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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heavy-weight impact noise in apartments induces social problems. 

The present study evaluated various factors causing the heavy-weight impact 

noise, and proposed solutions to reduce the heavy-weight impact noise in the 

apartment.  

Signal characteristics of heavy-impact noises were investigated, and problems 

in existing measurement criterion were analyzed. Signal processing and 

averaging method of FFT analysis and octave band pass filter analysis wer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differences of floor impact noise level 

between two method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loor 

impact noise level of FFT analysis differed from that of the octave band pass 

filter analysis because of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hods. 

The maximum sound pressure level of octave filter analysis and the ESD 

spectrum of FFT analysis with trigger function are simila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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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with, which has 5dB differences at the center frequencies of 1/1 

octave. 

Using a frequency response function, acceleration and acoustic pressure 

response for bare slab and floating floor structures were analyzed. The floating 

floor amplified the vibration responses and sound pressure level below 80Hz 

frequencies, but it decreased them above 80Hz. The floating floor had 

resonance effect at 52Hz by resilient material and the amplified vibration 

response increased sound pressure level. Using FRF, vibration responses of 

bare slabs and floating floor impacted by rubber ball and bang machine were 

predicted and compared to experimental results. In the bare slab, the 

prediction was relatively accurate. However, the prediction of the levels in the 

floating floor was less than the test results in high frequencies. 

 Properties of impact force and floor impact noises due to standard heavy-

weight impact sources and adults’ walking were evaluated. Compared to 

impact force spectrum between standard heavy impact sources and adults’ 

walking, each impact force spectrum had different frequency characteristics. 

Further, floor impact noise tests showed that the floor impact noise due to 

walking were much less than those of standard heavy-weight impact sources 

over 100Hz frequencies. The impact force amplitude due to walking was 

similar to that of rubber ball at 70-80Hz, but the floor impact noises level due 

to walking was greater than that of rubber ball at 63Hz. Running makes impact 

duration time shorter and frequency spectrum ranges more widely. As a result, 

running induced the impact force larger than that of standard impact sources 

at 70-100Hz. 

In floor finishing materials and mats, impact force and noise chraracteristics 

due to rubber balls and tapping machines were investigated. Transmitted 

impact forces under the floor covering were measured, which showed 

frequency characteristics between impact forces and noises were almost same. 

When soft floor coverings are used, noise reduction performance for hig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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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frequencies is increased. For Single number quantity, the floor finishing 

materials decreased the light-weight impact noises of about 10dB, but heavy-

weight impact noises were not decreased. In the case of the floor mats, light-

weight impact noises of about 40dB and heavy-weight impact noises of about 

12dB were decreased. In evaluation for impact force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floor coverings, environmental effects such as receiving room and 

structures were excluded, so that natural properties of the floor coverings can 

be utiliz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amplification of floor 

impact noises at low-frequencies due to acoustic modes was analyzed. Below 

100Hz frequencies, floor impact noises were chang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osition of the receiving points. Because the receiving point was located at 

1.2 m height that is commonly used in nodal points of vertical direction 

acoustic mode, noise level at 63Hz can be measured less than spatial average 

acoustic pressure level. The participation factors of acoustic mode depend on 

the properties of spaces. As a result, existing measurement criteria does not 

provide a representative value. Thus, to exclude properties of spaces due to 

acoustic mode, the edge point which has the maximum room mode response 

should be added to the measurement points.   

In a test room to measure floor impact noise, floor vibration and sound 

pressure response were measu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slab thickness 

and location of measurement points. As slab thickness increases, natural 

frequency of the floor increased, and vibration response and noise level 

decreased. Occasionally, the increased natural frequency of the floor amplified 

noise level at increased frequency. In 25point grid, average acceleration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or driving center point were greater than those 

of corner point at 10-40Hz and less than those of 40-200Hz.   

 In ceiling structures with or without carrying rods, vibration and impact noise 

were measured and analized. Vibration of the concrete slabs was 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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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eiling structures through carrying rods, which amplified the vibration 

response. In the case of the ceiling without carrying rods, however, sound 

pressure level over 125Hz frequencies wa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ceiling 

structures. 

For many types of resilient materials used in floor system, vibration response 

and sound pressure level were investigated in test rooms and actual apartments. 

In the test room, all types of floor impact noises were reduced when dynamic 

stiffness of resilient material was low, but the impact noises were not reduced 

in real apartments. Floating floor using resilient material amplified vibration 

response due to resonance of resilient material and finishing mortar. Impact 

force transfreed to the botoom concrete slab was measured by using inverse 

system analysis. This inverse impact force spectrum showed that impulse 

force transferred to the bottom slab be amplified by resilient material in low-

frequency range. The inverse analysis method can be utilized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resilient materials considering structural and acousticral 

characteristics of apartments. 

Using F.E.M., floor impact noise prediction models for a bare slab in 

apartments were developed.  The proposed FE model predicted well the 

experimental results in 1/1 octav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which has 

difference of about 0.6dB-2.9dB. Single number quantity predicted 1dB 

higher than measured data. The numeric model was applied to flat palate 

structure system and analyzed according to location of columns. The flat plate 

structure system showed impact noise reduction performance better than that 

of structural wall system at 63Hz. Vibration response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columns location. Large and small sized apartments were modeled. 

Slab thickness was 180 mm, 210 mm, and 240 mm. The small sized model 

showed the improved noise reduc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slab 

thickness. On the other hand, noise reduction performance was not improved 

in the large sized model at 6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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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vercome the technical limitations for heavy-weight impact noise 

decrement in the floating floor using resilient materials, a new floor system 

was developed. In the proposed floor system, lightweight formed concrete 

assembled finishing mortar and concrete slab, which increased flexural 

stiffness of the existing concrete slab and decreases floor vibration response. 

As a result, heavy-weight impact noise can be decreased. At all frequencies, 

heavy-weight impact noise level was reduced. At 63Hz, the level of the 

maximum 6 dB was reduced. Although the assembled floor system was weak 

to light-weight impact nois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use of the floor 

covering decreased light-weight impact noise. When PVC floor coverings are 

applied to this system, floor impact noise level over 500Hz frequencies were 

effectively reduced, and reverse-A SNQ level estimated 59dB that is reduced 

by 5-7dB. 

 

Keywords : floor impact nois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bang machine, 

rubber ball, tapping machin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system analysis, 

ceiling, impact source, floor covering, floor mat, FEM, finite element method 

Student Number: 2010-3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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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아파트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주거형태로 나타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47%로 나타났으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아파트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

서 최근의 아파트는 브랜드화 고급화되었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

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벽과 바닥을 이웃세대간에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접세대간 또는 상하세대간은 벽과 바닥을 통한 소음전달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로 대변되는 바닥충

격음은 상하층 세대 거주자들의 분쟁 요인이 되어 살인사건까지 발

생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사

회적 이슈로 남아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2012년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원인 분석결과1, 층간소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뛰거나 

발걸음(73.4%)으로 나타났며, 층간소음 피해자 주거위치별 현황으

로 아래층(79.6%) 거주자가 위층 소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

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양한 층간소음 원인 중 이웃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아이들의 뛰거나 발걸음에 의한 층간소음은 저주파 음압레벨이 높

은 충격소음으로 바닥충격음의 중량충격음과 주파수 특성이 유사다. 

기본적으로 중량충격음의 표준 충격원으로 사용되는 뱅머신과 고무

공은 아이들의 뜀에 대한 충격력 특성을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1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는 해결 방법 배려와 이해로 층간

소음 없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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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2013.12.24일 공

포, 주택법 44조의 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하였고 2014.6.3

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환경부, 국

토교통부)을 시행하였다. 이 공동부령은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층간소음의 기준은 

Table 1.1과 같다. 

 

Table 1.1 층간소음의 기준, dB(A)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그리고 정부는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법의 21조에

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을 도모 하였다. 주택법과 관련된 기준으로 2003년부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경량충격음은 58dB이하, 중

량충격음은 50dB이하의 정량적인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2005년 6월

에 고시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

해 2005년 7월부터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 구조를 채택하여 시공하였다. 표준바닥구조 및 인정바닥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는 Fig. 1.1과 같으며, 2013년 까지 공동주택의 

구조형식에 따라 바닥구조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벽식구조 

210mm, 무량판 또는 혼합식 구조 180mm, 라멘구조 150mm로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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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Fig. 1.1 General floor structure of apartment building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13년 5월에 개정되면서 화장실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 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단, 라멘구조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11호, 2013.10.21., 일부개정, 

시행 2014.5.7.’를 개정하여 표준바닥과 인정바닥구조를 일원화 하

고 일정 바닥두께(210mm 이상, 기둥식 구조는 150mm이상)와 바닥

충격음 성능(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를 동시에 만족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공동주

택과 유사한 표준실험동 또는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인정받도록 

하였으며, 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는 보다 까다로운 품질 시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과거 실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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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현장 적용시 성능이 악화[1] 되는 현상은 

줄어들 수 있으며, 완충재 품질 향상을 통해 적어도 인정받는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은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첫째, 새로운 중량충

격원으로 도입된 고무공 충격원은 기존 뱅머신 보다 충격력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획득이 수월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5월 이후부터 인정받은 바닥구조 들은 대부분 고무공 

충격원으로 중량충격음 성능 등급을 받고 있었다. (APANDEX A) 고

무공 충격원은 국제 표준 ISO의 표준 중량충격원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기존 충분한 선행연구를 통해 실제 아이들의 뜀과 점핑과 유

사한 충격음을 발생시키는 면에서 중량충격원으로 적절성은 인정된

다. 하지만 고무공의 충격력 특성은 뱅머신보다 상대적으로63 Hz의 

충격력은 작고 125 Hz의 충격력이 큰 만큼 125 Hz의 중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면 좋은 중량충격음 등급을 획득할 수 있기 때

문에 63 Hz의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바닥구조 형식은 Fig. 1.1과 같이 완충

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거 바닥

충격음 저감을 위해 표준바닥구조를 도입하면서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는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바닥구조로 사용되어왔고 모든 

바닥충격음 저감 연구는 완충재 개발에 집중되었다. 완충재를 사용

한 뜬바닥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저주파 바닥충격음을 증폭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정바닥구조가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법적으로

도 인정바닥구조로 시공된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시 바

닥충격음에 대한 등급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입주자와의 분

쟁 회피를 위해 최하위 등급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바닥충격음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에 바닥충격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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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정바닥 구조라는 강제 규정이 이러한 기술개발을 둔화시

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시공 

오차와 불량 시공 등에 의한 바닥충격음 성능저하이다. 시공 불량

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측면완충재 시공불량으로 마감몰탈과 콘크

리트 벽이 절연되지 않아 경량충격음이 크게 증가되는 음교현상이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및 인정관리기준의 

완충재 시공방법은 이러한 음교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충재 시공방

법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장확인은 면밀이 

조사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바닥충격음기준 시행전 공동주택 20세대와 시행

후 공동주택21세대에 대하여 경량충격음(탭핑머신), 중량충격음(뱅

머신/임팩트볼) 차단성능을 조사하였으며, 경량충격음은 역A특성 

단일수치평가량으로 62.1dB(시행전)에서 49.1dB(시행후)로 감소하였

으며, 중량충격음은 뱅머신 54.3dB(시행전)에서 52.8dB(시행후), 임

팩트볼 55.8dB(시행전)에서 47.1dB(시행후)로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중량충격음 저감성능 평가 주파수 대역 중 가장 낮은 

63 Hz 대역의 중량충격음 저감 성능을 살펴보면 뱅머신은 79.6dB→

82.3dB 증폭, 임팩트볼은 73.5dB→73.9dB 증폭 되어 바닥충격음 기

준 시행 후 저주파 대역 중량충격음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위 환경부 조사결과는 뜬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저감 특성을 명확

히 보여준다. 이 실험결과를 일반화 하면, 완충재를 사용하여 뜬바

닥구조의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를 절연시켜주면 125 Hz 이상 

고주파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효과적이지만 63 Hz의 저주파 바닥

충격음은 증폭되며, 뱅머신과 같이 저주파 충격력이 큰 충격원이 

바닥을 가진할 경우 저주파 바닥충격음은 더욱 증폭된다. 바닥충격

음 법제화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가 210mm 보다 얇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

조는 중량충격음 저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및 범위 

 
6

현장 또는 표준 실험동에서 좋은 인정성능을 획득한 완충재라 하더

라도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저감 특성은 공동주택의 평면 특성과 구

조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된 다양한 공동주택의 바닥충

격음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과거 표준실험동에서 인정받는 완충

재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현장 적용시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연

구결과는[1] 인정바닥구조가 현장적용시 동일한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은 완충재뿐만 아니라 바닥재, 천정구조, 수

음실 흡음 정도,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등 다양한 영향요소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되어 변화된다.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연

구가 완충재, 천장, 바닥재 등 한쪽으로만 치우친 연구성과는 다양

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인이 적용되는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연구

는 다소 복잡하고 광범위 하더라도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2.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를 분석하

고 이를 바닥충격음 저감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 1.2와 같은 연구범위를 갖고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첫번째 단계로 바닥충격음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대해 연구

하였다. 바닥충격음은 구조기인소음이기 때문에 바닥충격음을 발생

시키는 충격원과 구조체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고 바닥충격음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닥충격음의 신호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현행 바닥충격음 측정기준에 대한 주파수 분석방

법과 평가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바닥충격음 및 바닥 진동 신호

에 대해 다양한 주파수 분석방법과 평균화 방법을 적용하고 분석결

과의 차이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였다. 충격력-진동-충격음의 상관

관계를 분석을 위해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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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함수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충격력에 대한 바닥진동 및 충격

음의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파수 응답함수는 진동 및 음향시

스템의 입력과 출력관계를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파

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뱅머신과 고무공 충격력의 입력신호에 대

한 바닥진동 및 충격음의 응답을 예측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1.2 Research scope and outline 

 

두번째 단계로, 바닥충격음의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진원, 

바닥마감재, 음향모드, 측정지점,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의 바

닥진동 및 바닥충격음 특성, 그리고 공동주택 구조시스템에 따른 

바닥충격음까지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를 분석하였다. 영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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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일 위한 환경조건은 각 영향요소을 1개의 변인으로 통제하

여 개별적인 영향요인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도록 하

였다. 바닥충격음은 각각의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발생

되기 때문에 각각의 영향요인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분석은 바닥충

격음 변화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한다. 영향요인 분석은 또한 다

양한 경로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

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닥충격음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방안으로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구조시스템으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유한요소 수치해석은 구조기인 소음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수치해석 기법이며, 중량충격음과 같이 저주파 대역 실내 

소음 예측에 가장 효과적인 수치해석 기법이다. 유한요소 수치해석

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진동 및 바닥충격음을 예측하고 바닥충격

음 발생 특성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뢰성이 

확보된 수치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조시스템 변화를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구조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분

석하였다. 두번째 방안으로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를 결합한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검증하였

다. 일체형 바닥구조의 바닥 진동 특성변화에 대해 주파수 응답함

수와 모달테스트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발된 일체형 바닥마

감구조는 바닥구조 휨강성과 유효질량을 증가시켜 바닥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이었다. 

 

1.3. 논문 개요 

1장은 바닥충격음과 관련된 연구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연

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주제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1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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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다루지 않고 각 장의 서론에 포함하여 각 장의 주제에 대해 

논지의 흐름을 갖도록 하였다.  

2장은 바닥충격음을 측정 및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

하였다. 현행 바닥충격음 측정 기준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

찰하였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그리고 거주자 보행시 발생되

는 바닥충격음을 레코딩하여 바닥충격음에 대한 신호적 특성을 살

펴보았다. 레코딩된 신호를 다양한 평균화 조건을 적용하여 FFT 분

석과 옥타브 필터 분석하고 주파수 분석 방법과 평균화 방법에 차

이에 의한 바닥 충격음 레벨 변화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고 및 분석

하였다. 

3장에서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시스템

해석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구조체의 진

동 응답 특성과 수음실 음향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구조체 가속도 

응답과 음압 응답에 대한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시스템해석 기능을 활용하여 임의 입력 신호에 대해 구조물

의 진동 및 바닥충격음을 예측하는 방법과 역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입력된 충격신호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시

스템 해석 방법을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에 대해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입력신호로 고무공과 뱅머신의 충격력 스

펙트럼을 사용하였다. 

4장에서는 표준 중량충격원과 성인 보행 및 큰 걸음에 대한 충격력

특성에 대해 시간 파형, FFT, 옥타브 필터, 폭로레벨 등 다양한 분

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충격력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KS 

기준을 만족하는 충격력 측정 장치를 제작하고 뱅머신, 고무공, 그

리고 성인 보행에 대한 충격력을 계측하고 분석하였으며, 바닥충격

음 실험동에서 성인 보행과 표준 중량 충격원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계측하여 충격력 특성과 비교하였다. 

5장은 4장과 연관된 연구로 바닥 마감재와 바닥매트로 인한 충격력 

변화 및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에 대한 분석하였다. 제작된 충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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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치를 이용하여 바닥 마감재와 바닥 매트 하부로 전달되는 고

무공의 충격력을 계측하고 바닥충격음 실험동에서 동일한 시편에 

대해 바닥충격음 레벨을 계측하여 충격력과 비교하였다. 충격력과 

음압 스펙트럼 크기를 바닥재 두께와 1/3 옥타브 중심주파수에 대

해 3차원 등고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바닥

재 두께 및 종류에 따른 충격력과 음압 스펙트럼 저감 특성을 분석

하였다.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한 단일 수치 평가량을 시편 

두께별로 비교하여 바닥재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파악하였다.  

6장에서 수음실의 음향모드가 바닥충격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였다. 음향모드에 대해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바닥충

격음 표준 실험동의 직육면체 수음실에서 계측한 충격응답 응압측

정결과를 이론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음향모드 형상 및 고유진동수에 대

해 분석하였으며, 실험된 음압응답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바닥충

격음에 대한 주파수 특성에서 음압 응답에 기여하는 음향모드의 특

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바닥 진동 모드 형상과 음향모드 형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수음점 위치를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변

경하면서 바닥충격음을 계측하였으며, 수음점 위치와 음향모드가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음실의 

x, y, z 방향 길이에 대해 수음실에 존재할 수 있는 정재파 들의 형

태를 2차원 그래프로 나타내고 현행 바닥충격음 측정 기준인 고정

된 수음점 위치에서의 정재파 크기를 분석하였다. 각 수음점 위치

에서의 정재파 크기는 음향모드에 의한 음압 증폭 정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고정된 수음점의 측정기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7장은 바닥충격음 측정점에 관한 연구이다. 과거 표준 바닥충격음

실험동의 150, 180,210, 240mm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에 대해 바닥진

동 및 바닥충격음 발생 특성에 대해 가진점 및 수진점, 그리고 수

음점 위치별로 분석하였다. 25개 모달테스트 측정점에 대해 바닥 진

동 모드를 분석하고 음원실의 중앙과 모서리를 가진한 경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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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실 전체 바닥면의 진동응답 분포 형상과 진동 응답 크기 변화

를 분석하였다. 가속도와 바닥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을 비교 분석하

여 바닥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속도 응답 측정 

지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8장에서 천장구조의 바닥충격음 증폭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콘크

리트 슬래브의 진동이 달대를 통해 천장구조로 전달되면서 천장구

조의 진동응답을 증폭시키고 이 증폭된 천장구조의 응답이 바닥충

격음의 저주파 대역 음압레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공

동주택 시공 현장의 1개 방에 일반 나무틀 천장구조와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를 시공하고 콘크리트 슬래브 및 천장구조의 가속도 응답

과 수음실에서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였다. 천장 구조와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응답을 비교하여 달대를 통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

동전달을 파악하고 천장 구조의 진동과 바닥충격음의 주파수 스펙

트럼을 비교하여 천장구조의 진동이 바닥충격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실과 방에 시공된 일반 나무틀 천장구조에 대해 시

공단계별로 완공까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천장구조에 의한 바

닥충격음 변화를 분석하였다. 

9장에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의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 저감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동식 마감몰탈 판을 사용하

는 바닥충격음 실험동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탄성계수와 재질의 완

충재에 대해 바닥진동응답과 바닥충격음을 실험하였다. 또한 동일

한 평면 형태를 갖는 공동주택 세대별로 5, 10, 20 MN/m3의 동탄성

계수를 갖는 30 mm의 완충재를 시공하여 완충재 동탄성계수 변화

에 따른 바닥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저주파 대역

에서 증폭되는 진동응답과 바닥충격음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모달테스트를 통해 뜬바닥구조의 콘크리트 슬래브 진동 모드 형상

과 마감몰탈의 진동모드 형상을 분석하였으며, 완충재와 마감몰탈

에 의한 2차 공진 응답이 발생되는 주파수에서의 모드 응답 특성에 

대해 나타내었다. 뜬바닥 구조의 저주파 증폭에 대한 다른 영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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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완충재를 통해 변화되는 충격지연시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충격 지연시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 응답 시간 파형을 이용하

였다. 시스템 역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뜬바닥 구조에서 완충재를 

통과하여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를 가진하는 충격력을 추정하였다. 

역해석 충격력을 이용하여 완충재에 대한 동적특성을 정의할 수 있

으며, 서로 다른 환경조건을 갖는 다양한 공동주택에 대해 최적의 

완충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

의하였다. 

10장과 11장에 1-9장의 바닥충격음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두 가지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 저감방안을 나타내었다.  

10장은 첫번째 대안으로 유한요소법 수치해석 기법을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예측하고 바닥충격음에 최적인 구조시스템으로 설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조기인 소음 해석에 대한 다양한 수치

해석 기법을 분석하였으며, 바닥충격음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유한요소 해석기법이 갖는 장점에 대해 나타내었다.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구조체 진동 응답과 바닥충격음을 예측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수치해석 모델을 이

용하여 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에 대한 바닥진동, 음향파워, 기여도, 

바닥충격음 등을 분석하였으며, 최적의 바닥충격음 저감효과를 나

타낸 무량판 구조의 바닥 충격음 저감 특성을 분석하였다. 작은 평

형과 큰 평형의 공동주택에 슬래브 두께를 180, 210, 240 mm 로 적

용하고 바닥 진동 및 바닥충격음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동주

택 평형 별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증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검

토하였다.  

11장은 두번째 대안으로 마감몰탈과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구성된 

바닥마감구조와 콘크리트 슬래브가 일체화 되는 바닥구조를 제안하

였다. 과거 표준 바닥충격음 실험동의 150, 180 mm 바닥구조에 일체

형 바닥구조시스템을 적용하고 모달테스트, 가속도 및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바닥충격음 등을 계측하여 주파수 응답 특성과 저감성능



1. 서론 

 

13

을 확인하였다. 일체형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저감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PVC 재질의 바닥마감재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경

량충격음 저감성능을 확인하였다.  

12장은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다양한 공동주택 바닥 충겨음 영

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고찰을 통해 얻은 결론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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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 

2.1. 표준 및 기준 

바닥충격음 측정은 KS F 2810-1,2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규정되어있다. KS 기준에 바닥충격음 발생은 

중앙점 부근1점을 포함한 평균적으로 분포하는 3~5점으로하고 수

음점은 수음실내에서 벽, 바닥면 등으로부터 50cm이상 떨어진 공간 

내에 서로 70cm이상 떨어진 4점 이상의 측점점을 공간적으로 균등

하게 분포시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바닥충격

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

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 거리는 벽면등으로부터 0.75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하고 측정 개소 또한 중앙점을 포함하여 4개소 이

상을 선정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바닥충격음 연구를 위한 수음점 위

치는 이 기준을 따른다. 

각 가진점마다 측정된 모든 수음점에서의 음압 레벨의 에너지 평균 

값을 사용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은 각각 식 (1), (2)를 이용

하여 실내 평균 음압레벨(average sound pressure level in a room, L or 

LFmax)을 계산하며, 가진 점마다의 실내 평균 음압 레벨을 산술 평

균하여 각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의 바닥 충격음 레벨(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 or Li,Fmax) 을 산출한다. 

