow core, and 

the existence of finishing and noise insulators. Dynamic analyse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natural frequency and period, 

mode shapes, frequency domain and sound power of the two-way and one-way slabs. Following to the test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was decreased considerably when hollow core slab was used.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was decreased up to 4～5㏈, but the effects of slab thickness and the existence of noise insulators 

were insignificant. Computationa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is effect was mainly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he structural slab 

system. Hollow core slab is used the one-way slab system, and this structural slab system affects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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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1)

건축물의 PC화는 공기단축 및 공업화건축에 상당한 이

점을 가지게 되어 선진 외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국내의 PC산업은 80년대 대단위 공동

주택 건설에 사용된 이후 시공정밀도의 부족과 거주자의 

부정정 인식 등으로 인하여 크게 대두되지 못하고, 사무

소 건축물 및 경기장 등 일부 구조물에 적용되는데 불과

하였다. 최근에는 공기단축 및 현장 환경개선 등 PC 산

업의 장점에 따라 지하층 공사 및 판매시설 등 그 적용

대상 구조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후분양제도, 분

양가상한제 및 건축물 성능평가제도의 시행 등 각종 건

축물관련 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구조시스템의 도입을 촉

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Hollow core 슬래브는 슬래브 내부에 일방향으로 연속

된 중공을 형성함으로써 자중을 감소시키고, 프리텐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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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장스팬 무지주 

방식에 적용이 유리한 경량 PC 슬래브이다. 따라서 

Hollow core 슬래브를 PC 공동주택에 적용할 경우에는 

내부 내력벽을 생략할 수 있어 설계의 융통성이 크게 확

대되고, 건축물 자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리모델

링에 유리한 평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각 세대가 벽과 바닥을 

인접세대와 공유함에 따라 부재의 구조성능 이외에도 필

연적으로 거주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음과 진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바닥충

격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다양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바닥충

격음 저감기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하며 

각각 58㏈, 50㏈ 이내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의 등급기준이 제정되어 사업승인단계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주파수 영역의 진동에서 기

인하는 경량충격음은 성능이 우수한 층간완충재의 설치

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50～150㎐의 고체음 경계

영역의 진동에서 비롯되는 중량충격음은 주로 바닥판 하

부의 진동이 주된 원인으로, 구조기인소음이 배출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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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체명 시험체 크기 슬래브 형식 총 두께
슬래브 

두께
마감 두께 마감 디테일

하부 

흡음재

장판마감 

유무

1 SL-COV 4200㎜ⅹ3000㎜ Solid slab 330㎜ 210㎜ 120㎜ 표준온돌 X O

2 HC250-COV 4200㎜ⅹ3000㎜ Hollow core slab 420㎜ 250㎜ 170㎜ 토핑+표준온돌 X O

3 HC250-NO 4200㎜ⅹ3000㎜ Hollow core slab 300㎜ 250㎜ 50㎜ 토핑 X X

4 HC250-NO-F 4200㎜ⅹ3000㎜ Hollow core slab 300㎜ 250㎜ 50㎜ 토핑 흡음재① X

5 HC250-NO-FN 4200㎜ⅹ3000㎜ Hollow core slab 300㎜ 250㎜ 50㎜ 토핑 흡음재② X

6 HC150-NO 4200㎜ⅹ3000㎜ Hollow core slab 200㎜ 150㎜ 50㎜ 토핑 X X

7 HC150-NO-F 4200㎜ⅹ3000㎜ Hollow core slab 200㎜ 150㎜ 50㎜ 토핑 흡음재① X

표 1. 실험계획

(a) SL-COV 단면상세

그림2. SL-COV 시험체 제작

(b) HC250-COV 단면상세

그림3. Hollow core 시험체 제작

(c) HC250-NO 단면상세 

그림 1. 바닥충격음 시험체 단면상세

음장의 형성은 구조체 진동특성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동저감없이는 소음저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5)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의 바닥시스템으로 Hollow core 슬래브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이에 대한 구조성능의 검증과 동시에 상하층 간의 

거주환경적 측면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의 검토가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Hollow core 슬래브 시스템의 바닥충격음 

성능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변수로 구성된 슬래브 시스템에 대하여 바닥충격

음 성능 실험을 실시하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산해석

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슬래브 시스템의 성능을 평

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구성되는 바닥충격음 성능 중 구조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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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 SL-COV HC250-COV HC250-NO HC250-NO-F HC250-NO-FN HC150-NO HC150-NO-F

50 81.3 75.8 70.3 69.9 68.3 73.9 73.9 

63 77.7 74.2 67.2 67.1 66.2 65.8 65.5 

80 68.2 68.7 58.8 58.2 57.7 61.2 60.9 

100 61.0 62.1 58.0 57.7 56.5 56.9 57.8 

125 61.0 62.0 59.7 59.3 58.2 56.8 57.6 

160 54.3 53.1 49.1 49.1 48.7 55.5 54.9 

200 47.3 48.0 54.7 51.9 51.8 53.4 52.4 

250 42.4 48.7 51.3 48.9 49.6 52.7 50.7 

315 35.9 41.7 47.0 44.6 48.9 50.5 47.3 

400 33.7 38.4 46.5 44.6 48.4 47.4 42.8 

500 33.1 31.3 43.0 41.1 44.3 42.9 40.0 

630 28.9 28.1 43.2 40.4 41.5 42.8 40.4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52 50 48 47 47 49 48 

표 2. 중량충격음 실험결과

그림4. 시험체 설치 및 둘레 마감작업

그림5. 중량충격음 실험전경

그림6. 시험체 하부 흡음재 설치

영향이 지배적이며, 기존 층간완충재의 사용으로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중량충격음 성능을 중심으로 분

석함으로써 향후 Hollow core 슬래브 시스템의 공동주택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계획   

Hollow core 슬래브의 중량충격음 성능을 기존 RC 슬

래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

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근거한 표준바닥구조 

시험체를 비교대상으로 총 7개의 시험체를 표 1과 같이 

계획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Hollow core 슬래브는 일반적인 공동주

택의 단변방향을 한 스팬으로 처리함으로써 내부 내력벽

의 설치를 배제하고, 자유로운 건축 계획설계가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하여 12m 스팬을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250㎜ 두께와 6m 내외의 스팬에 설치가 가능한 150㎜ 두

께의 Hollow core 슬래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

부 마감의 설치에 의한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ollow core 슬래브 상부에 뜬바닥구조인 표준온

돌을 시공하여 마감한 경우와 마감구조를 설치하지 않고 

슬래브의 일체화를 위한 50㎜ 두께의 토핑콘크리트 만을 

시공한 경우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슬래브 구조시스템 자체에 의한 중량

충격음의 성능평가가 주목적이었으므로 표준온돌을 설치

한 시험체 이외의 5개 시험체는 장판 등 일체의 마감재

를 설치하지 않고 구조체 자체 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구조체 이외 흡음재를 부착한 경우 중량충격음 성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공공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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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중량충격음에 대한 주파수-충격음 레벨 곡선

을 미치지 않는 하부흡음재를 설치한 경우 중량충격음 

성능에 대한 평가실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흡음재의 종

류는 두께 30㎜의 일반적인 EPS 계통의 흡음재를 사용한 

경우와 두께 40㎜의 복합재로 구성된 흡음재 등 총 2가

지 종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Hollow core 슬래브는 국내 K사에서 생산되는 기성제

품을 이용하였으며, 슬래브의 폭이 1,200㎜로 제한되어 

생산됨에 따라 충격음 시험체는 그림 1과 같이 여러개의 

슬래브를 수평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시험체의 제작 

및 실험전경은 그림 2～6과 같다.   

2.2 실험방법

바닥충격음 실험은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B 시험연구

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중량충격음에 대하여 KS F 2810-2 

(2001)를 준용하여 음원실과 수음실 사이의 층간 바닥구

조를 시험체로 하여 상층에서 충격음을 발생시키고 하층

의 수음실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을 측정하였다. 

시험 중 충격음발생기는 바닥 시험체의 중앙과 이로부

터 모서리와의 중간 4개 지점 등 총 5개 지점에 설치하

여 충격음을 발생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하층 수음실의 

평균음압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잔

향실 마이크로폰 상호간에 1m 이상 이격되고, 시험체면 

및 벽면으로부터는 0.5m 이상 이격되는 5개 지점에 설치

하여 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시험체의 설치는 상층의 음원실과 하층의 수음실 사이

에 설치된 브래킷 상부에 시험체를 올려놓는 단순지지의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음원실 바닥과 시험체 사이의 공간

은 밀실하게 진흙채움을 실시하였다. 