 /10

1

110log( 10 )j
n

L

j
L

n =

= å   (1) 

 max, /10
max,

1

110log( 10 )F j
n

L
F k

j
L

n =

= å   (2) 

수음점에서의 실내 평균 음압레벨은 위 식과 같이 에너지평균을 사

용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음압 레벨을 나타낸 수음점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바닥충격음 레벨은 산술평균값을 사용하여 

각 가진점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Fig. 2.1-(a)는 1개 가진점에 대한 5개 수음점의 음압레벨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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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이며, (b)는 5개 수음점에 대한 실내 평균 음압레벨을 에너지 

평균과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비교한 그래프 이다. 에너지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된 실내 평균 음압레벨이 산술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며, 각 중심주파수에서의 최대 음압레벨이 에너지 평균에 높은 가

중치를 갖고 반영되어 실의 코너 수음점인 P1과 P2의 음압 레벨이 

저주파대역의 실내평균 음압레벨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측정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은 KS F 2810-2:2012에 의해 최대 음압 레벨 (Maximum 

sound pressure level, LFmax)을 측정하며, 최대음압레벨은 KS C IEC 

61672-1:2005에 명시된 시간 가중 음압 레벨(time-weighted sound level, 

Lτ) 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경량충격음은 KS F 2810-1:2001을 따라 

등가 음압 레벨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Leq)을 측정한다. 

시간 가중 음압 레벨과 등가 음압 레벨은 각각 식 (3)과 (4)에 의해 

구하여진다.  

 2 ( )/
0( ) 10lg{(1 / ( ) ) / }

t tL t p e d px t
t t x x- -

-¥
= ò    (3) 

 2 2
010lg{(1 / T ( ) ) / }

t

eqT t T
L p d px x

-
= ò   (4) 

여기서, 

t  : 시간 가중 F 또는 S 의 시정수 (s), F: 0.125s, S: 1s 

x  : - ¥  로 나타낸 어떤 과거시각으로부터 관측시각 t까지의 적분 

변수 

( )p x  : 시각 x 에서의 음압 레벨 

0p : 기준 음압(20 μ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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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1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5 receiving points (a) and those of 

average sound pressure level in a room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31.5 63 125 250 500

20

30

40

50

60

70

80

90
P1
P2
P3
P4
P5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31.5 63 125 250 500

20

30

40

50

60

70

80

90
Energy average
Linear average



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 

 

17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의 음압 레벨 측정 기준이 다른 이유는 

Fig. 2.2과 같이 바닥 충격음의 시간 파형 특성 때문이다. (Fig. 2.2의 

바닥충격음 파형은 210mm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갖는 

4.8×3.8×h3 m크기의 벽체 차음성능 실험동에서 표준 충격원으로 바

닥 중앙을 가진 하였을 때 수음실 중앙(높이 1.2m)에서의 음압을 

계측한 결과이다. Fig. 5.1 평면 참조)  

바닥 충격음의 시간 파형 특성은 충격원 충격력 특성에 의해 결정

되며, 뱅머신과 태핑머신의 바닥 가진 주기는 각각 2.1초와 0.1초로 

확연히 다른 가진 주기로 바닥을 가진 한다. 충격원의 바닥 가진 

주기 특성에 의해 뱅머신의 충격 소음은 Fig. 2.2과 같이 과도 신호

(transient signal or non-stationary signal) 특성을 갖으며, 태핑머신의 연

속 충격소음은 준 정상 신호 (quasi-stationary signal)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음압 파형 특성에 의해 중량충격음은 계측되는 시간 동안 

발생되는 최대 음압 레벨을 계측하여 평가하고 경량충격음은 계측

되는 시간 동안의 시간 평균 음압 레벨을 계측하고 있다. 

참고로 거주자의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접 

충격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4.6.3’에 의해 1분간 등가소음도[Leq dB(A)]와 최고소음도[Lmax 

dB(A)]를 같이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의 보행 충격 소음은 공

간을 이동하면서 바닥을 가진하기 때문에 특정 가진점에서 음압레

벨이 크게 발생되며, 음압 파형의 특성이 과도 신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량충격음과 같이 최대 음압 레벨을 계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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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coustic pressure in a receiving room due to Bang machine, 

Rubber ball, Tapping machine, and man walking 

 

Fig. 2.3는 Fig. 2.2의 네 가지 충격원에 대한 음압 계측 결과를 LFmax

와 Leq로 분석한 그래프이다. 평균화 방법이 다르지만 음압레벨의 

주파수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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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3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different impact source and 

averaging type 

 

  

(a) Bang machine                 (b) Tapping machine 

Fig. 2.4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bang machine and tapping 

machine 

 

Fig. 2.4은 뱅머신과 태핑머신 가진에 대한 음압의 LFmax, LF, Leq 레벨

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LF 는 FAST 시정수에 대한 지수평균 음압 

레벨이다. 뱅머신은 태핑머신에 비해 바닥 가진 주기가 짧기 때문

에 Leq 레벨은 충격음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까지 시간 평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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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max 레벨보다 약 10dB 작게 나타났다. LF, Leq 음압 레벨은 태핑머

신에 대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각 

중심 주파수 별로 최대 5dB까지 차이가 발생되었다. 

 

2.2. 신호 처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은 KS C 1502에 규정하는 보통소음계 또는 

KS C 1505에 규정하는 정밀소음계를 이용하여 계측된다. 이러한 소

음계는 주파수 분석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입력신호에 대해 옥타브 

또는 1/3옥타브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각 중심주파수에서의 음

압 레벨을 측정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분석은 기본적으로 소음계의 옥타브 디지털 필터를 이

용하며, 디지털 필터 분석을 통한 신호처리 과정은 Fig. 2.5와 같다.  

 

 

Fig. 2.5 Signal processing using digital filter analysis 

 

옥타브 밴드 패스 필터는 IEC225-1996과 ANSI S1.11-1986의 규격에 
맞추어 설계된다. Fig. 2.6에 matlab을 이용하여 설계된 31.5-24 kHz 
중심주파수의 옥타브 밴드패스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Fig. 2.7에 31.5, 63, 125 Hz 옥타브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신호에 
대한 시간파형을 나타내었다. matlab에서 옥타브 필터 설계는 버터

워스 필터 (Filter order: 6, Fs: 48000, Response: Octave, Mask: ‘Class1’)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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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Octave band filter bank 

 

Fig. 2.7 Filtered signals of 31.5-125 Hz octave band pass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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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에 대한 LFmax와 Leq 레벨은 Fig. 2.7과 같이 옥타브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디텍터의 평균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된

다. Fig. 2.4과 같은 LFmax와 Leq 의 레벨차이는 이 평균 기능의 차이

에 의해 발생된다. 

디텍터의 평균화 기능은 옥타브 필터를 통과한 신호의 제곱 값에 

대해 시간영역에서 선형평균(linear average) 또는 지수 평균

(exponential average)으로 정의 된다. 특히 중량충격음의 최대 음압레

벨 LFmax는 지수평균을 사용하며, 이때 사용되는 지수함수의 시간 

가중(time weighting) 특성은 식 (3)과 같이 시정수 t  를 Fast (0.125s) 

로 적용한다. 1초 간의 시간 가중 지수함수를 Fig. 2.8에 나타내었다.  

지수함수 특성상 최근에 계측된 신호의 가중치가 과거의 계측 신호

보다 높게 되며, 시정수가 짧을수록 상대적인 가중치는 더욱 높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음압 신호에 대해 시정수를 달리하여 분석하

게 되면 시간 평균된 최대 음압레벨의 크기 또한 Fig. 2.9과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 

Fig. 2.9은 Fig. 2.2의 뱅머신 가진에 대한 음압 신호를 시정수를 달

리하여 최대 음압레벨을 계산한 그래프이다. (여기서, peak는 피크 

음압(peak sound level)을 의미하며, 시간 가중되지 않은 순시 음압의 

절대값 중 가장 큰 값의 음압 레벨이다.) 시간 가중되지 않은 피크 

음압 레벨이 가장 높음 값을 나타내고 시정수가 작은 Impulse, Fast, 

Slow 순으로 최대 음압 레벨이 높게 발생되고 있다. 

 



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 

 

23

 

Fig. 2.8 Exponential time weighting function 

 

 

Fig. 2.9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bang machine using exponential 

max hold averaging with different time constant(Slow, Fast, Impulse) and 

peak hold averaging(dotted black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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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은 태핑머신에 대한 Leq 레벨과 지수 평균된 LF 및 LFmax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Leq와 LF는 동일하게 나타나 경량충격음은 지수

평균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중량충격음 측정 조건과 동일

한 LFmax레벨은 이보다 3-5dB 높게 나타났다. 

 

 

Fig. 2.10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tapping machine 

 

2.3. Acoustic weighting (Frequency weighting) 

A-weighting 주파수 가중 특성은 바닥충격음 측정에 직접적으로 사

용되지 않지만 바닥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single number quantity) 

계산에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중량충격음의 “역 A특성 가중 바닥 

충격음 레벨” (Li,Fmax, AW)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A-weighting 주파수 가중 특성은 40 dB 등청감곡선(equal 

loudness curve)과 유사하며, 낮거나 중간 음압 레벨에서 사람의 귀

의 응답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파수 가중 필터

(frequency weighting filter)는 A-weighting의 경우 IEC 61672-1 (2002-05), 

ANSI S1.42-2001을 통해 설계된다. (Fig.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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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A and C weighting filter 

 

바닥충격음의 평가, 즉 단일 수치 평가량은 역 A 특성 곡선(중량충

격음) 또는 규준곡선(경량충격음)을 음압레벨 그래프에서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기준곡선을 상회하는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가중

법” (weighted method)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바닥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은 가중의 첨자 w를 사용하여 중량충격음은 “역 A특성 가중 

바닥 충격음 레벨, Li,Fmax,AW”, 경량충격음은 “가중 규준화 바닥 충격

음 레벨, Ln,W” 또는 “역 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 충격음 레벨, Ln,AW” 

로 부른다. 

Fig. 2.12은 ISO 등첨감 곡선, 역 A특성 곡선, 그리고 공동주택 거실

에서 맨바닥 조건과 완공조건에 대한 뱅머신 바닥충격음 레벨

(Li,Fmax)을 비교한 그래프이며, Table 2.1은 1/1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

벨을 나타낸 표이다. (역 A 특성곡선은 중량충격음 단일평가지수 

50dB에 해당하도록 500 Hz에서의 음압레벨이 50dB가 되도록 수직 

이동 되었다.) 뜬바닥 구조와 실내 마감이 시공되면서 63 Hz 이하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증가하고 그 이상은 저감되었다. 

중량충격음 등급은 50dB로 완공조건과 맨바닥 조건이 동일하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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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가 시공된 완공조건에서 63 Hz의 바닥충격음은 맨바닥구조

보다 높은 음압레벨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완공조건에서의 바닥

충격음 측정결과는 63 Hz 에서 등청감 곡선의 50 Phone을 초과하였

다.  

 

 

Fig. 2.12 Comparison of ISO equal loudness curve and inverse A-

weighting (black- dashed line) and floor impact sound level in living room 

 

Table 2.1.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Bang machine 

Freq. (Hz) Bare concrete slab Floating floor (completion) 

31.5 82.2 85.1 (+2.9) 

63 77.5 80.9 (+3.4) 

125 66.1 62.6 (-3.5) 

250 55.3 46.3 (-9.0) 

500 44.7 38.9 (-5.8) 

Li,Fmax,AW 50 50 

 

Frequency (Hz)
101 102 103 104

-20

0

20

40

60

80

100

12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Livingroom-bare concrete (L,i,Fmax,AW=50dB)

Livingroom-completion (L,i,FMax,AW=50dB)



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 

 

27

2.4. Bandwidth 

옥타브 필터는 중심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대역폭이 증가되는 정비대

역폭(constant percentage bandwidth) 필터 특성을 갖으며, FFT 분석은 

대역폭이 주파수 증가와 관계없이 일정한 일정대역폭(constant 

bandwidth) 특성을 갖는다. 정비대역폭과 일정대역폭의 중심주파수

와 차단주파수의 관계는 각각 식 (5), (6)과 같다. 일반적으로 정비

대역폭은 소음 분석에 사용되며, 일정대역폭은 진동 분석에 활용되

고 있다.  

 ( )1/ n
c u lf f f= ×   (5) 

 
2

u l
c

f ff +
=   (6) 

여기서, cf  는 중심주파수, uf  는 높은 차단주파수, lf  은 낮은 차

단주파수를 의미한다. 

바닥충격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시스템(acoustic system)은 충격(N)-진

동(m/s2)-음압(Pa)의 물리적 측정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과 시스템 주파수 특성 분석을 위

해서는 물리량이 서로 다른 신호에 대해 동일한 주파수 분석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중량충격음과 같이 100 Hz 이하 저주파에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분포하고 모드 밀도가 낮은 시스템의 출력 신호

는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폭을 

좁혀 보다 정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대역폭을 낮추는 방법으로 옥타브 필터를 보다 세분화하여 1/3, 1/6, 

1/12, 1/24 옥타브 필터 등으로 디지털 필터 분석하는 방법이 있으

며, FFT 분석을 사용하여 주파수간격을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1Hz 

또는 0.5Hz 등으로 세밀하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필터와 FFT 분석시 대역폭 변화에 따른 중

량충격음의 음압레벨 변화를 살펴 보았으며, 또한 FFT 분석과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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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필터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주파수 분석방법을 적용

하였을때의 스펙트럼 레벨 변화를 비교하였다. 

 

2.4.1. 실험개요 

신호 분석에 사용된 바닥충격음은 모든 마감공사가 완료된 공동주

택의 거실에서 측정되었으며, 가진점과 수음점의 위치는 중량충격

음의 크기가 가장 큰 거실 중앙점과 코너 수음점(0.75×0.75×1.2m)이

다. 다양한 주파수 분석을 위해 중량충격음은 65536Hz 샘플링주파

수로 디지털 레코딩한 후(LAN XI front-end, B&K) 후처리 주파수 분

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옥타브 필터 분석과 FFT 분석하였다. 

(PULSE Reflex v.18.5 Software, B&K) 디지털 레코딩된 뱅머신과 태핑

머신에 대한 음압 파형을 각각 Fig. 2.14와 Fig. 2.15에 나타내었다. 

Fig. 2.13에 실험에 사용된 공동주택 구조평면과 측정지점을 나타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주파수 방법을 달리하여 분석된 음에 대한 가

진점과 수음점은 각각 L1과 L2이다. FFT 분석조건과 옥타브 필터 

분석조건을 Table 2.2에 나타내었다. 

 

Table 2.2 Frequency analyzer setting 

FFT Octave band pass filter 

Frequency span: 800, 400Hz 
FFT lines: 400, 800, 1600 
Frequency resolution: 2, 1, 0.5 Hz 
Averaging mode: 

max hold (trigger off),  
linear (trigger on) 

Overlap: 75%(trigger off) 
Time window: rectangular 

Bandwidth: 1/1, 1/3, 1/6, 1/12 
Frequency Range : up to 1kHz 
Time constant : Fast (0.125 s) 
Hold mode : max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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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Tested living room structural plan 

 

 

Fig. 2.14 Recorded impact sound pressure signal of ba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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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Recorded impact sound pressure signal of tapping machine 

 

2.4.2. 1/n Octave band pass filter 

바닥충격음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 옥타브 밴드를 n개로 분할하여 

밴드폭을 좁게 설정할 수 있다. Fig. 2.16과 Fig. 2.17은 각각 1/1 옥타

브 밴드부터 1/24까지 옥타브 분석한 태핑머신의 Leq 레벨과 뱅머신

의 LFmax 레벨을 나타낸 스펙트럼이다. 밴드폭이 좁을수록 스펙트럼 

레벨은 감소하지만 보다 정밀한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그래프

에서 1/6 Octave의 밴드폭 이하로 분석된 바닥충격음 레벨은 수음점

에서의 실내 음향모드에 의한 피크 음압 주파수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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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1/n Octave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tapping machine 

 

 

Fig. 2.17 1/n Octave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bang machine 

1/n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31.5 63 125 250 500 103 2000

20

30

40

50

60

70

80
1/1 Octave
1/3 Octave
1/6 Octave
1/12 Octave
1/24 Octave

1/n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31.5 63 125 250 50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 Octave
1/3 Octave
1/6 Octave
1/12 Octave
1/24 Octave



2.4 Bandwidth 

 
32

Table 2.3와 Table 2.4은 각각 태핑머신과 뱅머신에 대한 1/n 옥타브 

바닥충격음레벨을 1/1 옥타브 밴드로 환산한 결과이며, 환산식은 

식 (7)를 이용하여 각 중심주파수 밴드 폭에 해당되는 음압레벨을 

에너지 합을 통해 계산하였다.  

Table 2.3의 태핑머신에 대한 바닥충격음은 밴드폭을 좁게 하여도 

1/1 옥타브로 환산한 음압레벨의 레벨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Table 2.4의 뱅머신에 대한 바닥충격음의 경우 1/1, 1/3, 1/6 옥타브 밴

드에 대한 음압 레벨은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1/1 옥타브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1dB 이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지만 밴드폭이 

좁은 1/12, 1/24 옥타브 분석결과는 63, 250 Hz 에서 음압레벨이 낮게 

나타나 최대 3dB 오차를 나타내었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최대음압 레벨을 계측하는 평균을 적용하기 때

문에 음 에너지가 크게 발생되는 주파수에서 필터링된 신호의 최대 

음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최대 음압레벨의 오차가 발생하

게 된다. 또한 분석되는 소프트웨어의 디지털필터 주파수 응답 특

성이 좁은 밴드폭을 갖는 옥타브 밴드에서는 특별히 적용되는 규격

이 없기 때문에 중량충격음 분석시 밴드폭이 작은 옥타브 필터를 

사용하여 분석된 결과는 이와 같은 레벨 손실이 발생됨을 유의해야 

한다.  

KS에서는 바닥충격음 측정시 1/1 또는 1/3 옥타브 밴드로 측정하도

록 하고 있다. 계측된 신호에 대해 다양한 신호 분석이 필요할 때

에는 모든 계측신호를 높은 샘플링 주파수로 디지털 레코딩하여 원 

신호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파수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max,1/ /10
max,1/1

1
10log( 10 )F n

n
L

F
j

L
=

= 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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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1/1 Octave synthesis of 1/n octav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tapping machine 

1/1 
Octave 

(Hz) 

1/1 
Octave 

1/3 
Octave 

1/6 
Octave 

1/12 
Octave 

1/24 
Octave 

31.5 73.4 73.6 73.7 73.5 73.2 
63 69.6 69.7 69.7 69.7 69.5 

125 58.8 58.9 58.9 58.8 58.7 
250 55.1 55.3 55.2 55.2 55.2 
500 53.1 53.1 53.1 53.1 53.1 

1000 52.2 52.1 52.2 52.2 52.2 
2000 45.5 45.5 45.6 45.5 45.5 

 

Table 2.4 1/1 Octave synthesis of 1/n octav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bang machine 

1/1 
Octave 

(Hz) 

1/1 
Octave 

1/3 
Octave 

1/6 
Octave 

1/12 
Octave 

1/24 
Octave 

31.5 94.5 95.2 94.6 92.8 90.4 
63 84.6 85.0 84.7 83.5 81.8 

125 58.5 58.9 59.3 59.4 58.3 
250 50.0 50.0 50.2 50.2 50.4 
500 47.1 47.1 47.1 47.1 47.0 

 

2.4.3. FFT frequency resolution and triggering 

FFT 분석시 주파수 스펙트럼의 단위(spectrum unit)과 주파수 해상도

(frequency resolution)도는 스펙트럼 레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일반적으로 FFT 분석시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 PWR)을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FFT 분석 조건을 사용한 주파수 분석



2.4 Bandwidth 

 
34

결과를 상대 비교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의 단위 변경이 필요하다.  

Fig. 2.18, Fig. 2.19은 각각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최대평균(max 

hold, trigger off)과 선형평균(linear all, trigger on)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최대평균은 FFT 분석시 75%의 오버랩을 사용하여 계측되는 모든 

신호를 중첩하여 평균하고 분석된 스펙트럼의 최대값을 나타낸 스

펙트럼이며, 선형평균 스펙트럼은 트리거를 사용하여 충격음이 발

생된 순간의 신호만 FFT 분석하여 선형 스펙트럼 평균한 것이다. 

분석된 스펙트럼은 단위를 달리하여 파워스펙트럼(PWR, power 

spectrum, Pa2), 파워스펙트럼밀도(PSD, power spectrum density, Pa2/Hz), 

그리고 에너지스펙트럼밀도(ESD, energy spectrum density, Pa2s/Hz) 함

수로 표현하였다. 

Fig. 2.18의 최대평균 스펙트럼에서 (a), (b)의 PWR, PSD 차원의 스펙

트럼은 주파수 해상도가 낮을수록(∆f가 클수록) 스펙트럼 레벨이 

높게 나타났지만 (c)의 ESD  스펙트럼은 100 Hz 이하 주파수에서 

유사한 스펙트럼 레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100 Hz 이상에서는 ∆f=2Hz 의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높은 레벨로 나타났다. ∆f=2Hz로 

분석되는 신호는 기록 길이(record length, /N =  /  

=200/800=0.25s)가 짧기 때문에 Fig. 2.19의 충격파형의 시작과 끝 부

분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누설 오차(leakage)가 발생되어 레벨이 증

가되는 현상 때문이다. 반대로 기록 길이가 길어지면 충격파형이 

영(zero)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파형에 대해 분석할 수 있지만 

신호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까지 분석되면서 스펙트럼 레벨은 낮아

진다. 이러한 이유로 FFT 밴드폭 결정은 충격신호의 파형 특성을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사각윈도우를 이용한 FFT 분석시 분석

신호는 영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끝나는 파형을 분석할 수 있는 최

소의 기록 길이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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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WR                        (b) PSD 

 

(c) ESD 

Fig. 2.18 Frequency spectrum of impact sound pressure using FFT 

frequency analysis (Maximum hold averaging, overlap 75%) 

 

Fig. 2.19은 1초간의 충격음을 trigger 기능을 이용하여 획득한 시간

파형이다. Trigger의 delay 기능을 이용하여 충격파형 발생이전의 

0.05s의 파형을 획득하여 분석하는 신호의 첨과 끝을 최대한 영에 

가깝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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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Triggered signal of ∆f=1 Hz frequency resolution (delay -0.05 s, 

hold off 1 s) 

 

트리거 기능을 이용하여 FFT 분석을 하여도 주파수 해상도가 높으

면 (a), (b)의 PWR과 PSD 스펙트럼의 레벨이 높게 나타나며, 또한 

누설 오차(leakage)가 발생되기 때문에 (c)의 ESD 스펙트럼에서도 

100 Hz 이상 부분의 스펙트럼 레벨 증가현상은 피할 수 없다. 하지

만 기록 길이가 충격파형을 전부 포함할 수 있는 1s 이상인 경우 

ESD 스펙트럼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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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SD 

Fig. 2.20 Frequency spectrum of impact sound pressure using FFT 

analysis (linear spectrum averaging for triggered signal) 

 

Fig. 2.21은 FFT 분석시 주파수 해상도를 1Hz로 동일하게 하여 트리

거 사용 유무에 따른 ESD 스펙트럼 레벨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이

다. 트리거를 사용하지 않은 스펙트럼은 최대평균스펙트럼을 나타

낸 것이다. 100Hz 이하 주파수에서는 최대평균 스펙트럼과 트리거

를 사용한 선형평균 스펙트럼이 유사한 레벨을 나타내고 있어 저주

파 충격소음의 최대 음압레벨을 결정하는 신호는 약 1s동안 측정된 

충격음압 신호에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100Hz 이상 주파수에

서 최대평균 스펙트럼의 음압레벨은 누설 오차로 인해 트리거를 사

용하여 분석된 음압보다 레벨이 높게 나타나 잘못된 분석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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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ESD spectrum with/ without triggering 

 

2.4.4. 1/1 Octave filter and FFT analysis 

바닥 진동응답 측정은 일반적으로 FFT 분석을 이용하며, 바닥충격

음과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FFT 분석결과를 옥타브 밴드로 나타내

어 비교할 경우가 발생된다. 주파수 응답함수도 FFT 분석을 통해 

계측되기 때문에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예측된 바닥충격음은 

옥타브 밴드의 최대 음압레벨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수치해석

의 경우도 입력 물성(충격력, 임피던스, 감쇠비 등)은 FFT 분석결과

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해석 결과는 FFT 분석된 스펙트럼 단위를 

갖으며, 음압레벨의 예측결과는 옥타브 밴드의 최대 음압 레벨로 

환산하기 방안이 필요하다.  