시험체 하부에 흡음재를 설치한 HC250-NO-F, HC250 

-NO-FN 및 HC150-NO-F 등 3개의 시험체는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험체 하부 수음실에 설치된 가설대

에서 시험체를 설치한 이후 수음실에 노출된 슬래브 하

부면에 흡음재를 빈틈없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실험결과

7개의 슬래브 시험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량충격음 

실험의 결과를 주파수 대역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2 및 

그림 7과 같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Hollow core 슬래브를 

사용한 시험체는 기존 solid RC 시험체에 비하여 저주파

수 대역의 중량충격음 성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을 최대 5㏈까

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표준바닥구

조 시험체는 온돌층 상부에 장판 등의 최종 마감까지 시

공한 이후에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Hollow core 슬래브 

시험체는 마감층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체 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관계로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중심 주파

수 200㎐ 이상의 주파수 대역의 바닥충격음이 높게 나타

났음에도 모든 주파수 대역의 바닥충격음 레벨을 단일수

치로 평가한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이 크게 감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 평가된다. 즉, Hollow core 

슬래브 시험체에 마감층을 설치하여 고주파수 대역의 충

격음을 저감시킨다면, 전체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은 더욱 감소가 

가능함으로써 기존 어떠한 구조형식보다 우수한 바닥충

격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파수 대역별로 바닥충격음 레벨을 도

식화한 그림 7에서 중심주파수 160㎐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Hollow core 슬래브를 사용한 모든 시험체가 

기존의 solid RC 시험체보다 적은 충격음 레벨을 나타내

는 것으로부터 분석될 수 있다. 즉, 중심주파수 160㎐ 이

하의 저주파수 대역은 마감층과 관계없는 구조체 진동에 

의한 충격음 영역으로서5) 이 영역의 충격음 레벨이 우수

하다는 것은 구조시스템 자체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기존 공동주택에서 소음관련 

민원의 상당부분이 중량충격음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Hollow core 슬래브 시험체가 나타낸 우수

한 중량충격음 성능은 향후 큰 장점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심주파수 200㎐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은 주로 

마감층과 슬래브 내부의 중공 등에 영향을 받는 경량충

격음 영역으로서5), 본 연구에서는 Hollow core 슬래브 시

험체에 마감층을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표준바닥구조 시

험체보다 높은 충격음 레벨을 나타내었으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적절한 최종마감층의 설치로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동일한 Hollow core 슬래브 두께에서는 표준온돌 마감

층을 설치한 HC250-COV 시험체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50㎜ 두께의 토핑콘크리트 만을 타설한 HC250-NO 시험

체보다 2dB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4장 진

동 및 소음 해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표준온돌의 무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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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방향슬래브의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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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방향슬래브의 해석모델

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층이 오히려 일방향으로 

배치된 슬래브 구조시스템을 이방향의 강체로 형성시킴

으로써 중량충격음 저감에 역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

된다.  

한편, 동일조건에서 Hollow core 슬래브의 두께에 따른 

중량충격음 성능은 슬래브의 두께가 250㎜로부터 150㎜

로 40% 감소함에 따라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이 

1dB 증가함에 그쳐 그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슬래브 두께에 따른 중량충격음 레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중량충격음의 주요 영향인자가 슬

래브 두께보다는 구조시스템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슬래브 하부에 흡음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흡음재

의 종류에 관계없이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이 

1dB 감소하였으며, 이는 Hollow core 슬래브의 두께와 

관계없이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3.2 영향인자 분석

슬래브 내부에 중공을 형성시킨 경량슬래브에 대한 연

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財滿健史8)등은 다양한 중공의 형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여 중공부의 형상변화에 따라 고주파수대역의 임피던

스가 개선됨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주로 경량충격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중공의 형상

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藤橋 克己등

의 연구에 따르면 슬래브 내부에 중공을 설치한 경우 중

공이 없는 경우보다 바닥충격음 레벨이 1～3㏈ 정도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경

우 슬래브 단면 강성의 증가로 1㏈ 정도 차음성능이 향

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일본 건축학회의 2005년 기술보고집
11)
에서는 

중공슬래브를 등가의 solid 슬래브로 치환하는 환산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중공슬래브의 중량충격음 성능은 중공

부의 중량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결과는 중공슬

래브의 중량충격음 성능이 동일 두께의 solid 슬래브보다

는 불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에 중공이 

설치된 Hollow core 슬래브를 사용한 경우의 중량충격음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영향인자를 분석할 때, 실험

에 사용된 슬래브의 구조시스템 차이에서 기인하는 요인

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슬래

브 시험체 전체가 하나의 판요소로 구성된 2방향 슬래브

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Hollow core의 생산공정 

특성상 1,200㎜ 폭으로 생산된 일방향 슬래브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체 진동에 의한 중량충격음을 감소시

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 일방향슬래브의 진동 및 소음 해석

4.1 해석개요 및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방향 중공슬래브의 일방향 구조

형식이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사각 평면을 가지는 일방향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를 유한요소법으로 모델링하고 중량충격음 배출의 