FFT 분석과 옥타브 필터분석은 주파수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FFT 분석된 결과를 옥타브 주파수로 변환한 음압레벨과 옥타브 필

터 분석한 음압레벨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본 연구에

서는 FFT 분석결과를 옥타브 필터 분석결과로 나타내기 위해 다양

한 주파수 분석 방법 및 평균화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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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는 주파수 분석방법과 그때의 레벨 편

차를 보정치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량충격음은 옥타브 분석과 FFT 분석의 평균화 방법이 유사하고

신호가 정상신호 특성을 나타내어 Fig. 2.22과 같이 FFT 분석결과와 

옥타브 필터 분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125 Hz 이상 주파수

에서 FFT 분석결과가 약 0.5-1dB 크게 분석되었다. FFT 분석시 

hanning window를 사용하여 분석되는 신호의 시작과 끝은 영으로 

수정하여 분석된 결과와 원 신호를 그대로 분석한 결과(uniform 

window)가 동일한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overlap 75%). 

 

 

Fig. 2.22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tapp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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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Impact sound level difference of Leq and FFT synthesis spectrum 

(∆f=1Hz, hanning window, linear all spectrum averaging) 

 

5개 가진점에 대한 5개 수음점에서의 옥타브 필터 분석(Leq)과 FFT 

분석 결과의 음압레벨 차이를 Fig. 2.23에 나타내었다. 음압레벨 차

이(Leq-FFT octave synthesis)는 각 주파수 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5

개 가진점에 대한 평균 음압레벨 차이는 최대 1dB를 나타내어 FFT 

분석결과가 옥타브 분석결과 보다 다소 큰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중량충격음은 Fig. 2.24과 같이 옥타브 분석결과와 FFT 분석

결과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2.24은 중량충격음 분석 조건과 

동일한 LFmax레벨과 주파수 해상도를 달리하여 FFT 분석한 최대평

균 스펙트럼을 옥타브 도메인으로 환산한 음압레벨을 비교한 그래

프이다. 이때 시간 윈도우는 uniform(rectangular) 윈도우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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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CPB 1/1 Octave (Fast) Vs. FFT (linear max hold averaging, 

trigger off, uniform window) 

 

FFT 분석시 누설 오차를 줄이기 위해 hanning 윈도우를 사용하여 

최대평균 스펙트럼을 계산된 결과와 LFmax레벨을 Fig. 2.26에 비교하

였다. 누설 오차 감소로 스펙트럼의 주파수 특성은 옥타브 분석과 

FFT 분석이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음압레벨은 주파수 해상

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1Hz 주파수 해상도 조건이 LFmax레벨과 

가장 유사하였다. 

 

Im
pa

ct
 s

ou
nd

 p
re

ss
ur

e 
le

ve
l (

dB
)



2.4 Bandwidth 

 
42

 

Fig. 2.25 CPB 1/1 Octave (Fast) Vs. FFT (linear max hold averaging, 

trigger off, hanning window) 

 

Trigger를 이용하여 FFT 분석된 음압레벨과 옥타브 필터 분석된 음

압레벨을 Fig. 2.25에 나타내었다. FFT 주파수 해상도에 따라 각 스

펙트럼의 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LFmax레벨과 유사한 주

파수 특성을 나타낸 조건은 ∆f=1, 0.5 Hz이다. 음압레벨 차이는 각 

중심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FFT 분석결과가 LFmax 레벨

보다 약 4-6dB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되는 신호 특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가진점과 수음점 조건에 따라 레벨 차이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Fig. 2.27는 동일한 FFT 분석조건에서 5개 가

진점에 대한 5개 수음점에서의 평균 레벨 차이(LFmax −  FFT octave 

synthesis)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31.5, 63, 125, 500 Hz에서 5개 가진점

과 5개 수음점 평균 약 5dB의 레벨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250Hz 에

서는 약 4dB 차이를 보였다. 

Fig. 2.25에서 hanning 윈도우를 사용하고 최대 평균 조건을 적용한 

FFT 분석결과는 LFmax조건과 유사한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으나 5개 

가진점과 5개 수음점에 대한 음압레벨 차이를 분석한 결과(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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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주파수 특성은 트리거 적용하여 분석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FFT 분석과 옥타브 필터 분석된 음압레벨은 주파수 분

석방법과 평균화 방법 차이로 인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은 결

국 음압 레벨 차이가 발생된다. 음압 레벨 차이는 주파수 분석조건

과 각 중심주파수에 따라 다르며, 특히 250 Hz 에서는 음압 레벨 

차이는 다른 중심주파수에서 보다 크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Pulse 

reflex 18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옥타브 필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로 판단되며, 다른 옥타브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

요하다. 

 

 

Fig. 2.26 CPB 1/1 Octave (LFmax) Vs. FFT (linear spectrum averaging, 

trigger on, uniform time window), impact center L1-receive corner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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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Impact sound level difference of LFmax and FFT synthesis 

spectrum (∆f=1Hz, uniform window, trigger on, linear spectrum 

averaging) 

 

 

Fig. 2.28 Impact sound level difference of LFmax and FFT synthesis of 1/1 

octave band spectrum (∆f=1Hz, hanning window, max hold aver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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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찰 

바닥충격음에 대한 신호적 특성을 살펴보고 FFT 분석방법과 옥타

브 분석방법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

호적 특성, 밴드폭, 주파수 분석방법, 평균화 방법 등에 따라 분석

된 바닥충격음 레벨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대 음압레벨 측

정시 좁은 밴드폭을 사용하여 분석할 때 저주파 대역에서 바닥충격

음 레벨 변화가 크게 나타나 이점에 대해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바닥충격음 정밀 분석을 위해 1/12 옥타브 또는 1/24 옥타브 밴

드 패스 필터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1/3 옥타브 또는 1/1 옥타브로 

환산하여 바닥충격음을 평가한다면, 1/3 옥타브 또는 1/1 옥타브 밴

드 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

낼 수 있다. 

중량충격음은 Fig. 4.5의 중량 충격원의 주파수 특성에서 대부분의 

충격력 에너지가 100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저주

파 대역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높다. 사람 보행에 대한 충격력 주파

수 특성(Fig. 4.8)은 충격력 에너지가 100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 대

부분 분포하지만, 100 Hz 이상 주파수에서의 충격력 에너지는 표준 

충격원 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바닥충격음은 

Fig. 4.13과 같이 옥타브 31.5와 63 Hz 저주파 대역에서 음압레벨이 

높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표준 중량 충격원에 비해 매우 낮은 음

압레벨을 나타낸다.  

청감적으로 사람은 저주파 소음에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지만 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이러한 저주

파 바닥충격음에 의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주파 바닥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또는 바닥구조 시스템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중량충격음 등급은 저주파 바닥충격음이 저감될 

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중량충격음 평가 기준은 Fig. 2.12와 Table 2.1과 같이 공동주택 

완공시 옥타브 63 Hz 이하 저주파 소음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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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 바닥충격음이 감소되어 맨바닥 조건과 동일한 중량충격음 

등급을 부여한다. 실제 거주자가 발생시키는 바닥 충격음은 표준 

충격원에 의한 중량충격음 보다 상대적으로 옥타브 125 Hz 이상 소

음이 낮기 때문에 저주파 바닥충격음 증폭은 거주자의 불쾌감을 증

대시킬 수 있다. (Fig. 4.13) 저주파 소음 증폭 정도와 실제 사람이 

느끼는 불쾌함과의 관계는 정밀한 청감 실험을 통해 분석되어야 하

며, 이에 따라 중량충격음 평가기준도 저주파 충격소음에 가중치를 

높게 두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바닥충격음은 바닥 진동에 의한 소음이기 때문에 바닥충격음 측정 

및 분석을 위해 항상 바닥 진동응답 측정결과를 활용해야 하며, 바

닥충격음은 바닥 진동모드와 수음실 음향모드의 모드 응답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주파수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정밀한 신호 분석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를 바닥충격음 평가를 위한 

1/1 옥타브 또는 1/3 옥타브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바닥 진동 및 바닥충격음 측정에 있어 디지털 레코딩을 사용하는 

방법은 후처리 주파수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주파수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고 원본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데이터 수집 방법의 추세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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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 응답함수의 활용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평가에는 표준 충격원으로 

태핑머신, 뱅머신, 고무공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 충격원의 

충격력 특성은 실제 거주자가 발생시키는 실생활 충격력과 다르기 

때문에 표준 충격원을 이용한 바닥 충격음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실

생활 충격 소음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박현구[2]는 표준 충격원의 바닥 충격소음과 다양한 실생활 바닥충

격소음을 비교하였다. 표준 경량 충격원은 실제 생활 충격소음 보

다 큰 소음을 만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실제 생활 충격원(딱딱한 물

건 낙하 등)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표준 중량 

충격원의 바닥 충격 소음은 아이들의 점핑에 대한 소음과 유사한 

특성이 있지만 보행이나 달리기 등에 의한 충격 소음과는 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듯 바닥 충격음 평가에 있어 표준 충격원을 이용한 실험은 일

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닥 충격음의 한계(최악) 조건을 

근사적으로 재연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층간 소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실제 거주자가 만들어내는 생활 충격원에 의한 바닥 충격 소음 평

가는 거주자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 대한 정성 평가뿐만 아니라 

각 소음을 각 주파수 대역별로 음압 특성을 분석하면 정량 평가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항상 동일한 충격력으로 바닥을 가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현성이 낮고 종류도 다양하여 서로 다른 환경조건에

서 동일한 실험을 반복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생활 충

격 소음은 표준화된 실험방법을 만들기 어려우며, 윗집 거주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바닥 충격음의 크기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 

주파수 응답함수(FRF, frequency response function)는 주파수 영역에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로서, 충격력 입력 

신호에 대한 음압 또는 가속도의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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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별로 측정값과 충격력의 비(Pa/N, m․s-2/N)로 나타내어진다. 주

파수 응답 함수는 동적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및 감쇠 등과 같은 동

특성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동적 시스템이 선형일 

경우 주파수 응답 함수의 입력과 출력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선

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파수 응답함수의 선형 특성을 이용하면 1

회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만으로 다양한 실생활 충격력에 대한 바닥 

충격음 예측이 가능하고 다양한 음향 조건에서 동일한 충격력을 적

용하여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구조물의 

응답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입력된 신호 예측도 가능하

다.[3-5] 

본 연구에서는 충격력-가속도-음압에 대한 관계파악을 위해 1) 표

준 중량 충격원(고무공, 뱅머신)의 충격력, 2) 공동주택 거실에서 표

준충격원에 대한 가속도와 바닥충격음, 그리고 3) 가속도 및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가속도 및 음압 주파수 응

답함수와 표준 충격원의 충격력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그 응답을 예

측하고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3.1. 실험개요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서 1개 세대의 거실을 대상으로 시공단계에 

따라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의 2가지 바닥조건에서 

중량 충격음,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그리고 수

음실에서의 음압 주파수 응답 함수를 측정하였다.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서는 표준 중량충격원으로 고무공과 뱅머신을 사용하였지

만 뜬바닥 구조에서는 고무공만을 사용하였다.  

Fig. 3.1에 실험된 세대의 구조평면도와 측정점의 위치를 나타내었

다. 가진점 및 수음점은 거실의 중앙점을 포함하여 벽체로부터 

0.75 m 떨어진 위치이다. Fig. 3.1에서 가가진점은 P1-5, 수음점은 P1

과 2, 그리고 수진점은 P1(중앙,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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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된 공동주택은 내력벽 구조시스템이며,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210 mm, 완충재 30 mm(동탄성계수 5 MN/m3, EPS, 평판형), 

경량기포콘크리트 40 mm, 마감모르타르 40 mm로 되어있다.(Fig. 3.2) 

음향 조건으로 거실 전후면 콘크리트 내력벽에는 90 mm 두께의 비

드법 보온판과 9.5 mm석고보드가 시공되었으며, 벽지, 방문, 천장, 

가구 등의 실내 마감은 시공되지 않았다. 외부 창호는 설치가 완료

되어 외부 소음에 의한 배경소음은 매우 작았다. 

 

 

Fig. 3.1 Structure plan of apartment building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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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Floating floor structure with resilient material 

 

Table 3.1 Measurement instruments and frequency analysis conditions 

Type Description 

Impulse hammer PCB 086D50 
Accelerometer NP-3131(ONO SOKKI) 

Microphone 40AE(G.R.A.S.) 
Force transducer PF-10(RION) 

DAQ hardware Pulse 3560C(B&K) 
Software Pulse 18 Reflex core(B&K) 

Octave band pass 
filter analysis 

1/3 Octave band 
Time constant : Fast 
Average : Exponential, Maximum peak hold spectrum 
average 

FFT analysis 

Frequency span : 800 Hz 
∆f : 1 Hz 
Average : Linear All, Spectrum  average with signal 
trigger(time delay –0.1 s) 
Time window : rectangular 

 

중량 충격음은 KS F 2810-2, 2863-2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 

Finishing mortar 40mm

Light weight foarmed concrete 40mm
Resilient material 20mm

Concrete slab 210mm



3. 주파수 응답함수의 활용 

 

51

측정 방법 및 평가 방법을 따라 1/3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에 대

해서 측정하였다. 진동 및 음압 신호를 65536 Hz 샘플링 주파수로 

디지털 레코딩 하였으며,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레코딩된 

신호를 1/3 옥타브 밴드 패스 필터 및 FFT 주파수 분석 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측정 장비 및 주파수 분석 조건을 Table 3.1에 나타내

었다. 

 

3.2.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 

주파수 응답함수 ( )H f 는 동적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

타내는 함수로서 입력 신호 ( )X f 와 출력 신호 ( )Y f 는 식 (8)의 

관계를 갖는다. 주파수 응답함수는 변위, 속도, 가속도뿐만 아니라 

압력, 힘 등 다양한 물리량에 대해 계측 가능하며, 각 신호들의 상

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Y f H f X f=   (8) 

본 연구에서 계측한 주파수 응답함수는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고 넓

은 주파수대역까지 가진이 가능한 임팩트 햄머를 사용하여 계측하

였으며, 바닥을 가진 할 때의 충격력과 그에 대한 음압 및 가속도 

응답을 계측하여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산하였다. FFT 분석에서 최

적의 주파수 응답함수 계산을 위해 식 (9)를 이용하여 주파수 응답

함수 1( )H f  를 계산하였다.  

 1

( )
( )

( )
xy

xx

G f
H f

G f
=   (9) 

여기서, ( )xyG f  는 cross-spectrum of input and output signals, 그리고 

( )xxG f 는 auto-spectrum of input signal을 의미한다. 

 

맨바닥 구조와 뜬바닥 구조의 거실 중앙점(P1)에서의 가속도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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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응답함수를 Fig. 3.3에 나타내었다.  Fig. 3.3에서 슬래브의 (1,1)과 

(1,2) 진동모드의 고유 진동수가 뜬바닥 구조 시공 후 감소되어 

(1,1) 진동모드는 26→25 Hz, (1,2) 진동모드는 33→31 Hz로 낮아졌다. 

또한 뜬바닥 구조에서 마감몰탈과 완충재의 공진에 의한 영향으로 

52 Hz에서 추가적인 가속도 응답 모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응답은 52 Hz 전후의 넓은 주파수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뜬

바닥 구조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는 약 80 Hz 이하에서 맨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크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감소되었다.  

Fig. 3.4은 거실의 중앙점(P1)을 가진한 충격력과 거실 모서리 지점

(P2)에서의 음압에 대한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음

압 주파수 응답함수에서는 바닥의 진동 모드와 수음실 음향 모드 

고유진동수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프에 저차 

음향 모드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성분을 표시하였다. 거실의 x축(4.5 

m)과 y축(9.4 m) 길이방향에 대한 1차원 음향모드(axial acoustic mode) 

고유진동수는 (1,0,0)=39 Hz, (0,1,0)=18 Hz 에서 나타났으며, 2차원 모

드(tangential mode)는 (1,1,0)=41 Hz에서 발생되었다. 음향 주파수 응

답함수에서 최대값은 거실의 (1,1) 진동모드 고유진동수인 25 Hz에

서 나타났다. 마감몰탈과 완충재의 공진이 발생되는 52 Hz에서의 

음압은 가속도 응답 특성과 동일하게 나타나 52 Hz 전후로 넓은 주

파수 범위에서 음압이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증폭되어 나타

나고 있다. 뜬바닥 구조의 음압에 대한 주파수 특성은 가속도 응답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나 80 Hz 이하에서는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크고 100 Hz 이상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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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Acceleration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P1/P1) for floor types 

(FFT, 0-800 Hz, ∆f = 1 Hz) 

 

 

Fig. 3.4 Acoustic pressure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P2/P1) for floor 

types (FFT, 0-800 Hz, ∆f =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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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는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1/3 옥타브 밴드로 나타낸 그래

프 이다. 1/3 옥타브 밴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주파수 분석 조건

은 예측 하고자 하는 신호의 주파수 분석 조건과 동일해야 하므로 

KS F 2810-2의 중량 바닥 충격음 측정 조건과 동일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옥타브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한 주파수 분석은 입력과 

출력의 상관함수인 상호스펙트럼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1/3 옥타

브 밴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는 식(10)을 이용하여 자기스펙트럼

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실험 특성상 입․출력 신호가 갖고 있는 

노이즈는 유효한 측정 신호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Fig. 3.3과 Fig. 

3.4에 나타낸 주파수 응답함수는 식(9)와 (10)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동일하다.  

Fig. 3.5에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에서의 음압 주

파수 응답 함수는 Fig. 3.4보다 주파수 특성이 명확하여 주파수 응

답함수의 크기는 80 Hz 이하에서 뜬바닥 구조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 )

( )
( )

yy

xx

G f
H f

G f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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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1/3 Octave bans acoustic pressure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P2/P1, 1/3 Octave bans pass filter, Fast time constant, Max. peak hold 

averaging) 

 

3.3. 충격력 특성 

Fig. 3.6-Fig. 3.8에 각각 임팩트 햄머, 뱅머신, 그리고 고무공에 대한 

충격력 시간 파형, FFT 충격력 스펙트럼, 그리고 1/3 옥타브 밴드 

충격력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뱅머신과 고무공의 충격력 측정은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측정시 바

닥을 가진 하는 조건과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 뱅머신은 장치를 작

동시킨 상태로 측정하였으며, 고무공은 1 m 높이에서 낙하 시킨 충

격력을 측정하였다. 5회 이상의 충격신호에 대해 FFT 분석은 트리

거를 사용하여 유효한 신호에 대해서만 주파수 분석한뒤 선형 평균 

하였으며, 1/3 옥타브 밴드 분석은 최대값을 측정하였다. 

Fig. 3.6에서 임팩트 햄머의 충격력 지연시간은 약 0.0034 초로 뱅머

신과 고무공의 충격력 지연시간 약 0.02 초보다 매우 짧은 특성을 

갖고 있다.  Fig. 3.7과 Fig. 3.8에서처럼 임팩트 햄머는 표준 중량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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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원 보다 저주파에서는 충격력 크기가 작지만 높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일정한 충격력 크기를 갖기 때문에 바닥을 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가진시킬 수 있고 그에 대한 응답을 계측할 수 있다. 

임펄스 특성을 갖는 충격 신호를 통해 계측한 주파수 응답함수의 

유효 주파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입력신호의 에너지 스펙트럼 레벨

이 2배 감소(-3 dB)되는 주파수까지이며, 계측한 주파수 응답함수의 

유효 주파수는 Fig. 3.7에서 나타낸 것처럼 0-300 Hz 이다. 

 

 

Fig. 3.6 Impact force time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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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Impact force (input signal) frequency spectrums (FFT, 0-800 Hz, 

∆f = 1 Hz) 

 

 

Fig. 3.8 1/3 Octave bands impact force frequency spectrums (1/3 Octave 

band pass filter, Fast time constant, Max. peak hold aver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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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출력신호 예측 

주파수 응답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계측된 주파수 응

답 함수를 이용하여 임의 입력신호에 대한 응답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 응답함수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11)를 통해 

뱅머신과 고무공의 충격력 스펙트럼 ( )xxG f 과 주파수 응답함수의 

제곱 2( )H f  을 곱하면 거실에서의 음압 또는 가속도 응답 ( )yyG f  

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2( ) ( ) ( )yy xxG f H f G f=   (11) 

 

뱅머신과 고무공에 대한 가속도 및 음압 측정 결과와 식(11)를 이

용하여 예측한 결과를 맨바닥 콘크리트슬래브와 뜬바닥 구조 조건

에서의 비교하였다. 

 

3.4.1.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1) 고무공 충격원 

고무공 충격원으로 거실의 중앙점(P1)을 가진한 경우에 대한 거실 

코너(P2)에서의 음압과 거실 중앙(P1)에서의 가속도의 실험 및 예측 

결과를 비교하여 각각 Fig. 3.9와 Fig. 3.10에 나타내었다.  

500 Hz 이하에서는 실험결과와 예측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예측값이 실험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500 

Hz 이상에서 예측 값에 대한 오차 발생은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에 

사용된 임팩트 햄머의 충격력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임팩트 햄머는 헤드의 질량이 약 5.5 kg으로 무겁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큰 충격력을 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유효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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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는 300 Hz로 비교적 낮다. 이러한 충격력 특성으로 인해 가

진 주파수 이상에서는 충격력 크기가 급격히 낮아져 상대적으로 주

파수 응답 함수의 크기가 증가되며 이로 인해 500 Hz이상에서의 예

측결과가 실험결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3, 

Fig. 3.7 참조)  

 

 

Fig. 3.9 Acoustic pressure response (P2) for rubber ball strikes (P1) on 

bare concrete slab 

 

10
1

10
2

10
-4

10
-2

10
0

Frequency(Hz)

A
co

us
tic

 p
re

ss
ur

e(
P

a)

 

 
Measured
Prediction



3.4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출력신호 예측 

 
60

 

Fig. 3.10 Acceleration response (P1) for the rubber ball strikes (P1) on 

bare concrete slab 

 

Fig. 3.11은 실의 중앙점(P1) 가진에 대한 실 코너(P2)에서의 1/3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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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실험결과와 예측결과가 비교적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

나 500 Hz 주변에서의 예측결과가 실험결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

은 Fig. 3.9, Fig. 3.10의 결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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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Acoustic pressure response (P2) for rubber ball strikes (P1) on 

bare concrete slab 

 

(2) 뱅머신 충격원 

동일한 측정지점에서 뱅머신 바닥 가진에 대한 음압과 가속도의 예

측 및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Fig. 3.12-Fig. 3.14에 나타내었다.  

고무공으로 바닥을 가진한 경우에 비해 뱅머신은 측정 결과와 예측 

결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었다. 특히 Fig. 3.13에서 67 Hz와 107 Hz

에서 측정값이 예측 값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진 위치와 

수음점을 달리 하여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Fig. 3.14의 1/3 옥타

브 밴드 바닥 충격음에서도 실험결과가 예측결과보다 크게 발생되

었다. 

측정 결과와 예측 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원인은 바닥충격음 측정

과 뱅머신의 충격력 측정에 동일한 뱅머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이며, 또한 바닥충격음 측정에 사용된 뱅머신의 공기압 체크 과정

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0 Hz 이상에서 측정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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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결과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현장 측정시 뱅머신 타

이어의 공기압이 교정 값 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예측에 사용된 

뱅머신 충격력 레벨은 KS F 2810-2의 표준 중량 충격원의 시방 기

준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진이 실험적 오류를 범했지만 뱅머신은 

타이어가 공기압뿐만 아니라 엔진, 타격 높이, 타이어를 잡아주는 

팔의 수평도 등 뱅머신의 충격력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닥 충격음 측정시 사용되는 뱅머신에 대

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무공은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 특성이 항상 일정하다. 고무공을 

사용한 경우 실험 및 예측결과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 조건은 주파수 영역에서 충격력과 그

에 대한 응답이 선형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3.12 Acoustic pressure response (P2) for bang-machine strikes (P1) 

on bare concre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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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Acceleration response (P1) for bang-machine strikes (P1) on 

bare concrete slab 

 

 

Fig. 3.14 Acoustic pressure response (P2) for bang-machine strikes (P1) 

on bare concre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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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뜬바닥 구조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조 조건에 대해 고무공으로 거실 중앙을 

가진한 경우에 대한 음압 및 가속도 응답의 실험 및 예측 결과를 

Fig. 3.15-Fig. 3.17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뱅머신에 대해서는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지 않았다.  

Fig. 3.15와 Fig. 3.16은 각각 FFT 주파수 분석조건에서 가속도와 음

압의 실험 및 예측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 모두 200 

Hz 이하에서는 예측 및 실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그 이상 

주파수에서 예측 결과가 실험 결과 보다 낮았다. 가속도 보다는 음

압의 예측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Fig. 3.17은 1/3 옥타브밴드에 대한 실험 및 예측결과를 비교한 그림

이며, 40 Hz 이하에서는 예측 및 실험 결과가 유사하지만 63 Hz 이

상 주파수 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뜬바닥 구조에서 예측 및 실험 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이유는 마

감모르타르의 진동이 완충재로 흡수되는 역학적 현상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즉 마감몰탈의 진동에너지가 완충재의 변형에너지를 

통해 소산되면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주파수 선형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완충재의 물성에 따라 입․출력 

신호의 주파수 선형특성을 만족하는 주파수 구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FFT 및 1/3 옥타브 분석 결과 모두 가속도에 비해 음압의 예측 오

차가 크게 발생되었다. 힘, 진동, 그리고 음압의 전달 경로에 있어 

힘-가속도는 1차 연결이라면 바닥 충격음은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힘-진동-음압의 2차 연결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

서 수음실에서 측정되는 음압은 가속도 측정 지점 이외의 다른 바

닥 면에서 많은 에너지 소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압

의 주파수 선형 특성이 가속도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만 만족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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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무공에 비해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에 사용된 임펄스 햄머

는 고주파대역의 충격력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Fig. 3.7, Fig. 3.8) 

뜬바닥구조에서 완충재의 에너지 소산 능력 차이는 충격력 크기에 

따라 다르게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각 주파수에서의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Fig. 3.15 Acoustic pressure response (P2) for rubber ball strikes (P1) on 

float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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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Acceleration response (P1) for rubber ball strikes (P1) on 

floating floor 

 

 

Fig. 3.17 Acoustic pressure response (P2) for rubber ball strikes (P1) on 

float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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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바닥충격음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바닥충격음 예측은 각 가진점 및 각 수

음점에 대해 계산된다. 바닥조건에 따라 5개 가진점과 2개 수음점

(P1, P2)에 대한 평균 바닥 충격음 레벨 Li,Fmax의 측정결과와 예측결

과를 비교하여 Fig. 3.18-Fig. 3.20에 나타내었다. 평균 바닥 충격음 

레벨은 KS F 2810-2을 따라 2개 수음점의 음압레벨을 에너지 평균

하여 실내 평균 음압레벨 LFmax,k을 구하고 각 가진점마다의 실내 

평균 음압 레벨을 산술평균하여 평균 바닥 충격음 레벨을 계산하였

다. 

Fig. 3.18과 Fig. 3.19는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에서 고무공과 

뱅머신 충격원에 대한 평균 바닥 충격음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Fig. 3.20은 뜬바닥 구조에서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평균 바닥 충격

음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3.18의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에서 고무공에 대한 평균 

바닥 충격음 레벨의 실험 및 예측 결과는 각 주파수 별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단일 수치 평가량은 실험 

결과 50 dB, 예측 결과 51 dB 이다.  

Fig. 3.19의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에서 뱅머신에 대한 평균 

바닥 충격음 레벨은 실험방법 오류로 인해 실험결과와 예측결과가 

주파수 별로 최대 10 dB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바닥 충격음 차단성

능 단일 수치 평가량은 실험 결과 50 dB, 예측 결과 48 dB를 나타내

었다. 

Fig. 3.20의 뜬 바닥구조 조건에서 고무공에 대한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의 실험 및 예측결과는 50 Hz 이하에서 예측결과와 실험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예측결과가 실험 결과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바닥 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은 실험 

결과 47 dB, 예측 결과 44 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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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Average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for bare concrete 

(rubber ball) 

 

Fig. 3.19 Average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for bare concrete 

(bang-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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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Average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for floating floor 

(rubber ball) 

 

3.5. 요약 

표준 중량 충격원의 충격력 스펙트럼과 공동주택 거실의 주파수 응

답함수를 이용하여 바닥 가속도와 바닥 충격음을 예측하고 실험결

과와 비교하였다.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에서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가속도 및 

음압의 예측 결과와 실험 결과는 FFT 및 1/3 옥타브 주파수 분석 

조건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충격력과 응답의 관계가 전 

주파수 대역에서 선형 특성을 보였다. 

뜬바닥 구조에서는 충격력과 응답이 선형특성을 만족하는 주파수 

구간이 약 100 Hz 이하로 낮으며 이로 인해 예측결과의 오차는 고

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크게 발생되었다. 이 경우 실험결과 보다 예

측결과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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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응답 함수를 이용한 응답 예측은 FFT 주파수 분석 조건뿐

만 아니라 1/3 옥타브 밴드패스 필터 분석 조건에서도 가능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음향 시스템의 충격력과 그에 대한 응답이 주파수 영역에서 선형일 

경우,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만으로 다양한 충격원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면 다양한 음향조건에서의 음

향 성능을 다양한 충격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시스템의 응답 예측에 대한 신뢰성은 주

파수 응답함수와 시스템의 입력함수로 사용되는 충격력 스펙트럼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 사용되는 충격력 스펙트럼은 시스템의 

동적응답을 일으키는 충격력 신호만을 필터링하여 계측되어야 한다. 

주파수 응답함수는 기존 바닥충격음 분석에 사용된 1/3 옥타브 또

는 1/1 옥타브 음압 측정 결과에 비해 음향 시스템의 다양한 동특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닥의 고유진동수, 바닥 완충재의 동특성 

분석, 음향 모드, 충격력과 응답의 관계 등이 그것이며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음 환경 평가를 위한 정밀 분석 도구로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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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격원 

4.1. 서론 

이웃사이센터의 접수건수 분석결과(2012년 3월~2013년 10월) 층간

소음의 주요 원인은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이 73.4%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에 의한 소음은 전형적인 구

조기인 소음으로 보행 충격에 의해 구조물이 가진되고 이 진동에 

의해 층간소음이 발생된다. 층간소음의 주요원인인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에 의한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의 근본 원인인 

보행충격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생활 충격력(보행, 뜀, 점프)과 표준중량충격원의 충격력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한 바닥충격음 특성에 대한 기존의 유사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김경우[6]의 연구에서는 어린이가 달릴 때 보다 뛰어 내릴때의 충

격력이 높으며, 어린이 달릴 때의 충격력 폭로레벨은 뱅머신보다 

31.5, 63 Hz에서는 높고 125 Hz 이상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달릴때의 충격력 폭로레벨은 뱅머신보다 고무공이 유사유사한 것으

로 보고하였다. 

전진용[7]의 연구에서는 표준중량충격원 표면의 임피던스를 계측하

고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이 충격원의 공진주파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였다. 아이들 체중과 충격행위(점핑, 달리기)에 대한 최

대 충격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지만 높은 상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100여명의 초등학생의 점핑과 달리기에 대한 옥타브밴드 충

격력 폭로레벨은 뱅머신과 고무공 충격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아

이들 달리기는 아이들 점핑보다 전 주파수대역에서 충겨력 폭로레

벨이 낮게 나타났다. 고무공 충격원의 최대 충격력 크기와 충격력 

폭로레벨이 실충격원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실제 충격력과 바닥충격음을 비교한 연구로 정정호[8]의 연구는 아

이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뱅머신, 고무공, 10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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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 달리기와 점핑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고

무공의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이 어린이 달리기 주파수 특성과 유

사함을 보였으며, 뱅머신은 63 Hz 에서 다른 충격원에 비해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박현구[2]는 어린이 달리기와 점핑, 성인 보행과 점핑, 그리고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해 충격파형, 실험동에서의 바닥충격음, 공동주택

(뜬바닥구조)에서의 바닥충격음을 비교하였다. 실험실 및 공동주택

에서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아이들 달리기에 대한 바닥충격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아이들 점핑(0.4m 높이)이 가장 높은 음압레

벨을 나타내었다. 뱅머신과 고무공은 거주자의 점프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생활 충격력과 고무공 충격원의 바닥충격음이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거주자의 

보행 및 달리기 등에 대한 충격력 자체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보행 등에 의한 실생활 충격력은 발뒤꿈치와 앞꿈치 접

촉 조건에 따라 충격력 크기 및 충격력 지연시간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2, 6]이 두 조건이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

는 기여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보행 등에 의한 충격소음(층간소

음) 평가 및 향후 새로운 표준 중량충격원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보행시 충격력 파형과 그 스펙트럼을 발 접촉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실험동에서 고무공 충격원과 성인보행

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비교하여 발바닥 접촉조건이 충격력 주파수 

스펙트럼과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4.2. 충격력 측정장치 

Fig. 4.1에 제작된 충격력 측정 장치도면과 충격력 측정 모습을 나

타내었다. 충격력 측정 장치는 3개의 힘센서와 지름 220 mm, 두께 

15 mm의 알루미늄 플레이트(상부), 그리고 지름 260 mm, 두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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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의 철판 플레이트(하부)를 결합하여 제작하였다. 충격력 측정 장

치를 통해 계측되는 충격력은 3개 힘센서의 출력 케이블을 직렬 연

결하여 전압의 합을 구하고 이 값에 평균 감도를 곱하여 계측하였

다.  

충격력 계측은 200×200 mm 크기의 바닥재 시편을 충격력 측정 장

치 위에 올려놓고 그 상부를 태핑머신과 고무공 충격원으로 가진하

여 시편 하부로 전달되는 충격력을 계측하였다. 충격력 측정시 시

편의 두께를 고려하여 충격원의 낙하 높이를 동일하게 하였다. 태

핑머신의 충격력은 1개 충격력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5개 해머 

중 가운데 해머만 남겨놓고 나머지 해머는 제거한 후 장치를 가동

시키면서 측정 하였다.  

 

(a) Plan and side section of impact forc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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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cture of Impact force measurement plate 

Fig. 4.1 Impact force measurement plate 

 

4.3. 실험개요 

보행충격력 측정은 충격력 측정장치와 높이가 유사한 45mm 두께

의 PVC 판을 제작하여 그 상부에서 한걸음 내딛을 때의 충격력을 

측정하였다. 충격력 측정장치 하부 철판 테두리와 바닥면은 글루건

을 이용하여 접착하여 보행시 발생될 수 있는 수평 력에 대한 충격

력 측정장치의 이동을 방지하였다. 측정대상은 키 178cm, 몸무게 

85 kg의 성인 남성이며, 충격력 측정시 충격력측정장치 상판에 발뒤

꿈치부터 닿은 다음 발 전면이 닿도록 의식하면서 보행하였다. 보

행 충격력과 보행 바닥충격음 측정의 충격원은 동일 인물이다. 

뱅머신 충격력 계측시 동일한 PVC 판 위에 뱅머신을 올려놓고 충

격력을 계측함으로 0.85m의 낙하 높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충

격력 측정은 현장에서의 뱅머신 가진 조건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장비를 작동시키고 2번째 충격력부터 계측하였다. 고무공은 1m의 

낙하 높이를 준수하였다. 

모든 충격력 신호는 Pulse 3560C (measurement front-end and time data 

recorder software, Brüel & Kjær)를 이용하여 8192 Hz의 샘플링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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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레코딩하였으며, 레코딩된 신호를 Matlab (Mathworks)과 Labview 

(National Instrument) 소프트웨어로 신호 수정, FFT 분석, 그리고 옥

타브 분석을 하였다.   

 

Fig. 4.2 Measurement of walking impact force 

 

4.4. 표준 중량충격원 

Fig. 4.3에 뱅머신과 half sine impulse의 시간이력과 그 스펙트럼을 같

이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충격지연시간 0.0215s의 half sine impulse는 

뱅머신의 충격지연시간과 최대 충격력이 유사하도록 만든 파형이며, 

half sine impulse의 충격지연시간을 두 배 증가시킨 파형도 같이 비

교하였다. 

Fig. 4.3-(b)에서 뱅머신과 half sine impulse (τ=0.0215s)는 약 50 Hz 이

하 주파수에서 half sine impulse의 충격력 레벨이 높고 40-75 Hz에서

는 뱅머신이 높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half sine impulse의 충격

력 레벨이 높게 나타난다. 1st zero peak 주파수는 각각 75, 80 Hz 로 

뱅머신이 더 높은 주파수에서 나타나고 있다. half sine impulse와 최

대 충격력 크기는 같지만 주기가 2배 증가된 half sine impulse 

(τ=0.043s)는 20 Hz 이하에서 충격력 증폭이 있을 뿐 그 이상 주파

수에서는 낮은 충격력 레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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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a)에서 뱅머신 파형의 초기 기울기와 파형이 끝나는 부분의 

기울기는 sine 파형보다 낮다. 중첩의 원리에 의해 뱅머신의 파형은 

충격지연시간이 0.0215s 보다 작은 sine 파형과 그 외의 파형들이 

중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충격 지연시간이 0.0215s 보다 작

은 sine 파형이 중첩되는 다른 파형에 비해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1st zero peak는 half sine impulse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나타나며, 이 

파형은 충격지연시간 0.0215s half sine impulse 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가 작아 75 Hz 이상 주파수에서 충격력 레벨이 낮게 나타난다.  

충격력 스펙트럼의 주파수 특성은 이와 같이 파형의 크기와 충격지

연시간뿐만 아니라 파형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뱅머신과 고무공의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서도 파악할 수 있다. 

 

(a) Impact force time wave 

Tim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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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mpact force frequency spectrum (FFT analysis) 

Fig. 4.3 Impact force of bang-machine and half sine impulse with time 

duration   

뱅머신과 고무공에 대한 충격력 파형과 충격력 스펙트럼을 각각 

Fig. 4.4과 Fig. 4.5에 나타내었다. 충격력 측정에 사용된 뱅머신과 고

무공은 KS F 2810-2의 충격시간 및 표준 중량충격력 폭로레벨 조건

을 만족한다(Table 4.3). 

Fig. 4.4에서 뱅머신과 고무공의 충격시간(impact force time duration)은 

각각 21.6, 20 ms로 뱅머신이 고무공보다 약 1.6 ms 길다. 뱅머신의 

최대 충격력은 타이어가 충격력 측정장치 접촉 이후 10.3ms에서 

4150 N을 나타내었으며, 고무공은 최대 충격력이 8.5ms에서 4150 N

로 발생되었다. 

Fig. 4.5에서 80Hz 이하 주파수에서 뱅머신의 충격력 스펙트럼 크기

는 고무공보다 크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고무공

의 1차 영점(first zero)은 71Hz로 뱅머신의 80 Hz 보다 낮다. 

Frequency (Hz)
101 102 103

-50

0

50
Bang-machine
sin(2 /(2* *t), =0.0215s
sin(2 /(2* *t), =0.043s

35 Hz
70 Hz 8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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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Bang-machine and Rubber-ball impact force wave 

 

 

Fig. 4.5 Bang-machine and Rubber-ball impact force spectrum (FFT 

span 0~800 Hz, Δf=1 Hz) 

 

고무공은 충격원이 높이에 따라 충격력 파형 및 스펙트럼이 변하기 

Peak (10.3ms, 4150 N)

Peak (8.5ms, 1600 N)

21.6 ms

20.0ms

71 Hz
8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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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무공 높이에 따라 바닥충격음 레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Fig. 4.6는 뱅머신 높이에 따른 충격력 파형과 그 주파수 스

펙트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고무공 0.1-1m 높이 증가에 따라 충

격력 파형의 최대 크기는 522-1603 N까지 증가되며, 충격력 지연시

간과 파형의 초기 기울기는 감소된다.  1st zero peak는 고무공 높이 

증가에 따라 66-68까지 증가되지만 충격력 지연시간 증가에 비해 

미비하게 나타났다. 

KS F 2810-2:2012에 따라 계측된 충격력 폭로레벨을  

Table 4.1에 나타내었다. KS 에 명시된 고무공 충격력 폭로레벨 허용 

편차를 고려하면, 고무공 낙하높이 0.9-1m는 500 Hz를 제외하고 KS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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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6 Impact force of rubber ball with different height. (a) Time history 

showing peak value and duration.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Table 4.1 Exposure level of rubber ball 

Height 31.5 Hz 63 Hz 125 Hz 250 Hz 500 Hz 

0.1m 29.2 19.2 9.5 2.7 -8.8 
0.2m 32.1 22.6 13.7 7.4 -3.0 
0.3m 33.8 24.6 15.9 10.4 0.1 
0.4m 35.0 25.8 17.4 12.4 2.6 
0.5m 35.9 26.7 18.5 13.9 4.3 
0.6m 36.6 27.6 19.4 15.1 5.8 
0.7m 37.4 28.4 20.3 16.3 7.1 
0.8m 38.0 29.0 21.1 17.3 8.3 
0.9m 38.5 29.6 21.7 18.1 9.3 

1m 38.9 30.0 22.3 18.9 10.2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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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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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행에 의한 충격력 및 바닥충격음 

4.5.1. 충격력 파형과 스펙트럼 

성인 보행 충격력은 과 같이 발바닥 접촉조건에 따라 충격파형의 

형태가 달라진다. Fig. 4.7에서 보행 충격력 파형 초기의 발 뒤꿈치가 

닿을 때 충격력의 최대 크기는 448.8 N 이며, 뒤꿈치 충격에 대한 

파형은 표준 중량충격원의 파형과 달라 Fig. 4.8-(b)에서 처럼 초기 

기울기가 완만하고 충격력 최대값 이전까지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

다 최대값 부근에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 발 전

면(Mid foot)이 닿을 때는 최대 충격력 657 N을 나타내었으며 충격

력 지연시간은 0.1초 이상이었다. 발 전면이 닿은 후 뒤꿈치가 충

격력 측정장치 상판에서 떨어지고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되

면서 계측되는 충격력은 점차 낮아지는 형태를 갖는다. 

 

 

Fig. 4.7 Impact force of man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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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은 성인 보행과 표준 중량충격원의 충격력 시간 파형과 주

파수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Fig. 4.8-(a)에서 표준 중량충격원

의 최대 충격력은 발뒤꿈치 충격력 보다 고무공은 약 3배, 뱅머신

은 약 10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Fig. 4.8-(b)에서 충격력 지연시간

은 뒤꿈치 충격력이 0.05초로 표준중량충격원약 0.02초 보다 길다.  

Fig. 4.7에서 충격력이 0.4초 이후부터 음수로 계측되었다. 충격력이 

음수로 나타나는 것은 충격력 계측에 동적충격력 측성 센서를 이용

하기 때문이다. 동적충격력센서는 짧은 시간의 충격력변화를 계측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보행시 체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충격력을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다.  

음수로 나타나는 정적 충격신호는 충격력 스펙트럼의 전체 충격력 

레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형 수정이 필요하다. 충격력 최대값 

발생 이후 충격력이 최초 0을 나타내는 시점을 발이 충격력 측정정

장치 상판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각

윈도우(rectangular window)를 0~0.4s에 적용하고 음수 충격력 부분은 

0이 되도록 하였다. (Fig. 4.8의 walking (F>0))  

Fig. 4.8의 Walking (heel)은 발뒤꿈치 만의 충격력에 대한 스펙트럼을 

살펴보기 위해 Fig. 4.8-(b)와 같이 발뒤꿈치 충격력의 최대값을 기

준으로 좌우 대칭형태의 발 뒤꿈치 파형을 임의로 만들었다.  

Fig. 4.8의 Walking (mid and fore foot)은 보행 충격력 파형에서 뒤꿈치 

충격력 부분을 제외한 파형으로 Fig. 4.8-(b)과 같이 발뒤꿈치 충격

력이 작용되는 시간의 양끝 0.021s와 0.043s에서의 충격력에 대해 

선형보간 하여 충격력 파형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4. 충격원 

 

8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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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8 Impact force of man walking and standard heavy impact sources 

(a) Time history (b) Time history showing foot heel striking (0.01~0.06 sec) 

(c)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Fig. 4.8-(c)는 Fig. 4.8-(a)의 충격신호를 FFT 분석한 충격력 스펙트럼

을 나타낸다. 음수의 충격력이 포함된 Walking(Raw signal)은 음수 

충격력이 제외된 Walking (F>0) 스펙트럼보다 100 Hz 이상 주파수에

서 충격력 레벨이 높게 나타났다.  

임으로 발뒤꿈치 충격파형을 만든 Walking(Heel)은 임펄스 신호와 

같은 형태의 스펙트럼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1차 영점은 80 Hz로 

뱅머신의 1차영점과 동일한 주파수이다.  

발전면과 발앞꿈치 충격하중을 임의로 만든 Walking(Mid and fore 

foot)은 10 Hz이하 에서 다른 보행하중 스펙트럼과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충격력 레벨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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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충격력 스펙트럼 1/1 Octave 밴드 합성 

보행충격력과 표준 중량 충격원의 충격력 신호를 FFT 분석한 결과

를 옥타브 중심주파수 밴드합을 통하여 옥타브 밴드로 나타낸 충격

력 레벨(Fsyn)을 Fig. 4.9과 Table 4.2에 나타내었다. 보행 충격력의 

원신호 Walking (Raw signal)는 125, 250 500 Hz 에서 다른 보행 충격

력 레벨보다 높은 레벨을 나타내었다.  

보행 원신호를 수정한 Walking (F>0)과 Walking (Heel)은 유사한 스펙

트럼 레벨을 나타내었으며 31.5, 63, 125 Hz에서 Walking (Heel) 충격

력 레벨이 Walking (F>0) 보다 3~5dB 높게 나타났다.  

Walking (Mid and fore foot)은 가장 낮은 충격력 레벨을 나타내었다. 

 

 

Fig. 4.9 Synthesis of 1/1 Octave Impact force level from FFT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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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Synthesis of 1/1 Octave Impact force level from FFT analysis 

results  

1/1 
Octave 

Walking 
(Raw 

signal) 

Walking 
(F>0) 

Walking 
(Heel) 

Walking 
(Mid 

and fore 
foot) 

Rubber 
ball 

Bang 
machine 

31.5 19.52 19.20 24.05 8.18 35.66 44.18 
63 14.04 12.97 15.26 -3.84 27.29 36.39 

125 5.33 -5.15 -1.45 -11.86 19.31 18.97 
250 2.71 -29.76 -29.40 -21.06 15.45 9.62 
500 -0.25 -37.83 -37.71 -29.91 7.99 3.06 

 

Fig. 4.10와 Table 4.3는 보행충격력과 표준 중량충격원의 충격력 폭

로레벨을 나타낸다. 충격력 폭로레벨은 최초 충격력 발생 이전 0.1

초간의 신호를 포함하여 1초간의 충격력 파형(단위: F2s)에 대한 옥

타브 분석(Leq) 결과이다.  

Walking (raw signal)과 Walking (F>0)은 저주파 충격성분(mid and fore 

foot)이 필터링 되면서 충격력 폭로레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Walking (heel)은 보행 충격파형 중 가장 높은 충격력 폭로레벨을 갖

으며, 원신호 대비 31.5 Hz에서는 5dB, 63, 125 Hz에서는 2dB 크게 나

타났다.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원신호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Walking (F>0), Walking (heel), Rubber ball, Bang machine의 충격력 폭로

레벨이 FFT 분석결과보다 각 옥타브 중심주파수에서 약 3dB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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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Impact force exposure level, dB 

 

Table 4.3 Impact force exposure level, dB 

1/1 
Octave 

Walking 
(Raw 

signal) 

Walking 
(F>0) 

Walking 
(Heel) 

Walking 
(Mid and 

fore 
foot) 

Rubber 
ball 

Bang 
machine 

31.5 22.29 22.31 27.16 11.41 38.75 47.27 
63 16.02 16.02 18.30 -0.86 30.32 39.42 

125 -1.60 -1.57 1.62 -8.76 22.51 22.22 
250 -27.47 -26.59 -26.32 -18.15 18.44 12.59 
500 -34.95 -35.65 -35.38 -26.91 10.96 6.11 

 

4.5.3. 바닥 가속도 및 바닥충격음 레벨 

Fig. 4.11과 Fig. 4.12은 각각 고무공과 성인 보행 충격원에 대한 콘

크리트 슬래브 중앙점에서의 가속도 응답과 수음실 코너 측정점

(Fig.3의 1번 측정점)에서의 음압 응답을 시간 파형과 주파수 스펙

트럼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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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의 가속도응답에서 고무공 충격원은 1번의 충격파형이 1초

의 구간내에서 계측되었지만 보행의 경우 1초의 계측 시간 동안 2

번의 가진행위가 반복되었다. 파형상에서 보행 주기는 약 0.6초 이

다.  