주 원인인 슬래브의 진동(가속도)과 소음의 파워를 수치

적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C 슬래브가 가지는 

일방향성이 진동 및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하여 평면 분할과 해석모델링이 용이하도록 슬래브의 크

기를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서, 실험연구의 슬래브 크기와 

다른 크기의 슬래브를 적용하였으나 그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에 

사용된 슬래브의 경계조건은 실험연구와 마찬가지로 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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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충격하중의 형상 

Mode
이방향슬래브

고유진동수(Hz)

일방향슬래브 고유진동수 (Hz)

비연성 uncoupled 연성 coupled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11th

12th

13th

14th

15th

   21.7050

   50.6280

   57.4390

   85.3110

   98.4030

  116.1620

  131.5610

  142.5650

  164.1040

  186.3960

  195.3310

  196.3950

  220.9330

  246.4150

  246.9620

    9.6960

   24.5410

   24.5410

   38.7220

   44.8400

   58.7960

   58.7960

   86.6920

   94.5400

  108.1030

  108.1030

  152.7470

  153.0100

  173.1450

  173.1450

   14.4120

   28.1397

   30.7856

   40.9196

   51.1226

   60.7652

   61.1451

   87.8166

   97.3530

  109.2024

  109.3004

  153.4237

  154.7004

  174.0737

  174.1075  

표 3. 이방향슬래브와 일방향슬래브의 고유진동수 해석결과 

단순지지로 가정하였으며, 온돌층 등 마감구조는 고려하

지 않았다. 슬래브는 shell 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충격

하중의 위치에 따라 해석조건을 5가지( P1, P2, P3, P4, 

P5) 로 나누었다.(그림  8, 9 참조) 모드형상에 따른 가속

도의 크기 비교와 일방향 슬래브를 구성하는 각 3개의 

슬래브사이의 진동전달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4곳의 계측위치를 설정하였으며,(R1, R2, R3, R4)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슬래브의 진동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위치를 선정하였다. 해석 시 적용된 콘크

리트의 강도()는 21MPa, 탄성계수()는 21.58GPa, 

포아승수(1/μ)는 0.167 및 감쇠비 3%를 적용하였다. 

이방향슬래브는 그림 8과 같이 가로 4500㎜, 세로 5100

㎜, 두께 180㎜로 가정하였으며, shell 요소의 크기는 300

㎜ x 300㎜ 로 분할하여 해석하였다. 일방향 슬래브는 그

림 9와 같이 이방향슬래브의 가로를 3등분한 1500㎜로 

가정하였으며, 나머지 치수는 동일하게 모델링하였다. 슬

래브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전단접합으로 가정하였으며 

전단력은 z 방향(슬래브 상하 수직방향)에 대하여 9kN/m

값을 가지는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다. 슬래브에 작용하

는 충격하중은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사인함수의 반파형태로 20msec동안에 

4kN의 하중을 슬래브에 적용하였다. 

이방향 슬래브와 일방향 슬래브의 진동특성과 배출 소

음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슬래브 구조시스템의 차이가 진동

과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고유치 해석

2) 충격하중에 대한 슬래브의 진동 해석

3) 충격하중에 의한 소음파워 해석

4.2 해석결과 분석

1) 고유치 해석결과

이방향슬래브 및 일방향슬래브에 대한 고유치 해석결

과에 따른 슬래브의 고유진동수는 표 3과 같다. 일방향슬

래브의 경우 3개의 슬래브가 완전히 독립된 경우

(uncoupled)와 전단력에 의해 3개의 슬래브가 연성거동을 

하는 경우(coupled)로 나누었다. 표에서 알수 있듯이 연성

거동을 하는 슬래브의 전단력 결합에 의하여 완전독립인 

슬래브보다 고유진동수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

방향슬래브의 고유진동수는 3개의 슬래브가 대칭이며 상

대적으로 작은 전단력으로 연성이 되어 있어 완전독립인 

슬래브와 같이 중복되는 고유진동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모드의 진동수가 이방향슬래브 고유진동수

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슬래브의 모드형상을 살펴볼 때, 이방향슬래브는 

슬래브 전체가 일체로 거동하는 진동모드를 나타낸 반면, 

일방향슬래브는 3개 슬래브 각각의 독립된 진동모드가 

약하게 결합되어 진동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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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슬래브 구조에 따른 평균 소음파워 비교  

(b) 일방향 슬래브의 가속도 

그림 11. P1 타격했을 때 가속도 응답비교 

(a) 이방향 슬래브의 가속도

(b) 일방향 슬래브의 가속도 

그림 12. P2 타격했을 때 가속도 응답비교 

(a) 이방향 슬래브의 가속도

었다. 