Fig. 4.11-(b)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최대 가속도응답은 고무공과 

성인보행 모두 50 Hz(진동모드)에서 발생하였다. 고무공은 최대 응

답 이후 100 Hz 이상 주파수에서 높은 가속도 레벨을 나타내는 반

면, 보행에 대한 가속도 응답은 130, 248, 265 Hz의 바닥 공진주파수

를 제외하고는 가속도 응답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Fig. 4.12-(a)의 바닥충격음 시간 파형을 통해 고무공 가진시 코너 수

음점에서의 저주파 잔향이 길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12-(b)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최대 음압레벨은 34Hz에서 발

생되었으며 이 주파수는 4.8m 축방향 음향모드(axial mode) 고유진

동수 35 Hz (0,1,0)와 일치한다. 이후 음압피크가 발생되는 부분은 구

조물의 진동모드와 실의 음향모드 고유진동수대역과 일치하며 주요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Fig. 4.12-(b)에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전 주파수 대역에서 고무공에 대한 음압레벨 및진동레벨이 성인 보

행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67 Hz와 83 Hz 에서의 음압레벨은 보행의 

경우가 더 높게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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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1 Concrete slab acceleration by rubber ball dropping and man 

walking (a) time wave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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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2 Impact sound pressure by rubber ball dropping and man 

walking (a) time wave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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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 

Fig. 4.13는 중앙가진에 대한 실내 평균 음압레벨을 1/3 옥타브 (a)와 

1/1 옥타브 (b)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13-(a)의 바닥충격음 1/3 옥타브 분석결과 63, 80, 100 Hz에서의 

음압레벨은 보행의 경우 고무공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현저하게 낮았다. 

Fig. 4.13-(b)과 Table3의 1/1옥타브 분석결과, 63Hz 에서의 음압레벨

은 보행이 고무공 보다 2dB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주파수에서

는 고무공이 보행보다 약 10dB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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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13 Indoor average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of 

rubber ball and man walking (a) 1/3 Octave band spectrum (b) 1/1 Octave 

band spectrum 

 

Table 4.4 Floor impact noise level (LFmax,3) and single number quantity 

1/1 Octave Rubber ball Walking 

31.5 84.2 73.3 
63 76.1 74.1 

125 69.8 60.2 
250 65.7 44.3 
500 55.5 44.6 

LFmax,3,AW 5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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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큰 걸음에 대한 충격력 

일반 걸음보다 큰 뒤꿈치 충격력으로 바닥을 가진 하였을때의 충격

력 특성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보폭을 0.8m로 증가시켰을때의 충격

력을 계측하고 이 충격력을 일반 보폭과 고무공 충격력과 비교하였

다. 

Fig. 4.14-(a) 에서 보폭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충격력이 약 2배로 등

가되었으며, 체중이동이 빠르게 앞으로 이동됨에 따라 mid and fore 

foot의 가진시간이 감소되었다. (b)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long step 

walking의 충격력레벨이 고무공보다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50-70Hz 

구간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외의 주파수에서는 고무공보다 낮은 충

격력 레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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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14 Impact force of normal walking, long step walking and rubber 

ball. (a) time history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발 뒤꿈치 충격력 부분만 보행충격력 파형에서 추출하여 Fig. 4.15

에 충격력 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보폭이 넓어짐에 

따라 충격력 가진시간은 짧아지고 최대충격력과 파형의 기울기는 

증가되었다. 최대 충격력 크기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큰 보폭을 

갖는 보행 충격력의 뒤꿈치 충격력 성분은 고무공 충격원에 비해 

최대 충격력 크기가 작으며, 충격력 지연시간이 짧아 Fig. 4.15-(b)에

서처럼 first zero peak는 증가되었다. 큰 보행을 갖는 보행 충격력의 

가진 주파수 대역은 고무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00 Hz 이하 주파

수에서는 급격하게 충격력 레벨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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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5 Impact force of heel striking and rubber ball (a) time history 

extracting heel striking from whole walking impact force wave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Im
pa

ct
 fo

rc
e 

(N
)

Frequency (Hz)
101 102 103

-80

-60

-40

-20

0

20

40
Walking short step (heel)
Walking long step (heel)
Rubber ball



4.7 성인 5명에 대한 보행 충격력 

 
96

4.7. 성인 5명에 대한 보행 충격력 

보행시 바닥을 가진하는 뒤꿈치 충격력 특성은 걷는 방법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명

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일반 보폭(0.4m)과 큰 보폭(0.8 m)의 보행 

충격력을 계측하여 충격 파형과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발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도록 교육되었으며 보폭은 사전에 바닥

에 표시하여 일정한 폭이 되도록 하였다.  

 

4.7.1. 일반 걸음 

Fig. 4.16은 보통 걸음에 대한 계측된 충격력에 대한 충격파형과 스

펙트럼충격력 파형과 그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FFT

주파수 분석시 충격력이 0보다 작은 충격력은 제외하였다. Fig. 4.17

은 계측된 보행 충격력 파형에서 뒤꿈치 충격력만 추출한 충격력이

며, 뒤꿈치 충격력의 최대 시점을 기준으로 대칭되도록 파형을 만

들었다. 

Fig. 4.16-(a)에서 일반 보행에 대한 충격 파형의 형태는 개인차가 크

게 나타나며, 뒤꿈치 충격력 뿐만 아니라 mid foot과 fore foot에 대

한 충격력 크기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mid 

foot과 fore foot에 대한 충격력 최대 크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뒤꿈치 충격력은 상관성이 크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

해 전 구간에서 충격력이 낮게 나타났다. 

Fig. 4.16-(b)에서 일반 보행에 대한 충격력 스펙트럼은 고무공보다 

충격력 레벨이 낮게 나타났지만 뒤꿈치 충격력이 5명중 가장 크게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는 60-80 Hz 구간에서 고무공보다 충격력 레

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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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6 Normal walking impact force 5 adult men and woman (a) time 

history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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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a)의 뒤꿈치 충격력은 5명 모두 최대 충격력 크기와 충격

시간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최대 충격력 크기와 충격력 지연시

간의 상관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충격력레벨이 가장 낮

은 경우와 가장 큰 경우는 가장 긴 충격력 지연시간과 가장 짧은 

충격력 지연시간을 나타내었다. 일반 걸음의 뒤꿈치 충격력은 고무

공 충격력보다 최대 충격력 크기는 모두 낮았으며, 충격력 지연시

간은 여성 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짧게 나타났다. 

뒤꿈치 충격력에 대한 충격력 지연시간은 Fig. 4.17-(b)의 1st zero peak 

주파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충격력 지연시간이 가장 짧은 경

우는 1st zero peak 주파수가 161 Hz 에서 계측되었다. 

일반 보행 조건에서 최대 충격력 크기가 고무공보다 작더라도 뒤꿈

치 임펄스 충격력의 충격시간이 짧다면, 가진 주파수 대역이 넓어

져 고무공보다 높은 충격력 레벨을 나타내는 구간이 발생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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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17 Heel striking impact force that extracting normal walking force 

wave of 5 adult men and woman (a) time history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4.7.2. 큰 걸음 

Fig. 4.18은 0.8m 보폭에 대한 충격력 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Fig. 4.18-(a)에서 발 뒤꿈치 충격력에 대한 파형이 

명확하게 계측되며, 최대 충격력의 최대 크기는 개인차가 발생되었

다. 체중과 최대충격력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보폭

의 경우에서도 여성의 보행 충격력이 가장 낮은 충격력 레벨을 나

타내었다. 

Fig. 4.18-(b)의 충격력 스펙트럼에서 5명의 모든 경우에 대해 충격

력 레벨이 고무공보다 높은 주파수 간이 발생되었으며, 가진 주파

수 대역도 Fig. 4.16-(b)의 일반 보행 보다 넓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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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8 Long-step walking impact force of 5 adults (a) time history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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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9 Heel striking impact force that extracting long-step walking 

force wave of 5 adults (a) time history (b) corresponding frequenc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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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a)의 뒤꿈치 충격력 성분은 최대 충격력이 500-2000 N 까

지 넓은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충격력의 최대 크기가 고무공보다 

큰 경우도 발생되었다. 충격력 지연시간은 5명 모두 고무공보다 짧

게 나타나 가진 주파수 대역이 고무공보다 모두 넓게 나타났다. 1st 

zero peak 주파수는 160-188 Hz에 분포하여 고무공의 75 Hz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4.8. 고찰 

일반적으로 임펄스 충격력은 충격시간(Impact time duration)이 짧을수

록 충격력 스펙트럼의 1차 영점 (First zero)은 높게 발생된다.(이상

적인 Half sine pulse의 경우 First zero 는 1/ τ에서 발생, 여기서 τ

는 펄스 지연시간)(8) 하지만 고무공은 뱅머신보다 충격시간이 짧

음에도 불구하고 Fig. 4.6에서 1차 영점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고무공의 충격력 레벨이 뱅머신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충격력 레벨 차이는 고무공의 충격력 파형의 비대칭 

현상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고무공 충격파형의 초기 기울기는 뱅

머신보다 급하고 파형이 끝 부분은 뱅머신 보다 완만하다.  

고무공의 이러한 비대칭 파형 특성으로 인해 바닥을 가진하는 충격

력은 보행 충격력이 고무공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Fig. 

4.8-(c)의 약 80 Hz 부근에서 고무공과 보행 충격력 레벨이 유사하

게 되는 주파수가 발생된다.  보행충격력은 항상 일정하게 바닥을 

가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발뒤꿈치 충격의 임펄스 성분이 강하

게 발현되는 순간이 있다. 이럴 경우 보행 충격력은 80 Hz 주변에

서의 충격레벨이 고무공보다 높기 때문에 구조물의 진동응답이 더 

크게 발생되고 그로 인해 Fig. 4.13-(a) 와 같이 63, 80, 100 Hz 와 같

은 특정 주파수에서의 음압레벨이 고무공 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Fig. 4.9, Fig. 4.10에서 충격력 레벨을 옥타브 밴드로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행 충격력은 표준 중량충격력레벨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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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대역에서 약 10dB 이상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Fig. 4.13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이러한 옥타브밴드 충격력 레벨의 주파수 특성

과 다르게 나타났다. 

바닥을 가진하는 충격력은 Fig. 4.8-(c)와 같이 임펄스 스펙트럼으로 

가진 되며, 가진 되는 충격력 스펙트럼에 따라 구조물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은 진동 또는 음향 모드 공진주파수에서 최대값을 나타

낸다.  

Fig. 4.20는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충

격력 스펙트럼(뱅머신, 고무공, 보행)과 같이 비교한 그래프이다. 보

행 조건에 대해 바닥충격음과 가속도 응답은 Fig. 4.12에서 고무공

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음압이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인 60-80 Hz 

주파수 구간은 Fig. 4.20의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보여지듯이 진동 

모드와 음향모드가 같이 존재한다. 이 그래프에서 음향시스템의 공

진 응답과 충격력과의 선형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바

닥충격음 및 구조체 진동응답은 구조물의 공진성분을 포함하기 때

문에 충격력 폭로레벨이 낮다고 하여 해당 중심주파수에서의 가속

도 또는 음압레벨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음향 시스템의 공진 

주파수대역에서 충분한 가진력이 존재한다면 그 음향시스템은 반드

시 공진응답을 발생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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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Frequency spectrum of standard impact source and walking 

impact force (right y-axis) and acceleration and acoustic pressur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left y-axis) 

 

Fig. 4.8-(c) 뒷꿈치 충격성분을 제외한 발바닥전면과 앞꿈치 부분이 

지면과 접촉될 때의 충격은 10Hz 이하 주파수 성분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ig. 4.10에서 이 충격성분은 대부분이 옥

타브 필터에 의해 필터링 되면서 보행충격력 원신호인 Walking(raw 

signal), Walking(F>0), Walking(Heel)의 충격력 폭로레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임펄스 성분을 갖고 있는 보행의 뒤꿈치 충격은 전체 

보행행위에 대한 충격특성을 대신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달리기 또는 점핑과 같은 충격행위도 뒷꿈치 충격에 대한 임펄스 

성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Fig. 4.18에서 보여진것처럼 큰 

보폭을 갖는 보행만으로도 바닥을 가진하는 충격력은 100 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고무공 보다 큰 충격력 레벨을 나타내며, 이로 인

한 바닥 진동 및 음압레벨은 주파수 선형 특성에 의해 충격력이 고

무공 보다 높게 나타나는 주파수에서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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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또는 점핑과 같은 충격행위는 보행보다 발뒤꿈치 충격력에 

대한 충격력이 매우 클 수 있으며, 발뒤꿈치가 바닥을 접하는 순간 

피부가 변형되는 시간이 짧아져 충격력 지연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 

이러한 뒤꿈치 충격력 변화는 바닥을 가진하는 충격력 스펙트럼의 

레벨과 유효 가진 주파수 범위를 넓혀준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중

량충격원중 고무공이 아이들 점핑과 같은 충격행위와 유사한 바닥

충격음 레벨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충격력 주파수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4.9. 요약 

보행충격력은 표준 중량충격력 보다 충격력의 크기와 주파수 스펙

트럼 크기 모두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발뒤꿈치 충격의 임펄스 성

분은 고무공과 뱅머신 보다 바닥을 높은 주파수로 가진시킬 수 있

어 (First zero: 80 Hz) 고무공의 경우 충격력 레벨이 낮아지는 70 Hz 

부근에서는 보행 충격력 레벨과 고무공 충격력 레벨이 유사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보행 충격력 특성으로 인해 63, 80, 100Hz의 1/3 옥타브 중심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은 보행이 고무공보다 높은 레벨을 나타내었

다. 

충격력 폭로레벨은 진동 시스템 관점에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

타낼 수 없기 때문에 보행과 같은 충격행위의 충격특성을 대변할 

수 없다.  

사람의 보행, 달리기, 뜀과 같은 충격행위를 대변할 수 있는 충격

력 특성은 충격 파형, 충격시간, 주파수 스펙트럼, 충격응답 (음압, 

가속도)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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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닥 마감재 및 바닥 매트 

주택용 바닥 마감재(두께 1.5-4.5 mm)와 바닥 매트(두께 10 mm 이상)

는 경제적이고 시공이 간단하여 거주자의 임의 시공을 통해 바닥 

충격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바닥재 등을 이용하여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충격원이 바닥을 

가진할 때 바닥재는 충격원과 직접 접촉하면서 바닥 구조체를 가진

하는 충격력 특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충격량(Impulse, ⃗)은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 (dt)의 곱으로 정

의 되며 충격력-시간 그래프의 면적과 같다.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

해 충격원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바닥재를 통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힘의 최대 크기는 감소

된다. 이 경우 힘이 작용하는 시간(충격력 지연시간, duration time)이 

길어지면, 충격력 스펙트럼의 저주파 대역 충격력은 증가되며 고주

파 대역의 충격력 크기는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PVC 바닥 마감재는 경량충격원에 대해 고주파 

대역의 바닥 충격소음이 효과적으로 저감되어 2-13 dB까지 경량 충

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을 저감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10] 또한 동일 두께를 갖더라도 바닥 마감재의 발포층의 두께가 두

껍고 발포율이 높을수록  차음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11] 중량

충격원에 대해서는 단일 수치 평가량을 저감시킬 수 없었으며 일부 

저주파 대역에서 소음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12] 

바닥 매트에 대해서는 매트의 재질, 두께, 동탄성계수, 고무공 충격

원 높이에 따른 소음도와 실제 공동주택에서 어린이가 뛰어내릴 때

의 소음도를 측정한 연구결과, 두께가 두껍고 고무공 충격원의 높

이가 낮을수록 소음도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13] 

마감재에 의한 바닥 충격음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충격음 

저감 설계와 제품개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바닥 충격음을 발생시

키는 직접적인 원인인 바닥재와 충격력의 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이 요구된다. 바닥재로 인한 충격력 변화, 즉 충격력 스펙트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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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이것이 바닥충격음 저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닥 충격음 측정을 통해 바닥 시트마감재와 바닥 

매트의 경량 및 중량 충격원에 대한 바닥 충격 소음 저감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바닥재 하부로 전달되는 충격력을 계측하여 충격력

과 바닥 충격음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5.1. 연구 방법 및 재료 

Table 5.1은 시중에 판매중인 PVC 비닐 계열의 바닥 시트마감재 14

종(두께 1.8-4.5 mm)과 바닥 매트 16종(두께 12-40 mm)의 재질과 두

께 등을 나타낸 표이며, 총 30종의 실험 시편에 대해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고무공 충격원), 그리고 충격력을 측정하였다.  

Table 5.1Material and thickness of floor finishing 

Name Material Type Thickness(mm) 

C01 PVC Floor covering 4.5 
C02 PVC Floor covering 2.5 
C03 PVC Floor covering 2.2 
C04 PVC Floor covering 1.8 
C05 PVC Floor covering 3 

C06 PVC Floor covering 1.8 

C07 PVC Floor covering 2 
C08 PVC Floor covering 2.3 
C09 PVC Floor covering 2.7 
C10 PVC Floor covering 4.5 
C11 PVC Floor covering 4.5 

C12 PVC Floor covering 2.7 

C13 PVC Floor covering 2 
C14 PVC Floor covering 1.8 

M01 PVC Floor mat 22 

M02 PVC Floor ma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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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3 PVC Floor mat 16 
M04 PVC Floor mat 15 
M05 PVC Floor mat 13 
M06 PVC Floor mat 15 

M07 PVC Floor mat 11 

M08 PVC Floor mat 15 
M09 PVC Floor mat 12 
M10 PE Floor mat 16 
M11 PE Floor mat 40 
M12 PE Floor mat 29 

M13 PE Floor mat 17 

M14 PE Floor mat 22 
M15 EVA+PE Floor mat 25 
M16 EVA+PE Floor mat 20 

 

바닥 충격음은 Fig. 5.1과 같이 벽체 차음성능 실험동의 수음실에서 

측정하였으며, 수음실은 천장 슬래브 두께 210 mm, 벽체 두께 250 

mm의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다. 바닥충격음 실험시에는 벽체 차

음성능 실험을 위한 개구부를 고차음벽체(400 mm, 석고보드+유리섬

유+공기층, Rw=71 dB)로 막은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며, 시료는 수음

실 천장 슬래브 상부 면에 설치하였다.  

Fig. 5.1에 5개 수음점과 가진점의 위치를 나타내었으며, 가진점과 

수음점 위치는 동일하다. 바닥 충격음은 KS F 2810, 2863에 따라 측

정 및 평가 하였다. 바닥 충격음 측정시 바닥 마감재는 전체 바닥

면에 설치한 후 실험하였으며, 바닥 매트(폭 1.0-1.6 m, 길이 1.0-2.5 

m)는 바닥표면에 밀착되도록 올려놓고 가진 위치로 이동 시키면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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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Test room plan and locations of impact and receiving point 

 

Fig. 5.2와 Fig. 5.3에 각각 제작된 충격력 측정 장치도면과 충격력 

측정 모습을 나타내었다. 충격력 측정 장치는 3개의 힘센서와 지름 

220 mm, 두께 15 mm의 알루미늄 플레이트(상부), 그리고 지름 260 

mm, 두께 15 mm의 철판 플레이트(하부)를 결합하여 제작하였다. 충

격력 측정 장치를 통해 계측되는 충격력은 3개 힘센서의 출력 케이

블을 직렬 연결하여 전압의 합을 구하고 이 값에 평균 감도를 곱하

여 계측하였다.  

충격력 계측은 200×200 mm 크기의 바닥재 시편을 충격력 측정 장

치 위에 올려놓고 그 상부를 태핑머신과 고무공 충격원으로 가진하

여 시편 하부로 전달되는 충격력을 계측하였다. 충격력 측정시 시

편의 두께를 고려하여 충격원의 낙하 높이를 동일하게 하였다. 태

핑머신의 충격력은 1개 충격력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5개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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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운데 해머만 남겨놓고 나머지 해머는 제거한 후 장치를 가동

시키면서 측정 하였다.  

 

Fig. 5.2 Plan and side section of impact force plate 

 

 

Fig. 5.3 Measurement of impact force for floor finis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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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력에 대한 주파수 분석은 충격력 시간이력을 8192 Hz 샘플링 

주파수로 디지털 레코딩(Pulse 3560C measurement front-end and time 

data recorder software, Brüel & Kjær)하고 후처리 주파수 분석 소프트웨

어Pulse reflex core ver. 18, Brüel & Kjær)를 이용하여 1/3 옥타브 밴드 

패스 필터 분석 하였다. 충격력 스펙트럼은 옥타브 필터 분석시 시

정수(Time constant) 느림(Slow, 1 sec.) 조건에서 스펙트럼 레벨의 최

대값을 측정하였다.  

Table 5.2에 고무공 낙하높이 1m 충격력에 대해 시정수 느림조건을 

사용한 충격력 레벨(LSmax)과 1초 충격력 신호에 대한 충격력 노출

레벨을 비교(Lexposure)하여 나타내었다. 두 가지 충격력 레벨 분석방

법에 따른 각 중심주파수에서의 충격력 레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충격력레벨을 LSmax로 계측한 이유는 Lexposure 분석에 비

해 계측이 간단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측정된 경우에 대한 

최대값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5.2 Impact force level on 1/1 octave band 

 LSmax Lexposure 

31.5 38.4 38.9 

63 29.8 30.0 

125 22.3 22.3 

250 19.0 18.9 

500 10.4 10.2 

 

5.2. 실험결과 

5.2.1. 시편 두께에 대한 바닥충격음 레벨 

Fig. 5.4와 Fig. 5.5는 각각 시편의 재질 및 두께에 따른 경량 충격원

과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단일 수치 평가량

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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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에서 경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역 A특성 가중 규준화 바

닥 충격음 레벨, L’n,AW)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71 dB, 바닥 마감

재 59-65 dB, 그리고 바닥 매트는 29-34 dB을 나타내었다.  

시편의 두께에 따른 경량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 저감 성능은 바

닥 시트 마감재의 경우 두께가 두꺼울수록 우수한 경량충격음 저감 

성능을 보이지만 1.8 mm, 2.5 mm, 4.5 mm 제품에서 동일한 12 dB 저

감 성능을 나타내어 경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바닥 마감재의 두께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재료의 배합 비율과 같은 재료 특성도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매트는 모두 두께가 10 mm 이상으로 두껍기 때문에 대부분의 

충격력이 매트의 변형에 의해 저감되어 매트 두께에 따른 경량 충

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 저감 성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실험된 모든 바닥 매트의 경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은 맨바

닥 콘크리트 슬래브 대비 37-42 dB 저감되어 평균 36 dB로 나타났

으며, 이 값은 경량충격음 1등급 기준인 43 dB보다 7 dB 낮은 값이

다.  

Fig. 5.5에서 중량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역 A특성 가중 바닥 충

격음 레벨, Li,Fmax,AW)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53 dB 대비 바닥 마

감재는 53-54 dB로 저감 효과가 없었으며, 바닥 매트는 41-53 dB로 

바닥재 없는 조건 대비 최대 12 dB 저감되었다. 바닥 매트는 PVC, 

PE, EVA 재료 특성과 관계없이 매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단일 수

치 평가량이 저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바닥 마감재 및 바닥 매트 

 

113

 

Fig. 5.4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single number quantity according 

to thickness and properties of finishing materials 

 

 

Fig. 5.5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single number quantity 

according to thickness and properties of finis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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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경량충격음과 충격력 스펙트럼 

Fig. 5.6과 Fig. 5.7은 각각 경량 충격원에 대한 30개 바닥재의 바닥 

충격음과 충격력 레벨을 1/3 옥타브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5.6에

서 바닥재가 없는 조건의 바닥 충격음 레벨을 검정색 굵은 실선으

로 표현하였으며, 배경소음 레벨은 파란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바

닥 마감재가 없는 조건에 대한 경량 충격원의 충격력은 상부 플레

이트 진동으로 인해 측정되지 못하였다.  

Fig. 5.6에서 PVC 바닥 마감재와 바닥 매트는 모두 전 주파수 대역

에서 바닥 충격음이 저감되었다. 바닥 매트의 경량충격음 저감 성

능이 바닥 마감재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충격

음 저감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주파수는 바닥 마감재는 500 Hz 

이상, 바닥 매트는 63 Hz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7의 바닥 마감재로 인한 경량 충격원의 충격력 주파수 특성

은 Fig. 5.6의 바닥 충격음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바닥 마감재의 경

우 250 Hz 까지는 충격력 저감이 크지 않았으나 그 이상 주파수에

서 충격력이 크게 저감되었다. 바닥 매트는 31.5 Hz까지 충격력 레

벨이 유사하지만 40 Hz 이상부터 바닥 마감재에 비해 충격력이 크

게 저감되었다. 

 



5. 바닥 마감재 및 바닥 매트 

 

115

 

Fig. 5.6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on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Fig. 5.7 Impact force level of light-weight impact source on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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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과 Fig. 5.9는 각각 경량 충격원에 대한 바닥충격음과 충격력 

레벨을 시편 두께와 1/3 옥타브 주파수에 대해 3차원 등고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등고선의 간격은 5 dB 이며, 시편 두께에 따

라 바닥 마감재는 1.8-4.5 mm, 바닥 매트는 12-40 mm이다. 