2) 슬래브 진동해석 결과

충격하중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속도에 대하여 

각 위치별 시간영역과 진동수영역 해석을 실시하였다. 충

격하중의 작용위치는 그림 8 및 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방법에 의해 슬래브 1사분면의 

총 5개 지점(P1～P5)에서 타격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가

속도 해석위치는 슬래브의 대표적인 4개 지점(R1～R4)에

서 산정하도록 하였다. 시간이력 해석의 Time step은 바

닥판의 수직진동에 참여하는 모드별 특성이 모두 반영되

도록 충분히 작게 하는 것이 좋으나, 해석의 효율성과 중

량충격음이 주로 발생하는 200㎐ 내의 고유주기의 1/10에 

해당하는 0.0005초로 해석시간 간격을 정하였다. 

P1 및 P2 타격 시 4개 지점에서의 가속도에 대한 진동

수영역을 해석한 후 슬래브 중앙의 대표적인 2개 지점의 

가속도 응답의 결과를 도식하면 그림 11 및 12와 같다. 

그림 11에서 슬래브 중앙인 P1을 타격하였을 경우, 이방

향슬래브는 주파수 대역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유사한 가속도 응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

방향슬래브는 타격점과 동일 슬래브 판에 위치한 R1의 

가속도 응답보다 R3의 가속도 응답이 저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러개의 판으로 구분된 일방향슬래브의 경

우에는 충격하중이 작용된 슬래브보다 인접 슬래브의 진

동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슬래브 전체 모델의 중앙 우측 상부(P2)에 충격하

중이 작용된 그림 12에서도 알 수 있다. 즉, P2에 충격하

중이 작용된 경우에 이방향슬래브 각 지점의 가속도 응

답은 P1의 경우와 유사하게 R1, R3위치에 따른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으나, 일방향 슬래브의 경우 전 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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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진동크기가 이방향슬래브의 진동크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12 (a)의 경

우 50Hz이상의 진동수에서 40dB의 값을 가지는 것에 비

하여 그림 12(b)의 일방향슬래브의 경우 50Hz이상에서 

20dB 이하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P2의 타격에 

의해 이웃하는 슬래브로 전달되는 진동 에너지량이 이방

향 슬래브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3) 소음파워 해석결과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를 소음파워(sound 

power)로 나타내었다.12) 소음의 파워는 바닥판 표면 전체

의 속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측지점과 상관없이 하나의 

값으로 나타난다. 다만, 충격하중의 위치에 따라 소음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소음해석 결과에 따른 소음파워의 스펙

트럼을 도식하면 그림 13과 같다. 충격원의 위치가 슬래

브 평면 내 대칭인 점을 고려하여 모든 가진 점 P1-P5 

의 소음파워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에서 이

방향슬래브와 일방향슬래브의 소음파워 스펙트럼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이방향슬래브의 크기가 일방향슬래브 

보다 큼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의 가청 주파수 대역

으로서 소음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큰 50㎐ 이상의 대역

에서 확연하게 이방향슬래브의 스펙트럼이 일방향슬래브

의 스펙트럼보다 조밀하게 진동모드들이 나타나며, 그 크

기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이방향슬래브와 

일방향슬래브의 구조시스템 차이는 슬래브의 동적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동적특성의 차이는 중량

충격음 등 저주파수대역 소음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슬래브 시스템에 따른 중량충격음 차음성능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Hollow core 슬래브 구조시스템은 기존의 바닥충격

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근거한 표준바닥구조보

다 월등한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Hollow core 슬래브 시스템은 최대 5㏈까지 역

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슬래브 최상단에 장판 등의 최종 마

감층을 설치하여 고주파수대역의 경량충격음 저감성능을 

향상시킬 경우 바닥충격음 레벨은 더욱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표준온돌구조는 뜬바닥구조로서 중량충격음의 저감

에는 큰 효과가 없으며, 특히 본 연구의 Hollow core 슬

래브와 같이 일방향으로 구성된 슬래브시스템에서는 슬

래브 간을 강체로 연결함으로써 오히려 중량충격음 저감

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Hollow core 슬래브 시스템에서 Hollow core 슬래

브 자체의 두께 및 하부 흡음재의 영향은 1㏈ 내외로써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4) 구조시스템의 차이에 대한 진동 및 소음해석을 실

시한 결과, 일방향슬래브의 가속도응답이 이방향슬래브보

다 크게 저감되며 진동모드의 형상이 크게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5) 소음해석결과, 이방향슬래브의 소음파워 스펙트럼이 

일방향슬래브보다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50㎐ 이상 소음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큰 진동수 영역

에서는 일방향슬래브의 소음파워가 확연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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