Fig. 5.8과 Fig. 5.9의 등고선 형상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바닥충격

음과 충격력의 주파수 특성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VC 바닥 마감재(1.8-4.5 mm)는 두께 증가에 따라 바닥 충격음 및 

충격력이 저감 효과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다른 시편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500-2000 Hz 대역에서 충격력 레벨이 높게 나타나는 1.8, 

2.3, 2.7 mm 제품은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도 높게 

나타났다.  

바닥 매트는 PVC 바닥 마감재에 비해 전 주파수 대역에서 바닥 충

격음 및 충격력 레벨이 매우 효과적으로 저감되었으며, 두께 증가

에 따라 전 주파수 대역에서의 충격력과 바닥 충격음 레벨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16 mm 두께에서 PVC 재질(M03)이 PE 재질

(M10) 보다 전 주파수 대역에서 충격력과 바닥 충격음도 다소 높

게 나타났지만 단일 수치 평가량은 32 dB로 동일하였다. 동일한 두

께와 재질의 3종류(15 mm, PVC) 시편에서충격력과 바닥 충격음 레

벨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 주파수 대역에서 충격력 레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M04, 06, 08 시편의 단일수치 평가량은 각각 31, 32, 

34 dB로 나타났다. 바닥 매트는 유사한 두께에서 시편의 물성(재질, 

발포율, 구성층 등)에 따라 경량 충격원에 대해 서로 다른 충격음

과 충격력 레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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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Contour plot of floor impact noise level (tapping machine) for 

specimens thickness and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Fig. 5.9 Contour plot of impact force level (tapping machine) for 

specimens thickness and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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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중량충격음과 충격력 스펙트럼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30개 시편에 대한 바닥충격음과 충격력 레벨

을 각각 Fig. 5.10과 Fig. 5.11에 나타내었다. 각 그래프에서 마감재가 

없는 조건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PVC 바닥마감재는 Fig. 5.10에서 중량충격음 레벨이 주파수 대역별

로 2-3 dB편차는 있지만 그래프 형태가 바닥 마감재가 없는 조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5.11에서도 바닥 마감재에 의한 충격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PVC 바닥 마감재는 중량충격원에 대

한 중량충격음 및 충격력 레벨 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바닥 매트는 Fig. 5.10에서 중량충격음 레벨이 매트가 없는 조건 대

비 저주파 대역(31.5-100 Hz)에서는 증가되지만 그 이상 주파수에서

는 효과적으로 저감되었다. Fig. 5.11에서 바닥 매트에 의한 충격력 

레벨도 바닥 충격음 레벨과 주파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 매트가 

없는 조건 대비 63 Hz이하에서는 다소 증가하였고 100 Hz 이상에서

는 효과적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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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on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Fig. 5.11 Impact force level of heavy-weight impact source (rubb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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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5.3. 고찰 

Fig. 5.12와 Fig. 5.13은 각각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바닥 충격음과 

충격력 레벨을 시편 두께 및 1/3옥타브 주파수에 대해 3차원 등고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등고선의 간격은 5 dB 이며, 두께 0 

mm 는 바닥재가 없는 조건을 의미한다. 

두 그래프에서 시편의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바닥 충격음 및 충격력

의 저감 또는 증폭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량충격원에 

대해서도 충격력과 바닥충격음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PVC 바닥 마감재는 고무공 충격원에 대해 두께에 따른 충격력 및 

바닥 충격음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닥 매트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Fig. 5.13에서 100 Hz 이하 저주파 

대역은 등고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저주파대역의 

충격력이 증가되었으며, 그로 인해 Fig. 5.12에서 매트가 없는 조건 

대비 63 Hz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증가되었다.  바닥 매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고주파 대역의 충격력과 바닥충격음이 저감되어 등고선

이 왼쪽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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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Contour plot of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for 

specimens thickness and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Fig. 5.13 Contour plot of impact force level (rubber ball) for specimens 

thickness and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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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매트는 고무공 충격원에 대해 63 Hz 이하 저주파 대역의 바닥

충격음과 충격력 레벨을 다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저주파 대역의 충격음 및 충격력 증폭 현상 원인은 Fig. 5.14의 

충격력 파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Fig. 5.14 Impact force time wave of heavy-weight impact source (rubber 

ball) 

 

Fig. 5.14에서 PVC 바닥 마감재에 대한 고무공 충격원의 충격력 파

형은 바닥 마감재가 없는 조건(굵은 실선)과 유사하기 때문에 Fig. 

5.11의 PVC 바닥 마감재에 따른 고무공 충격원의 충격력 레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닥 매트에 대한 고무공 충격

원 충격력 파형은 바닥 매트가 없는 조건 대비 파형 변화가 발생되

어 충격력 파형의 초기 기울기가 감소되고 충격력 지연시간이 증가 

되었다. 또한 충격력 지연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격력

의 최대 크기는 증가되었다. 바닥 매트에 의한 충격력 파형 변화와 

최대 충격력 크기 증가는 63 Hz 이하 저주파 대역의 충격력을 증가

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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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과 Fig. 5.12에서 바닥 매트에 의한 63Hz 이하 저주파 대역

에서 음압 증가는 충격력 크기 증가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모드와 수음실의 음향모

드에 의해 특정 주파수에서의 진동과 음압 응답이 증폭되었기 때문

이다. 

 

5.4. 요약 

PVC 바닥 마감재는 경량충격음 저감에 대해 효과적이었지만 중량

충격음 저감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매트는 

경량충격음 저감에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중

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125 Hz 이상의 소

음은 저감되지만 63 Hz 이하 소음은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PVC 바닥 마감재와 바닥 매트에 대한 바닥충격음과 충격력 레벨의 

주파수 특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충격력과 바닥충격음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실험된 맨바닥 콘크

리트 슬래브 조건이 구조-음향 시스템에서 입력(충격력)과 출력(가

속도, 음압 등)에 대한 선형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바닥 마감재의 바닥 충격음 저감 성능 측정 및 평가(KS F 2865:2012, 

2810-1, 2863-1) 에 있어 수음실과 음원실 등의 음향 환경 조건은 바

닥재의 바닥 충격음 저감 성능을 다르게 하는 원인 될 수 있다. 이

에 따라 다양한 충격원에 대해 바닥재 하부로 전달된 충격력에 대

한 시간 또는 주파수 특성은 바닥재의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에 대

한 새로운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바

닥 마감재의 설계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삽입된 뜬바닥 구조 조건에서

는 바닥재의 바닥 충격음 저감 성능이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뜬바닥 구조는 기본적으로 고주파 대역 바닥 충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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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성능이 우수하고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해 구조-음향 시스템

이 변하여 바닥 조건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서의 응답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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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향모드 

바닥충격음은 구조물의 진동이 공기매질에 전달되면서 발생되는 음

파로 구조물의 동특성과 수음실의 음향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바닥 진동과 이에 따른 충격소음(구조기인 소음)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며, 바닥은 벽 또는 인접 슬래브로 구속되어 있고 수음실은 

벽과 창호 등으로 닫혀있는 공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동은 

입사파와 반사파가 합성되는 정재파(standing wave)로 발생된다. 진

동과 음의 단힌 공간에서 발생되는 정재파는 공간적으로 고유한 모

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정해진 구속조건에 따른 파동방정식의 고

유치 해석을 통해 고유모드 형상과 고유진동수 계산이 가능하다.  

외부 가진원에 대한 음향시스템의 응답(진동과 음압의 응답)은 시

스템이 선형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모드 특성이 그대로 반영

되어 고유주파수에서 응답의 증폭이 발생되고 공간적으로 응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바닥충격음 분석을 위해서는 진동모드와 음향모드가 종합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모드 응답 특성 가진원의 위치에 따라

응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동모드 응답은 충격원의 크기와 

위치가 중요한 요소이고 음향모드 응답은 진동모드의 크기와 형상

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옥타브 중심주파수로 63, 125, 250, 500 Hz 대역에 대해 

평가된다. 평가 주파수 대역중 가장 낮은 주파수인 63 Hz 대역은 

중량충격음 측정에 사용되는 중량충격원의 충격력 특성상 저주파 

대역의 충격력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나

는 주파수 이며,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주파수이다.  

물리적으로 31.5, 63 Hz 대역은 중량충격원 가진에 대해 진동에너지

가 가장 큰 1, 2, 3차 진동모드에 의한 직집 소음이 전달되는 주파수 

이며, 음향적으로도 음에너지가 큰 1, 2차 axial mode와 tangential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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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또한 이런 저주파에서는 음향모드

의 modal density 가 낮아 측정점의 위치에 따라 음압 변동폭이 매

우 크게 나타난다.  

오양기[14]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폰 위치에 따라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저주파 대역에서 벽과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

리 수음점은 룸모드의 영향으로 음압레벨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저주파 대역은 충격원의 위치보다는 수음점 위

치에 따라 음압레벨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주파 대역의 편차가 중주파 대역의 편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주

파수가 높아질수록 모드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편차는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진연[15]은 7개의 수음실을 대상으로 수음점 높이 1.2 m를 기준으

로 벽에서 0.5 m 떨어진 위치부터 0.25 m 간격으로 음압레벨을 측정

하였을 때 각 조건에서의 공간평균 음압레벨은 수음점과 벽과의 거

리는 0.75 m 일때 가장 공간 평균에 가깝다 하였다. 옥타브 중심주

파수에 따라 표준실험실에서는 63 Hz 에서 1차 음향모드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라멘구조 또는 복합구조의 공동주택에

서는 모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명확하게 음장 분포를 계측하지 못

하였다. 

정정호[16]의 연구에 의하면 수음실의 벽과 바닥의 흡음 조건을 달

리하여 잔향시간을 변화시켰을 때 경량충격음은 음장변화에 따라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10 dB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중량충격

음의 경우 잔향시간 증가에 따라 100 Hz 이하 대역에서는 음압레벨

이 증가하였다. 특히 중량충격음 편차는 잔향시간 변화에 따라 뱅

머신과 고무공에 대해 각각 1/3 옥타브 250 Hz 대역에서 약 11, 12.7 

dB 이상 차이가 났고 63 Hz 대역에서는 4, 7.9 dB 정도의 차이가 발

생하였으며, 단일 수치 평가량으로는 최대 7, 11 dB의 차이를 나타

내었다. 이에 따르는 연구로 최근 ISO 기준에 중량충격음 측정절차 

및 Heavy/Soft impact source로 고무공 충격원이 추가된 것과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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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NRC에서 제안한 수음실 잔향시간에 따른 보정방법을 소개

하였다. [17] 설비 소음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ISO 16032표준에

서는 최대 음압 레벨에 대한 음장 보정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ISO/CD 10140-3 Amd 2에서 제안한 중량충격음에 대한 수음실 음장 

보정식에 대해서도 소개 하였다.[18] 

기존 연구에서 바닥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이 음향모드와 매우 밀접

환 연관이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주파 대역에서 모서리 

수음점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크게 나타나는 것과 수음점 위치변화

에 따라 음압레벨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것은 수음실 크기에 따라 

저주파 바닥충격음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음향모드에 의한 바닥충격음 변화에 대해서는 옥

타브 대역이 아닌 정확한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에 대해 정밀하

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식과 음압에 대한 FFT 분석결과를 분석하여 수

음실의 음향모드 고유진동수와 형상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한 고정된 수음점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음점 위치변화에 대한 중량충격음 측정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 고정된 수음점 위치와 음향모드 형상을 비교하여 100 Hz 이하 

저주파 소음 측정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음향모드와 바닥충격음에 대한 연구는 7장의 바닥충격음 계측점에 

대한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6장은 7장의 실험결과를 설명하

기 위한 기초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7장의 연구결과

와 동일함을 명시하며, 실험실에 대한 소개는 7.1절에 자세히 나타

내었다. 

6.1. 연구방법 

바닥충격음에 대한 수음실의 음향모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0×

4.5×2.8 m 크기와 180 mm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갖는 바닥충격

음 실험실에서 중량바닥충격음(고무공)과 충격응답을 이용한 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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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계측하였다. 바닥충격음 측정과 충격응답 잔향시간 측정을 

위한 측정점을 Fig. 6.1에 나타내었으며, 수음점과 음원실 평면은 동

일하다.  

바닥충격음 측정은 5개 가진점과 4개 수음점에서 계측하였으며, Fig. 

6.1에서 가진점은 P1-5, 의 5개이며, 수음점은 P1-4이다. 수음실 음

향모드 고유진동수는 충격 응답법을 이용하여 계측한 음압 측정 결

과를 FFT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때 충격음원은 고무 풍선을 

사용하였고 음원의 위치는 Fig. 7.2-(a)의 P4 수진점 위치와 근접한 

수음실 안쪽 벽과 슬래브가 만나는 가장 하부 코너지점이다.  

모든 계측 신호는 샘플링 주파수 8192 Hz로 디지털 레코딩(Pulse 

3560C, Brüel & Kjær)되었으며, 주파수분석 소프트웨어(Pulse reflex 

core ver. 18, Brüel & Kjær)를 이용하여 1/3 옥타브밴드와 FFT 주파수 

분석하였다. FFT 분석은 트리거를 사용하여 유효한 신호 5개에 대

해 선형 스펙트럼 평균하였으며, 800 Hz까지 1 Hz 단위로 분석하였

다.  

 

Fig. 6.1 Plan of receiving room and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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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닫힌 공간에서의 음장 

Fig. 6.2와 같이 닫힌 사각형 공간에서의 음장은 음향모드 중첩에 

의해 식 (12)과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음원 크기 

0( )Q r
ur

를 갖는 점음원에 의해 공간이 가진 될 때 수음실에서의 음장

( )p r
r

 은 다시 식(13)과 같이 표현된다. [19] 

 
0

( ) ( )N N
N

p r A ry
¥

=

= år r   (12) 

 

 

Fig. 6.2 Acoustic source and receive point in clos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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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Q U dS= : source strength,  

nU : Surface norm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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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zV L L L= : volume,  

( ) ( , , ) cos( )cos( )cos( )
x y z

m n lr x y z x y z
L L L
p p py y= =

r
: shape function of acoustic 

modes 

*
N N N

V

V dVy y×L = òòò ,  

2 2 2 2 2 2( ) ( ) ( )N x y z
x y z

m n lk k k k
L L L
p p p

= + + = + + : modal wave number,  

2
N

N
k cf
p

= : eigen-frequency 

 

수음실의 음장은 식 (13)에서 음원의 크기 Q  에 비례하고 

가진점과 수음점의 위치에서의 모드 형상 ( )ry r  에 의해 크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가진 되는 주파수(or exciting wave number k )가 

음향모드 고유진동수(or modal wave number Nk )에 가까울수록 음압은 

증폭된다. 

Fig. 6.3 은 실험된 수음실과 동일 크기 조건에서 임펄스 음원이 

벽과 슬래브가 만나는 가장 코너 위치인 (0, 0, 0) 위치에서 

수음실을 가진할 때 중앙 수음점 P1 과 코너수음점 P2 에서의 

음압레벨을 식(13)를 따라 계산한 음압레벨 스펙트럼이다. 코너 P2 

수음점에서 34, 38, 51 Hz 등의 저차 음향모드에 대한 응답은 

중앙수음점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음점의 위치에 따라 

발생되는 음향모드도 다르고 응답의 크기도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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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Acoustic pressure level at receiving points P1 and P2 when 

harmonic simple volume source exited at the coordinate (0, 0, 0) 

 

6.3. 음향모드 

Fig. 6.4은 수음실의 음향모드 형상과 고유진동수를 유한요소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이다. 102Hz까지 axial, tangential, oblique 

mode는 각각 5, 8, 3개로 음향에너지가 큰 axial 과 tangential mode가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였다.  

Fig. 6.3의 피크 음압레벨이 나타난 주파수와 음향모드 주파수가 정

확하게 일치한다. 음향모드 형태에 따라 (a), (b), (c)의 음향모드는 

수음실 중앙에서 변형이 0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며, 이러한 음향모

드 형상으로 인해 Fig. 6.3의 34, 38, 51 Hz에서 중앙 수진점은 응답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그 외에도 중앙수음점에서 음향모드의 변형

이 0으로 나타난 음향모드는 (f), (g), (i), (j), (k), (n) 등이 있으며, 이 

음향모드 고유진동수에서 중앙 수음점에 대한 응답은 동일하게 Fig. 

6.3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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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4.3 Hz       (b) 38.1 Hz      (c) 51.3 Hz      (d) 63.5 Hz 

 

(e) 68.6 Hz       (f) 72.2 Hz      (g) 74.1 Hz       (h) 76.2 Hz 

 

(i) 78.5 Hz      (j) 81.6 Hz      (k) 83.6 Hz       (l) 93.5 Hz 

 

(m) 99.2 Hz     (n) 101.0 Hz     (o) 102.6 Hz 

Fig. 6.4 Acoustic modes in receiving room 

 

Fig. 6.5은 음향모드를 주파수 공간에 나타낸 그림이며, Fig. 6.6은 주

파수 영역에서 음향모드 개수와 모드 밀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6.5에서 각 음향모드의 고유진동수 Nf 은 원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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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까지의 벡터 길이 , ,
2 2 2x y z

mc nc lc
L L L

æ ö
ç ÷ç ÷
è ø

와 같으며, 가진

되는 반경 f 이내에서 관심을 갖는 음향모드는 Nf f£ 인 구간에 

해당된다. 중량충격음의 주요 주파수 대역인 100Hz 이하 주파수의 

음향모드는 x, y 방향으로 1차모드와 2차 모드까지 포함되며, z 방향

으로 1차모드 내에 분포된다.  

Fig. 6.6의 음향 모드의 개수는 식(14)을 통해 계산될 수 있으며, 주

파수가 증가할수록 음향모드의 개수와 그에 대한 주파수 미분값인 

모드 밀도가 급격히 증가된다. 100 Hz 이내에서 모드 개수와 모드 

밀도는 각각 15개와 0.35를 나타낸 반면 200 Hz 에서는 84개와 1.1

로 나타났다. 주파수에 따라 모드밀도가 높으면 공간적으로 음향에

너지가 평탄하여 수음점 위치에 관계없이 음압레벨이 유사하게 나

타나지만 모드밀도가 낮은 주파수 영역은 수음점 위치에 따라 음압

레벨 변화가 크고 또한 각 모드간의 주파수 간격도 넓다. 본 연구

에서 실험된 수음실은 100 Hz 이하 주파수는 모드 밀도가 0.35로 

낮기 때문에 각 음향모드들의 고유진동수 차이가 크게 발생되며, 

Fig. 6.3과 같이 100Hz 이하에서 수음점 위치에 따른 음압레벨 차이

와 100 Hz 이상에서보다 크게 발생된다. 

 3 2
2 2

4
3 4 8

LN Vf Sf f
c c c
p p

= + +   (14) 

여기서, x z zV L L L= , 2( )x y x z y zS L L L L L L= + + , 4( )x y zL L L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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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Eigen-frequency in frequency space about room size Lx=5.0, 

Ly=4.5, Lz=2.8m 

 

 

Fig. 6.6 Number of eigen-frequency and modal density on room size 

Lx=5.0, Ly=4.5, Lz=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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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실험결과 

6.4.1. 충격음답 실험결과 

Fig. 6.7는 고무풍선을 P4 위치의 수음실 가장 코너에서 터트려 수

음실을 임펄스 가진하고 4개 수음점에서의 음압을 FFT 분석한 음

압레벨 스펙트럼이다. 중앙수음점 P1과 코너수음점 P2, 3, 4에서의 

음압레벨 주파수 특성은 Fig. 6.3의 이론적인 계산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파수가 증가될수록 음향모드 개수는 증가되었으며, 

50Hz 이하 저주파에서는 코너 수음점의 음압레벨이 중앙수음점보

다 높게 나타났다. 60-200Hz 에서는 중앙 수음점의 음압레벨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200Hz 이상 주파수에서는 각 수음점의 음압레벨 

크기가 유사하였다.  

 

Fig. 6.7 Acoustic pressure response in closed rectangular room to an impulsive 

source (balloon exploded at extreme corner of testing room near P4) 

 

Table 6.1은 충격응답법을 이용하여 계측한 1/3 옥타브 잔향시간을 

나타낸다. 잔향시간은 RT20에 대한 값이고 25, 31.5, 40, 50 Hz의 잔향

시간은 RT20확보가 되지 않아 초기 곡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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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였다.  

25, 41.5Hz의 평균 잔향시간 1.86, 3.13 s에 비해 40, 50 Hz의 잔향시간

은 5.67, 4.5s로 매우 길게 나타났다. 40, 50 Hz 중심주파수는 Fig. 6.4 

(b), (c)의 1, 2차 axial 음향모드가 존재하는 주파수로 잔향시간이 다

른 주파수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또한 중앙수음점의 잔향시간은 

코너 수음점보다 작게 나타나 수음점의 위치에 따라 잔향시간도 다

르게 나타나며, 수음점의 위치가 음향모드의 변형이 큰 곳에 위치

할때 잔향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흡음에 의해 잔향시간이 감소되었으며, 실내 

흡읍조건은 콘크리트 벽과 천장의 석고보드만 마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125 Hz 이상부터는 2-2.5 s로 비교적 일정한 잔향시간을 보

였다. 

Table 6.1 1/3 Octave reverberation time at each 4 receive points 

 P1 P2 P3 P4 Average 

25 2.00 1.86 2.06 1.51 1.86 
31.5 3.01 3.23 3.05 3.22 3.13 

40 4.72 6.15 5.58 6.22 5.67 
50 4.23 4.62 4.56 4.60 4.50 
63 3.11 3.44 3.45 3.49 3.37 
80 3.88 3.85 3.99 3.89 3.90 

100 3.25 3.59 3.19 3.09 3.28 
125 2.75 2.51 2.56 2.18 2.50 
160 2.56 2.32 2.30 2.48 2.42 
200 2.07 2.02 2.02 2.03 2.03 
250 2.10 2.23 2.18 2.09 2.15 
315 2.00 1.90 1.92 1.93 1.94 
400 2.14 2.18 2.13 2.14 2.15 
500 2.14 2.23 2.17 2.16 2.18 
630 2.31 2.28 2.25 2.2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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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와 음향모드 

Fig. 6.8은 5개 가진점과 4개 수음점에 대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의 주파수 선평평균값이다. 각 주파수에서 단위 힘에 대한 음압 응

답을 파악할 있다. 10-800 Hz 에대한 분석결과를 Fig. 6.8-(a)에 나타

내었으며, 100 Hz 이하 저주파 음향모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

100 Hz 에대한 분석결과와 각 피크 주파수에 해당되는 음향모드 형

상을 (b)에 같이 나타내었다.  

Fig. 6.8-(a) 그래프에서 주파수가 증가될수록 피크응답이 발생하는 

개수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피크응답은 Fig. 6.7의 풍선

을 터트려 계측한 피크응답과 동일한 주파수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닥진동에 의한 음압 응답이 바닥의 고유진동수에서 피크가 발생

되지 않고 음향모드 고유진동수에서 피크가 발생되는 것이다.  

Fig. 6.8-(b)의 100 Hz 이하에 대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와 음향모드 

형상을 같이 비교한 그래프에서 100Hz 이하에서 바닥충격음에 영

향을 미치는 음향모드는 3개의 1, 2차 이하 axial 모드와 1, 2차 이하 

tangential mode 인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진동에 대한 피크 음압은 

1차모드 고유진동수 31 Hz에서만 나타났다.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의 응답 크기는 60 Hz 이하에 존재하는 각 방향에 대한 1차 음향모

드 보다 2차 이상에 대한 음향모드의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직 방향 음향모드 성분이 결합된 64, 93 Hz의 응답은 수직방향 음

향모드 성분이 없는 음향모드에 비해 응답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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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800 Hz 

 

 

(b) 20-100 Hz 

Fig. 6.8 Acoustic FRF and acoustic mod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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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고무공 중량충격음 

Fig. 6.9은 180mm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5개 가진점과 4개 수음점의 

고무공 가진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총 

20개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FFT와 1/3 옥타브 분석결과를 각각 (a), 

(b)에 나타내었다. 충격지점에 대한 음압레벨 확인을 위해 중앙가진

점은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4개 코너 가진점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6.9-(a)의 FFT 분석결과에서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낸 주파

수는 바닥 1차 진동모드 응답인 31 Hz와 1차 axial 음향모드는 35 

Hz의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을 가진하는 경우 코너 가진점보다 

15dB 이상 높은 음압레벨을 보였다. 바닥충격음 레벨은 Fig. 6.7의 

주파수 응답함수와 달리 저주파에서 음압레벨이 가장 크고 주파수

가 증가할수록 음압레벨은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고무공의 충격력

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고무공 중량충격음에 

대한 음압레벨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도 모든 피크 주파수는 음향모

드가 존재하는 주파수에서 발생되고 있다. 

Fig. 6.9-(b)의 20개의 1/3 옥타브 바닥충격음 측정결과에서 125 Hz 

이하에서 음압레벨 차이는 그 이상 주파수에서의 차이보다 크게 발

생되어 주파수가 낮을수록 음압레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6.9-

(a)의 FFT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100Hz이하 주파수에서의 음

압레벨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주파에서 음압레벨의 변동폭

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가진점 위치와 수음점위치 모두 영향을 받

지만 Fig. 6.3과 Fig. 6.7에서처럼 수음점 위치에 따라 중앙 수음점에

서 저차 음향모드의 응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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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FT analysis 

 

(b) 1/3 Octave band analysis,   
Fig. 6.9 Floor impact noise level on 180mm concrete slab thickness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가진점에 따라 음향모드가 발생되는 주파

수에서의 음압레벨이 다르게 나타났다. Fig. 6.10은 고무공으로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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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중앙 P1과 코너 P2를 가진한 경우에 대한 4개 수음점의 수음실 

음압평균 레벨을 나타낸다. 음원실 중앙 P1을 가진한 경우 코너 P2

를 가진한 경우보다 64, 68, 93, 103 Hz의 음압레벨이 증가되어 나타

나고 있으며, 이 음향모드의 형상은 모두 중앙 가진점에서 모드 변

형이 크게 발생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즉 모드 변형이 크게 나타

나는 위치에서의 진동응답이 클 때 음향모드에 의한 바닥충격음 증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특성은 모드응답을 갖는 

모든 선형시스템의 응답 특성과 동일하다. 79 Hz에서의 음압레벨은 

중앙을 가진하는 경우보다 코너 P2를 가진할 때 크게 나타난 주파

수이며, 그 모드 형상은 코너점에서의 모드 변형이 중앙점보다 크

게 나타나는 형태를 갖고 있다.  

 

 

Fig. 6.10 Floor impact noise level at the corner receiving point P2 when 

floor center P1 and corner P2 impacted by rubb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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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수음점 위치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바닥충격음은 음향모드의 형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음점의 위치는 특히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다. 바닥충격음 수음점 위치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4개 모든 수음점의 높이를 1.2m에서 

0.9m로 낮춘 수음점에서 중량충격음(고무공)을 계측한 다음 다시 3

개 코너 수음점의 벽과의 이격 거리를 0.75m에서 0.45m로 좁혀 중

량충격음을 계측하였다. 

Fig. 6.11은 수음점 위치변화에 따른 5개 가진점과 4개 수음점에서의 

중량충격음 FFT 분석결과와1/3 옥타브 분석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며, Table 6.2은 1/1 옥타브 밴드의 바닥충격음을 나타낸 표이다. 

Fig. 6.11-(a)의 100Hz 이하에서 수음점의 높이를 1.2m에서 0.9m로 

낮었을때 64, 74, 93 Hz의 음압레벨이 증가되어 나타났으며, 이 주파

수에 해당되는 음향모드 형상은 중앙 위치에서 음압 변화가 없는 

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수음점의 위치를 보다 벽과 가깝게 이동시

켰을 경우에도 음압레벨 변화가 80-120Hz 에서 크게 발생되고 있으

며 음압레벨이 증가되어 나타났다.  

Fig. 6.11-(b)의 1/3 옥타브 중량충격음 분석결과에서 수음점들의 높

이를 0.9 m로 낮추었을 때 50, 63, 80, 100 Hz의 저주파에서 음압레벨

이 증가하였고 125, 160 Hz 에서는 감소되었다. 수음점들의 높이를 

0.9 m에서 코너 수음점의 벽과 이격 거리를 0.45m로 이동시켰을때 

80, 100, 125, 160 Hz의 음압레벨이 약 5dB 증가되었다.  

Table 6.2에서 수음점높이를 0.3m 낮추었을때 31.5, 63 Hz의 음압레벨

은 증가되었지만 125 Hz에서는 감소되었다. 수음점의 높이와 벽과 

이격 거리를 낮추었을 때 31.5-500 Hz의 모든 중심 주파수에서 음압

레벨은 증가되었다. 단일수치 평가량 (, , )은 규정된 수음점 

위치와 수음점 높이를 0.9m 낮추었을때 1dB가 감소된 53dB를 나타

내었으며, 수음점을 벽과 가깝게 이격 시킨 경우 규정된 수음점에

서의 측정결과보다 1dB 증가하여 55 dB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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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FT 

 

 

(b) 1/3 Octave 

Fig. 6.11 Average floor impact noise level (, ) on 4 microphone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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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 , rubber ball) and 

single number quantity (, ,)  

 0.75×0.75×1.2 m 0.75×0.75×0.9 m 0.75×0.45×0.9 m 

31.5 73.8 74.8 (+1.0) 73.8 (+0.0) 

63 70.0 71.4 (+1.4) 73.5 (+3.5) 

125 71.1 68.6 (–2.5) 71.6 (+0.5) 

250 62.5 63.6 (+1.1) 64.4 (+1.9) 

500 51.1 49.3 (–1.8) 51.3 (+0.2) , , 54 53 55 

 

6.5. 고찰 

바닥충격음 실험동의 바닥충격음과 음향모드와의 관계를 음향모드

에 대한 이론식과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바닥충격

음의 피크응답은 1차모드 진동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에서 모

두 음향모드 고유진동수에서 발생되었으며, 음향모드에 영향을 받

은 피크응답은 음향모드의 형상과 가진점의 위치, 즉 진동모드 형

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충격음은 바닥진동에 의한 직접소음과 반사음이 중첩되는 소음

으로 음향모드에 의한 음의 증폭이 매우 크게 발생된다. 수음점의 

위치가 음향모드 형상에서 변형이 매우 작은 위치라면 음향모드에 

의한 증폭이 발생되지 않고 직접음만 계측될 것이다.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1.2m의 수음점은 수음실의 높이 2.8m의 중앙과 가까

운 위치로 수직방향 1차모드의 형상에서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위

치에 해당된다. Fig. 6.11-(a)에서 수음점 높이 1.2m에 대한 64, 74, 93 

Hz의 음압레벨은 수음점 높이 0.9m에 비해 약 10dB가 낮다. 즉, 수

음점 1.2m에서 계측된 바닥진동에 의한 직접음은 음향모드에 의해 

증폭된 0.9m 높이의 음압레벨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음점 높이가 더 낮아지면 레벨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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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바닥충격음에서 바닥 진동에 의한 직접음과 음향모드에 

의해 증폭되는 음압레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닥충격음 평가를 위

한 수음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량충격음과 같이 저주

파 음압 레벨을 평가하는 경우는 수음실의 음향모드 형태를 고려하

여 선정되어야 한다.  

현행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수음점 위치는 벽과 바닥에서 각각 

0.75, 1.2m를 이격 시킨 위치이고 수음실 중앙점을 포함한다. 이렇게 

고정된 수음점 위치는 특히 정재파의 파장의 길이가 긴 저주파 대

역에서 정재파의 파장 길이에 따라 음압레벨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

다. 즉, 저주파 음향모드에 따라 바닥충격음이 증폭되는 정도가 달

라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고정된 수음점이 정재파의 파형에 해

당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Fig. 6.12에 x, y, z 축방향과 x-y 대각

방향에 대한 1차원 공간상에서 1-4차 정재파 파형과 현행 수음점 

위치를 같이 나타내었다. 모든 정재파는 최대크기에 대해 정규화 

하여 최대크기는 1을 나타낸다. 각 축방향에 해당되는 거리는 실험

된 수음실의 크기와 동일하며, x, y, z 방향에 대한 거리는 각각 5.0, 

4.5, 2.8m이며, x-y 대각 방향에 대한 거리는 6.7m 이다.  

Fig. 6.12-(a)의 x방향 5m거리에 대한 1-4차 standing wave의 코너 수

음점 위치 0.75m에서 크기는 각각 0.89, 0.59, 0.16, 0.31로 나타났다. 

코너 수음점은 각 standing wave의 공간 평균에 해당되는 RMS 크기 

0.7과 비교하여 1차모드 34 Hz에서만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었으며, 

2-4차모드는 이보다 작게 나타났다. x방향에 대한 중앙 수음점위치

인 2.5m에서의 1, 3차모드 정재파 크기는 최소 크기인 0을 나타내었

으며, 2, 4차 모드는 최대 크기인 1을 나타내었다.  

Fig. 6.12-(b)의 y방향 4.5m 거리에 대한 standing wave는 x방향 

standing wave와 동일한 특성으로 나타나 코너 수음점 위치에서 1차

모드 standing wave만 0.87의 크기를 나타내어 RMS 크기 0.7보다 크

게 나타났으며, 2-4차모드에 대해서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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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c)의 z방향 2.8m 높이에 대한 1-4차 모드 standing wave의 

수음점 높이 1.2m에서의 크기는 각각 0.22, 0.9, 0.62, 0.62로 나타났다. 

1차모드 60.7 Hz 에 대해서는 0.22로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2차 모드 standing wave는 0.9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 4차모드는 

동일하게 0.62를 나타내었다. 2차모드 고유진동수인 121 Hz에서 수

음점 높이 1.2m는 가장 큰 값 0.9를 나타내었는데, Fig. 6.11-(b)에서 

수음점의 높이를 0.3m 낮추었을 때 125 Hz의 중심주파수의 음압레

벨이 낮아진 것은 수음점 위치 변화로 해당 정재파의 최대값을 나

타낸 위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Fig. 6.12-(d)의 x-y 대각방향에 대한 standing wave는 1, 2차 모드는 

RMS 크기보다 큰 0.94, 0.76을 나타내었으며, 3, 4차 모드는 RMS 크

기보다 작은 0.5, 0.17로 나타났다. 수음실 중앙위치 2.23m에 대해 1, 

3차 모드는 최소값 0을 나타내었으며, 2, 4차 모드는 최대값 1을 나

타내었다.  

Fig. 6.12-(a), (b)에서 규정된 수음점 위치는 x와 y 축방향 1차 음향

모드에서는 해당 파형의 공간 평균에 해당되는 0.7보다 큰 값을 계

측하지만 중앙 수음점은 최소값인 0을 계측한다.  2차모드 (68, 76 

Hz)는 코너 수음점에서 RMS 값보다 낮은 값을 측정하지만 중앙점

에서는 최대값 1을 계측한다. 3차모드 (102, 113 Hz)는 코너 수음점 

및 중앙 수음점은 최대값 1보다 매우 낮은 0, 0.15 크기로 나타나 

standing wave 크기에 대한 공간 평균값인 RMS값을 대변하지 못하

고 있다. (c)의 z 축방향 1차 모드는 60.7 Hz로 중량충격음 중심주파

수 63 Hz와 가장 근접한 주파수이며, 이 모드는 국내 공동주택의 

층고 약 2.8m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고유진동수가 크게 변하

지 않는다. 하지만 수음점 높이 1.2m에서의 standing wave에 대한 크

기는 0.22로 RMS 크기 0.7보다 매우 작아 높이방향 standing wave의 

공간평균 값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현행 수음점 위치는 저주파 대

역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공간 평균값을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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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간평균값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계측시 수음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음점의 

위치를 정하기도 어렵다.   

음향 모드의 형상을 고려할 때 수음실의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

리 수음점은 모든 음향모드의 최대응답이 발생되는 위치이다. 따라

서 모든 음향모드에 대한 최대값을 계측할 수 있다.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공간 평균값을 계측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개의 

수음점은 수음점의 가장 코너점에서 음압레벨을 계측하고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음압레벨을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수음실의 

공간평균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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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ized acoustic pressure level for 1st to 4th axial acoustic mode in 

direction of Lx 

 

 

(b) Normalized acoustic pressure level for 1st to 4th axial acoustic mode in 

direction of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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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ormalized acoustic pressure level for 1st to 4th axial acoustic mode in 

direction of Lz 

 

 

(d) Normalized acoustic pressure level for the tangential acoustic mode 

Fig. 6.12 Acoustic pressure level normalized by max. acoustic pressure 

level for the 1st to 4th acoustic mode in eac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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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요약 

바닥충격음 실험동에서 계측한 바닥충격음과 음향모드 측정결과와 

음향모드의 형상을 분석한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바닥충격음은 바닥 진동에 의한 소음이지만 바닥 진동에 의한 

직접소음보다는 음향모드에 의해 증폭되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계측된 음압레벨에 대한 피크 주파수는 각 수음점에서 계측된 음

향모드 고유진동수와 일치하였다. 

2) 평면상의 중앙 수음점은 x와 y 방향 1차 음향모드에 대한 음압 

증폭을 계측하지 못하여 코너 수음점 보다 음압레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수직방향 중앙 수음점과 유사한 위치인 수음점 높이 

1.2m는 1차 수직방향 음향모드에 대한 음압 증폭을 계측하지 못

하였다. 

3) 저주파 영역에서 바닥충격음은 정재파의 파형에 따라 음압레벨

변화가 크게 발생되어 수음점의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에 대한 

0.3m 위치 이동만으로도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가 크게 발생된다. 

4) 현행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고정된 수음점 위치는 음향모드 

형상에 따라 음압레벨 크기가 변하는 저주파 바닥충격음을 계측

하기에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주파 바닥충격음의 공간 

평균값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음향모드 음압레벨이 가장 크

게 발생되는 수음실 바닥 가장 모시리 위치에서의 음압레벨을 계

측하고 그 값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간에 대해 보정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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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정점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가진점 및 수음점은 KS F 2810, 2868과 ‘공

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에 의

해 정해진다. 충격원 충격위치와 수음실의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거실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 m, 거리는 벽면 등

으로부터 0.7 m 떨어진지점으로 정하고 있다. [20]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에 있어 4개의 가진점과 4개의 수음점만

으로 바닥충격음이 평가되고 분석되기 때문에 각 측정지점이 어떠

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각 측정지점은 바닥의 진동특성 및 바닥충

격음 특성을 대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바닥충격음 측정지점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경우[21]는 바닥충격음 

영향요인에 대해 뱅머신 충격원의 공기압과 수음점 높이변화 및 측

정횟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공기압 증가에 따라 역A특성 가

중 바닥충격음 레벨이 변화되기 때문에 바닥충격음 측정시 뱅머신

의 규정 공기압 유지가 중요함을 보였다. 수음점의 높이 변화에 따

라 중량충격음은 63, 125 Hz의 저주파 대역에서 음압레벨 변화가 발

생되었지만 경량충격음은 변화가 없었다. 경량충격음 측정시 10개

의 가진점과 4개의 가진점에 대한 바닥충격음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나 경량충격원의 충격햄머의 낙하높이만 정확히 유지되면 측정회

수가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문기[22]는 측정 지점의 위치변화에 따른 중량바닥충격음 변화를 

연구하였다. 수음점의 수음점 위치를 0.25 m 간격으로 수직-수평 방

향으로 분할하여 각 주파수별로 음압레벨을 분석한 결과 특정 주파

수 대역에서 10dB에 가까운 음압레벨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주파 63, 125 Hz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저주파 대역 

실내모드 발생으로 실의 크기가 달라지면 음압레벨이 달라지기 때

문에 단일수치 평가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거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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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대한 벽체의 구속 정도에 따라 거실의 중앙 가진점이 아닌 

거실 중앙 가진점과 인접한 가진점에서 저주파 바닥충격음이 더 크

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박현구 [23]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가진점과 수음점 위치 변화가 

바닥충격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량충격음은 음원의 위

치가 발코니 부분에 위치할 경우 바닥충격음이 증가하였으며, 중량

충격음은 낮아졌다. 수음점 위치에 따라 음압레벨 편차는 중량충격

원보다 경량충격원이 크게 나타났으며, 수음점이 발코니쪽에 위치

할 경우 음압레벨이 크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바닥충격음은 측정위치에 따라 음압레벨이 변

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측정점 위치에 대한 연구가 바닥충격음 측정만으로 

이루어져 바닥충격음의 원인인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의 관계에 대

한 분석이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

구로 가진점, 수진점, 수음점 위치변화에 따른 바닥진동과 바닥충

격음의 주파수 특성에 대해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은 150, 

180, 210, 240 mm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해 진동모드, 가속도 

및 음압 주파수응답함수, 바닥충격음 등을 계측하여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7.1. 실험개요 

실험은 건설기술연구원의 과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험동을 이용

하였다. 이 실험동은 2013년까지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위

한 벽식구조로 건물로 실의 크기는 5.0×4.5×2.8 m로 되어있다. 바

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실험동의 평면도와 측면도를 

Fig. 7.1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슬래브 두께 150, 180, 210, 240mm의 4종류 맨바닥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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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해당되는 음원실 번호는 각각 Test 

room-10, 11, 14, 13 이다. 각각의 슬래브 두께에서 고무공을 충격원으

로한 중량충격음과 측정점에서의 가속도 응답을 계측하였으며, 동

일한 측정위치에서 임펄스 햄머를 이용하여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

측하였다. 그리고 음원실 바닥을 25개 포인트로 구획하고 모달테스

트를 통해 각 슬래브 두께에 대한 바닥 고유진동수와 모달 감쇠비

를 계측하였다.  

Fig. 7.2에 바닥충격음 측정점과 모달테스트를 위한 그리드 포인트

를 나타내었다. (a)는 바닥충격음과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을 위한 

측정점이며, 가진점은 P1-5이고 수음점과 수진점은 P1-4이다. 모달

테스트는 25개 포인트에 대해 임펄스햄머를 이용한 충격가진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이때 가진점은 1-25번이고 수진점은 1, 5, 13, 

25번이다. 

모든 계측 신호는 샘플링 주파수 8192 Hz로 디지털 레코딩(Pulse 

3560C, Brüel & Kjær)한 다음 주파수분석 소프트웨어(Pulse reflex core 

ver. 18, Brüel & Kjær)를 이용하여 1/3 옥타브밴드와 FFT 주파수 분석

하였다. FFT 분석은 트리거를 사용하여 유효한 신호 5개에 대해 선

형 스펙트럼 평균하여 800 Hz까지 1 Hz 단위로 분석하였다. 주파수 

응답함수는 임펄스햄머(PCB 086D20, 2406 mV/N, Max. measurement 

range ±22240 N pk)이용한 충격응답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임펄

스햄머는 Hard Tip을 사용하여 유효 가진 주파수 대역은 약 300 Hz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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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view (2nd floor) 

 

(b) Section view 

Fig. 7.1 Standard test building for measurement of impact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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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ment points for floor impact noise 

 

(b) Measurement points of 25 impact and 2 receive points for vibration 

modal testing 

Fig. 7.2 Structural plan of test room with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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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슬래브 두께에 따른 바닥충격음 및 바닥진동 

바닥충격음은 바닥진동을 소음원으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슬래브

에 대한 동특성은 바닥충격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

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증가되면 바닥구조의 질량과 강성이 증

가되어 바닥 진동응답을 저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바닥구조의 강

성변화는 바닥구조의 고유진동수 등을 변화시켜 바닥충격음의 주파

수 특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과 같은 

바닥충격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값은 실의 크기와 바닥의 구속조건

에 따라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의 크기가 같은 150, 180, 210, 240mm 콘크리트 슬

래브 두께의 실험실에서 바닥진동모드, 가속도주파수 응답함수, 음

압 주파수 응답함수, 그리고 중량충격음(고무공)을 측정하고 분석하

였다. 

 

7.2.1. 진동모드 

Fig. 7.1은 4개 슬래브 두께에 대한 모달테스트에서 측정된 25개 가

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스펙트럼 선형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Table 7.1은 각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에 대한 진동모드 형상, 고유진

동수, 그리고 감쇠비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7.1에서 슬래브 두께에 

따른 모드형상은 4가지 슬래브 두께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150 mm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모드형상만을 나타내었으며, 슬래브 두께

에 따라 동일한 모드형상을 나타내는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비교

하였다.  

Fig. 7.1에서 슬래브 두께가 증가될수록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감소되었으며, 피크주파수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0, 180 mm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와 210, 240 mm에 대해서는 슬래

브 두께 증가에 대한 가속도 응답 크기 감소 및 고유진동수 증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180, 210 mm 슬래브 두께에서는 고유진동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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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증가하지만 응답 크기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7.1에서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동일한 모드형상을 나타내

는 고유진동수는 모드 차수가 증가될수록 고유진동수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나고 있다. 모드 감쇠비는 슬래브두께가 얇고 저차모드 일

수록 작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50mm 콘크래트 슬래브의 감쇠비

는 180-240 mm 에 비해 감쇠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Fig. 7.3의 

그래프에서도 150 mm 슬래브의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형

태로 나타나 감쇠가 작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실에서 계

측된 슬래브 두께에 따른 모드 감쇠비는 주파수 응답함수를 측정하

는 과정에서 Fig. 7.3의 180, 210 mm 슬래브 두께에 대한 1모드 응답

에서처럼 인접 실의 모드 응답이 같이 나타나 여러 개여 고유진동

수가 계측되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Fig. 7.3 Average of 25 acceleration FRF for each slab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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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Floor vibration mode shape, mod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of 150 to 240mm concrete slab thickness 

Vibration mode shape Modal frequency and damping 

 

First mode 
150 mm: 22.7 Hz (1.9%) 
180 mm: 29.7 Hz (2.2%) 
210 mm: 32.2 Hz (3.1%) 

240 mm: 35.67 Hz (1.6%) 

 

 

Second mode 
150 mm: 44.1 Hz (1.8%) 
180 mm: 53.2 Hz (2.1%) 
210 mm: 58.1 Hz (4.2%) 
240 mm: 58.9 Hz (4.3%) 

 

Third mode 
150 mm: 52.0 Hz (2.9%) 
180 mm: 78.3 Hz (4.4%) 
210 mm: 82.5 Hz (4.7%) 
240 mm: 91.8 Hz (3.7%) 

 

Forth mode 
150 mm: 75.5 Hz (2.6%) 

180 mm: 105.7 Hz (2.8%) 
210 mm: 115.8 Hz (3.8%) 
240 mm: 121.0 Hz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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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슬래브 두께별로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Fig. 7.2의 5개 가진위치 

중 중앙점 P1과 코너점 P2의 가진위치에 대한 4개 조건에서의 가

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Fig. 7.4에 나타내었다.  

Fig. 7.4-(a)의 중앙가진-중앙응답에서는 바닥 진동모드의 1차모드 응

답은 명확하게 나타나면서 슬래브 두께 150, 180, 210, 240 mm 각각

에 대해 23, 30, 32, 36 Hz 로 나타났다. 하지만 2, 3차 모드 응답은 슬

래브 중앙에서 계측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만으로 판별이 불가

능하였다. 중앙 가진 조건은 Table 7.1의 2, 3차 모드의 응답이 발생

되지 않는 위치를 가진하기 때문이며, 이 중앙가진 조건에 대한 바

닥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은 가진 조건에 따라 바닥진동응답 특성이 

변하게 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슬래브 두께가 증가될수록 가속도 응답 크기는 감소되는 경향이 있

지만, 1차모드 피크 응답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비율을 

찾기는 어려웠다. 180mm 콘크리트 슬래브의 1차 모드 고유진동수인 

30 Hz 근처에서 3개의 피크 값을 나타내는 현상은 모달테스트 실험

결과와 동일하며, 이는 실험실 특성상 인접 실의 다른 슬래브 두께

에 대한 고유 진동 모드 응답이 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Fig. 7.4-(b)는 음원실의 코너 P2 지점을 가진에 대한 동일한 P2 위

치에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다. 슬래브 두께증가에 

따라 1차모드 뿐만 아니라 2, 3차 고차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증가

를 확인할 수 있다. 코너 가진점에 대해 180, 210mm의 가속도 응답

함수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1차모드 고유진동수는 180, 

210mm 슬래브에 대해 각각 30, 31 Hz로 1 Hz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2차모드는 53, 57 Hz, 3차모드는 72, 82 Hz로 진동모드의 차수가 증가

할수록 고유진동수 차이는 증가되었다. (a)에서 중앙가진-중앙응답 

조건에서 1차모드의 응답이 다른 모드의 응답보다 크게 크게 나타

난 것에 비해 (b)의 코너가진-코너응답은 2, 3차 모드의 가속도 응답

이 1차 모드 응답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100-200 Hz 영역에서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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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중앙을 가진하는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Fig. 7.4-(a), (b)의 슬래브 두께에 따라 중앙점과 코너지점의 동일한

지점을 가진하고 그 위치에서의 응답을 계측한 결과 중앙가진-중앙

응답의 경우 2, 3차 모드의 응답이 계측되지 않았다. 중앙 가진점은 

2, 3차 모드에 대한 모달 노드가 존재하는 부분이 때문이다. Fig. 7.4-

(c)의 중앙가진-코너응답 또는 (d)의 그 반대 조건 에서 가속도 주

파수 응답함수는 2차 진동모드의 응답이 계측되었다.  

Table 7.1에서 음원실의 중앙점은 2차모드 형상에서 크기는 작지만 

응답이 발생되는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모드 

형상에서 중앙점은 진동 응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노달 포인트에 

위치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을 가진하는 경우 2차모드 응답은 

중앙점에서 미세하게 발생되고 2차모드 응답이 상대적으로 큰 코너 

측정점에서는 크게 발생되었다. 3차모드 응답은 중앙점이 3차 진동

모드를 전혀 가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 또는 코너 지점에서 계측

되지 않았다.  

Fig. 7.4-(c)와 (d)는 슬래브 두께별로 중앙가진-코너응답과 코너가진-

중앙응답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가 동일하게 나타나 맨바닥 콘

크리트 슬래브가 시스템적으로 Reciprocal theorem 을 만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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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center P1 – receive center P1 

 

 

(b) Impact corner P2 – receive corner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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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mpact center P1 – receive corner P2 

 

 

(d) Impact corner P2 – receive center P1 

Fig. 7.4 Acceleration FRF of concrete slab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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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슬래브 두께에 따라 바닥충격음 측정점에서 가진점과 수음점의 관

계에 대해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압주파

수 응답함수는 뱅머신 또는 고무공을 충격원으로 하는 바닥충격음

에 비해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바닥을 가진하고 그에 대한 응

답을 계측하기 때문에 바닥충격음에 대해 보다 넓은 주파수대역의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는 시스템적으로 

3.4절에서처럼 주파수 선형특성을 만족하여 주파수 응답함수 1회 

측정만으로 다양한 충격원에 대한 음압 응답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

다.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매질이 공기이기 

때문에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처럼 입력과 출력에 대한 Reciprocal 

theorem의 특성을 활용하여 응답이 발생되는 위치에 힘을 가해 역

으로 시스템 특성을 계측하는 방법이 불가능 하다.  

슬래브 두께별로 Fig. 7.2의 중앙점 P1과 코너점 P2의 가진위치에 

대한 4개 조건에서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Fig. 7.5에 나타내었

다. Fig. 7.5의 FFT 분석된 음압주파수 응답함수는 100 Hz 이상 주파

수에서 음향모드밀도 증가로 슬래브 두께에 대한 주파수 응답함수

의 크기 분별이 어려워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1/3 옥타브 분석결

과를 Fig. 7.6에 나타내었다. 1/3 옥타브 밴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는 시정수 Fast 특성과 max. hold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Fig. 7.5-(a), (b)는 각각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에 따라 가진실의 중

앙점 P1과 코너점 P2을 가진하였을 때 수음실의 가진점 바로 아래 

위치인 중앙점 P1과 코너점 P2에서 계측한 음압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다.  

Fig. 7.5-(a)의 중앙가진-중앙응답 조건에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는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바닥 1차 진동모드가 존재하는 23, 30, 32, 

35 Hz 에서 음압 피크가 나타났으며, 60Hz 이상부터 슬래브 두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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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음향모드가 존재하는 주파수인 68, 77, 103, 135 Hz 등에서 

음압피크가 발생되었다.  

Fig. 7.5-(b)의 코너가진-코너응답의 경우 슬래브 진동모드에 의한 직

접음은 150mm 슬래브에서만 23, 44 Hz에서 계측되고 180-240 mm 슬

래브의 진동모드에 대한 직접음이 계측되지 않았다. 음압 주파수응

답함수의 피크 응답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35, 68, 77, 84, 103, 

135 Hz 등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35 Hz의 피크응답은 중앙 수음점에

서 나타나지 않은 주파수이다.  

Fig. 7.5-(c)의 중앙가진-코너응답조건에서도 슬래브 진동모드에 의한 

직점음은 Fig. 7.5-(b)와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나 코너 수음점에서는 

바닥진동에 의한 직접음은 150 mm 슬래브와 같이 직접음이 크게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면 계측되지 않는다.  

Fig. 7.5-(d)의 코너가진-중앙응답 조건은 Fig. 7.5-(a)와 같이 1, 2차 진

동모드에 대한 직접음은 계측되지만 50 Hz 이상부터는 슬래브 두께

에 관계없이 특정주파수에서 음압 피크가 발생되고 있다. 

 

 

(a) Impact center P1 – receive center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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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mpact corner P2 – receive corner P2 

 

 

(c) Impact center P1 – receive corner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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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mpact corner P2 – receive center P1 

Fig. 7.5 Acoustic pressure FRF of concrete slab thickness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Fig. 7.5에서 명확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Fig. 7.6의 1/3옥타브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1/3 옥타브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저주파 대

역이 고주파 대역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은 1/3 옥타브의 

중심주파수에 대한 대역폭이 저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좁기 때문이

며, 또한 Fig. 7.4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

수 크기는 주파수가 증가할 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중량충격음은 

충격력이 저주파에 집중되는 중량충격원의 충격력 스펙트럼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와는 다른 주파수 특성을 갖

는다.) 

Fig. 7.6의 모든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음압 응답 크기가 감소되고 있으며, (b)의 코너가진-코

너응답 조건에서 가장 명확히 확인된다. 슬래브 두께 차이가 90mm 

로 가장 큰 150, 240mm 슬래의 음압 응답 크기 차이는 명확하게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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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브 두께가 두꺼운 240 mm에서 작게 나타나지만 30mm의 두께차

이의 150, 180mm 슬래브와 210, 240mm 슬래브는 전 주파수 대역에

서 유사한 음압 응답 크기를 보이며, 슬래브 진동응답 특성에 따라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주파수 특성을 달리하였다.  

(a), (c)의 중앙을 가진하는 조건에서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

는 150, 180mm 콘크리트 슬래브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210, 240mm 

콘크리트 슬래브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슬래브 동특성에 따라 진동

응답이 크게 발생되는 주파수에서는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도 음압 

응답이 크게 발생되어 (c)에서 180mm 슬래브는 150mm 슬래브보다 

50, 63, 80,125, 160,200 Hz에서 음압 응답이 크며, 240mm 슬래브는 

210mm 슬래브 보다 80, 125, 250, 315, 400, 500 Hz에서 크게 나타났다. 

(b), (d)의 코너 가진 조건에서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음압응답 

크기 감소는 중앙가진 조건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b)의 코너가진-

코너 응답에서 150mm 슬래브는 전주파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음

압응답을 보였으며, 240mm 슬래브는 63, 125 Hz에서 다른 슬래브보

다 음압 응답이 확연하게 낮게 나타났다. (d)의 코너가진-중앙응답 

조건에서 150mm 슬래브는 125 Hz 대역에서 명확하게 음압 응답 크

게 나타났다. 코너 가진점에서도 슬래브 두께에 따른 진동특성변화

로 두꺼운 슬래브에서도 음압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는 존재

하며 240mm 슬래브는 (b), (d)에서 250, 500 Hz에서 180mm 슬래브 

보다 음압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a), (d)의 중앙 수음점은 (b), (c)의 코너 수음점보다 동일한 가진조건

에서 31.5, 63 Hz의 음압 응답 크기가 125, 250 Hz 보다 낮게 나타났

다. 수음점에 따른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 변화는 음향모드의 

형상과 관계되며, 음향모드의 응답은 중앙에 비해 단부에서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중앙 수음점에서의 응답이 코너 수음점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수음점에 따른 음향 특성은 7.4, 6

절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7.2 슬래브 두께에 따른 바닥충격음 및 바닥진동 

 
168

 

(a) Impact center P1 – receive center P1 

 

 

(b) Impact corner P2 – receive corner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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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mpact center P1 – receive corner P2 

 

 

(d) Impact corner P2 – receive center P1 

Fig. 7.6  1/3 Octave acoustic pressure FRF of concrete slab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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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고무공 중량충격음 

Fig. 7.7은 5개 가진점에 대한 수음실 평균 중량 충격음 레벨(고무공)

을 슬래브 두께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진점에 따

라 1번 가진점에서의 음압레벨은 (b), (c)의 180, 210, 240 mm 슬래브

에서 50Hz 이하의 음압레벨이 코너 가진점 P2-5번에 비해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a)의 150mm 슬래브에서 중앙가진

점에 대한 음압 레벨은 50 Hz에서 2, 3번 가진점이 더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150 mm 슬래브의 P2-5번에 대한 코너 가진점들의 음압

레벨은 180-240 mm 슬래브의 코너 가진점들의 음압레벨보다 더 크

게 발생되었다. 125 Hz 이상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5개의 가진점

에 대한 바닥충격음 레벨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중앙 가진점보다 

P2-P5의 코너 가진점에서의 음압레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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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80 mm 

 

 

(c) 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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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40 mm 

Fig. 7.7 Room average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rubber ball) by 

impact points and concrete slab thickness 

 

Fig. 7.8은 중앙가진점 P1과 코너가진점 P2에 대한 수음실 평균 중

량충격음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7.8-(a)의 중앙점 P1에 대한 

중량충격음 레벨에서 150, 180mm 슬래브의 수음실 평균 음압레벨은 

210, 240mm 슬래브 보다 높게 나타났다.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 

180mm 슬래브는 150mm 슬래브 보다 80, 125, 160, 200, 315 Hz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40mm 슬래브는 210m 슬래브 보다 80, 160, 

250, 315,500, 630 Hz에서 음압레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Fig. 7.8-(b)의 코너 가진점 P2에 대한 음압레벨은 전 주파수 대역에

서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음압레벨이 감소되는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나 150mm 슬래브는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고 240mm 

슬래브는 가장 낮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슬래브 동특성

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서는 두꺼운 슬래브가 얇은 슬래브 보다 음

압레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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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at center P1 

 

 

(b) Impact at corner P2 

Fig. 7.8 Room average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rubber ball) 

when impact center P1 (a) and corner P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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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9과 Table 7.2는 각각 5개 가진점과 4개 수음점에 대한 1/3 옥

타브와 1/1 옥타브 중량충격음 레벨(고무공)을 나타낸 그래프와 표

이다.  

Fig. 7.9에서 150, 180mm 슬래브는 63 Hz 이하에서 150mm 슬래브가 

음압레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바닥충격음 레벨을 나타내었다. 210, 240mm 슬래브는 63 Hz 대역에

서 210mm 슬래브가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지만 125, 250 Hz 에

서는 240mm 슬래브가 높게 나타났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전 

주파수 대역에서 바닥충격음이 저감되었지만 30mm 슬래브 두께차

이의 150, 180mm 슬래브와 210, 240mm 슬래브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비교적 유사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Table 7.2에서 슬래브 두께에 따른 중량충

격음 단일수치 평가량(, ,)은 150, 180, 210, 240mm에 대해 각

각 55, 54, 49, 50 dB를 나타내어 슬래브 두께에 따라 바닥충격음 단

일수치 평가량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mm 두께 증가에 따

라 180→210mm는 효과적으로 6dB 가 감소된 반면, 150→180mm는 

1dB 감소, 210→240mm은 1dB가 증가되는 역효과를 나타내었다. 슬

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31.5, 63 Hz의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은 분

명히 감소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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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9 Floor impact noise level (, ) 
 

Table 7.2 1/1 Octave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and single number quantity 

Freq. (Hz) 150 mm 180 mm 210 mm 240 mm 

31.5 79.6  73.8  73.6  72.9  

63 72.0  70.0  64.3  62.4  

125 71.4  71.1  65.2  67.4  

250 64.2  62.5  57.4  58.8  

500 50.0  51.1  46.9  49.9  , , 55 54 48 50 

 

7.3. 가진점과 수진점의 관계 

바닥충격음에 대한 가진점과 수진점의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

하기 위해 가속도 응답 및 바닥충격음이 가장 크고 명확하게 나타

난 150 mm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해 바닥충격음 계측을 위한 5개 

측정점과 진동모드 분석을 위한 25개 측정점에서의 가속도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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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함수를 분석하였다. 중앙 가진점 P1과 코너가진점 P2는 바닥 

진동응답과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측정점이기 

때문에 P1, 2의 가진점 또는 수진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다.  

모달테스트를 위한 25개 가진점에서 가속도계 설치위치는 Fig. 7.2-

(b)에서 1, 5, 13, 25번이다. 13번 가진점은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중

앙 가진점 P1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1, 5, 25번 가진점은 벽체와 0.83, 

0.75m 떨어진 위치로 코너 가진점 P2, 3, 4번과 유사한 위치이다. 모

달테스트를 위한 25개 가진짐과 4개의 수진점에 대한 가속도 주파

수 응답함수 측정결과는 Reciprocity theorem을 이용하면, 반대로 4개 

가진점에 대한 25개 수진점의 응답으로 환산될 수 있다. 즉 중앙점 

13번과 코너 가진점 1, 5, 25번에 대해 슬래브 전체 25개 지점에서의 

가속도 응답 분포를 확인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중앙 13번과 코

너 1번 가진점에 대한 25개 지점에서의 평균 가속도 응답 주파수 

응답함수와 25개 수진점에서의 응답 크기 분포에 대해 살펴보았다. 

7.3.1. 25개 측정지점 

모달테스트를 통해 계측된 25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모드

형상을 Fig. 7.10에 나타내었다. 25개 가진점에 대한 중앙점 P13과 

코너점 P1의 응답은 Reciprocity theorem을 통해 중앙점과 코너점 가

진에 대한 25개 지점에서의 가속도 응답으로 환산 가능하다. 따라

서 Fig. 7.10은 25개 가진점에 대한 측정결과가 중앙점 P13과 코너

점 P1을 가진한 경우에 대한 25개 측정점에 응답으로 표현되었다.  

(a), (b)에서 가진점에서의 응답은 나머지 24개의 계측점에서의 응답

보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중앙과 코너 가진점

에서의 가속도 응답을 (a)와 (b)에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a)의 중앙점을 가진한 응답은 1차 모드의 응답이 전 주파수영역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b)의 코너점을 가진하는 경우 2차

모드의 응답이 1차모드 응답보다 크게 나타났다.  

진동모드 응답은 (a)에서 중앙을 가진한 경우 (b)의 코너를 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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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같은 진동모드응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가진되는 조건

에 따라 모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되었다. 중앙점

과 코너 가진점에 대해 23, 109, 172 Hz의 모드 응답은 동일하게 나

타나지만 (a)의 중앙을 가진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모드는 63, 89 

Hz에서 나타났으며, (b)의 코너를 가진하는 경우는 중앙가진 조건에

서 나타나지 않는 57, 75, 86 Hz의 진동모드가 나타났다.  

(a)에서 중앙을 가진하는 경우에만 발생된 63, 89 Hz의 진동모드는 

중앙가진점에서 변형이 크게 발생되는 모드형상을 갖고 있으며, (b

의 코너를 가진하는 경우에만 발생된 57, 75, 86 Hz의 진동모드는 코

너 가진점에서 변형이 크고 중앙 가진점에서 변형이 없는 모드형상

을 지니고 있다. 

 

(a) Impact at center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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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mpact at corner P1 

Fig. 7.10 Acceleration FRF measured at 25 measurement points for 

modal test 

Fig. 7.11는 25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선형 평균한 그래프이

며, 진동모드에 대한 피크 주파수 파악이 용이하다. 평균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중앙 P13을 가진한 경우 23 Hz의 1차 모

드응답에서만 코너 가진 조건보다 크게 나타나고 나머지 주파수에

서는 코너 P1가진이 크게 나타났다. 중앙 가진시 200 Hz 이하에서 

진동모드는 6개가 계측되었지만 코너 가진의 경우 이 보다 3개 많

은 9개의 진동모드가 발생되어 코너 가진이 중앙 가진보다 많은 진

동모드 응답을 유발하고 있으며, 응답의 크기 또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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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1 Average acceleration FRF of 25 measured results for center P13 

and corner P1 points 

 

Fig. 7.12는 25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를 25개 측정점에 

대해 3차원 컨투어 플롯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중앙가진점과 코

너 가진점에 대해 비교하였다. 컨투어 플롯의 가로축은 주파수이며 

세로축은 1-25번의 계측지점 그리고 푸른색부터 붉은색의 변화는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붉은색에 가까

울수록 크기가 크다.  

측정지점 5, 10, 15, 20, 25번은 Fig. 7.2-(b)에서 테두리 측정점이며, 모

달 테스트 그리드에 대한 각 행의 끝번호이다.  이 테두리 위치에

서의 응답은 다른 측정점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 테

두리에서의 진동응답이 바닥 내부에서보다 작음을 보여주고 있다.  

(a)의 중앙을 가진하는 경우 40-50 Hz 대역은 1-10번 측정점의 응답

이 15-25번 측정점의 응답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Fig. 7.2-(b)의 그

림에서 출입문이 설치된 방향의 바닥 진동응답이 실 안쪽 응답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15번 측정위치에서 가속도 응답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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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1차모드 고유진동수인 23 Hz와 100 Hz 이상 주파수에서 다른 

측정점에서의 가속도 응답보다 응답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40-80 Hz 에서는 10-15번 측정점에서의 응답이 15-25번 측정점의 응

답보다 낮게 나타나 저주파 대역이고 중앙 가진 조건이라 해서 실

의 중앙면의 응답이 항상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b)의 코너 가진조건에서 20-40 Hz 영역에서 1-10번 측정점의 응답

이 상대적으로 다른 측정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코너 가진

조건에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25개 측정점에서 비교

적 균등한 크기로 나타나 중앙 가진의 경우 10-15번 계측점에서 응

답이 크게 나타난 점과는 달랐다. 

 

(a) Impact center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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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mpact corner P1 

Fig. 7.12 Contour plot of acceleration FRF on frequency and 25 

measurement points 

 

 

Table 7.3은 25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에 대한 평균값에 대해 

1Hz 부터 임으로 설정한 하한 주파수까지의 파워 합 (dB)을 나타낸 

표이다. 70 Hz까지 가속도 파워는 P13의 중앙을 가진할 때 나머지 3

개의 코너 가진점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

는 4개의 측정지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70 Hz 이하의 저주파대

역에서 중앙 가진점에 대한 가속도 파워는 Fig. 7.11에서처럼 중앙점 

가진시 코너 가진보다 1차모드 가속도 응답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

에 다른 가진점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전 주파수대역에서 가속도 파

워는 4개 가진점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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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Over-all value of acceleration FRF for 25 measurement point 

and 1Hz to end frequency, dB/1	m/s2/N 

End frequency P1 P5 P13 P25 

10 88 80 87 79 

20 93 90 99 88 

30 104 104 114 101 

40 108 107 116 105 

50 115 113 118 111 

60 118 117 119 115 

70 120 119 121 118 

80 123 122 122 121 

90 125 125 125 123 

100 127 126 126 125 

200 138 139 137 138 

300 143 143 142 143 

400 146 145 146 145 

500 150 148 148 148 

600 152 151 151 151 

700 155 153 153 154 

800 156 155 155 156 

 

 

7.3.2. 5개 측정지점 

Fig. 7.13은 5개 가진점에 대한 중앙 P1과 코너 P2에서의 가속도 주

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다. (a)의 중앙점 P1에서 계측한 가속도 주

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중앙 P1을 가진한 경우에 대하 가장 응답

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P2-4의 코너 가진점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응답크기를 나타내었다. 코너 가진점인 P2, 3번 가진점은 상대적으

로 P4, 5가진점보다 1, 2차모드 응답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b)의 코너점 P2에서 계측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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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점에서의 응답이 모든 가진점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 1차모드 23 Hz에서의 응답은 중앙을 가진한 경우가 가장 크다. 

(a), (b)에서 각 가진점에서의 가속도 응답이 다른 측정점에서의 가

속도 응답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14은 중앙 P1과 코너 P2를 가진하였을 때 4개 측정점에서의 

가속도응답 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7.14-(a)와 Fig. 7.13-(a) 그

리고 Fig. 7.14-(b)와 Fig. 7.13-(b)는 Reciprocity theorem을 따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그래프에서도 가진점에서의 가속도 주파

수 응답함수가 다른 측정점들 중에서 가장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Fig. 7.15는 5개 가진점에 대한 4개 수진점에서의 평균 가속도 주파

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4개 수진점에 대한 평균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중앙 P1을 가진하는 경우 1차모드 주파수에서

만 큰 게 나타나고 40-200 Hz 에서는 4개 코너 가진점보다 낮은 응

답을 보이고 있다. P2-5의 4개 코너 가진조건에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 2차모드 응

답에 대해서만 P2, 3을 가진 응답이 P3, 4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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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ive at P1 

 

 

(b) Receive at P2 

Fig. 7.13 Acceleration FRF measured at center P1 and corner P2 for 

each 5 impa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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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at P1 

 

 

(b) Impact at P2 

Fig. 7.14 Acceleration FRF measured at 4 receive points when impact 

center P1 and corner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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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5 Average acceleration FRF of 4 receive points for each 5 impact 

points 

 

7.4. 가진점과 수음점의 관계 

150mm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5개 가진점에 대한 중앙 수음점 P1과

코너 수음점 P2에서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Fig. 7.16에 나타내

었으며,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 분석을 위해 1/3 옥타브 분석결과

도 같이 나타내었다. 

Fig. 7.16-(a)의 중앙 수음점 P1에서 계측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는

100 Hz 이하 저주파에서 중앙 P1 가진점이 다른 가진점보다 음압응

답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1차 진동모드에 의한 23 Hz에서의 직

접음은 음향 모드에 의해 증폭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슬래브 진동모드에 의한 직접소음은 23, 44 Hz에서 확인되었지

만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68, 77, 103 Hz 등의 음향모드에 의한 피크 

음압으로 인해 계측되지 않았다. 4개의 코너가진점에 대한 음압주파

수 응답함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7.16-(b)의 코너 수음점에 대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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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에 대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중앙점을 가진할 때 

23, 35, 44, 67 Hz 에서 모든 가진점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39, 52, 79, 84 Hz 에서는 코너 가진점이 중앙 가진점보다 높

게 나타나 저주파 대역의 음압 응답 크기는 중앙 가진점과 코너 가

진점이 동등한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너 수음점에서도 

중앙점을 가진할 경우 23 Hz의 1차 진동모드에 대한 직접음이 전 

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차 진동 모드에 의한 

44 Hz의 직접음도 획인되었다. 코너 수음점은 중앙 수음점에서 계

측되지 않는 35, 39, 52 Hz의 음향 모드에 의한 피크 응답이 발생되

어 저주파 대역의 음압레벨이 증가되었다. 

Fig. 7.16-(c)의 중앙 수음점에 대한 1/3 옥타브 음압 주파수 응답함

수 크기는 중앙 가진점이 다른 가진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2-4의 

코너 가진점은 비교적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었다. 80, 100 Hz에서 2

번 가진점은 중앙 가진점보다 음압 응답 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a)에서 77, 103 Hz에서 P2 가진저에 대한 음압레벨이 다른 가진점보

다 크게 나타난 현성과 동일하다.  

Fig. 7.16-(d)의 코너 수음점에 대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는 

가진점마다 각 중심주파수에서 음압 응답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4

개의 코너 가진점 중에서 출입문 쪽의 P2, 3 가진점과 실 안쪽의 

P4, 5 가진점은 63 Hz 이하에서는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지 

만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4개 가진점 모두 다른 주파수 특성으로 

나타났다. 중앙 가진점은 31.5Hz를 제외하고 50-250 Hz 영역에서 음

압 응답이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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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eive at center P1 

 

 

(b) Receive a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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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ceive P1 

 

 

(d) Receive P2 

Fig. 7.16 Acoustic pressure FRF of one receive point with 5 impa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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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7은 중앙 P1과 코너 P2를 가진하였을 때 P1-4의 4개 수음점

에서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와 (b)에서 코너점 P2, 3, 4에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는 각 가진

점에 대해 비교적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코너 수음

점과 중앙 수음점은 100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전혀 다른 주파

수 특성을 보였다. 슬래브 1차 진동모드에 대한 23 Hz의 직접음은 

중앙점과 코너점 가진시 4개 모든 수음점에서 유사한 크기로 나타

나고 있지만 2차 진동모드인 44 Hz의 직접음은 코너 수음점이 중앙

수음점보다 크게 나타나 음향모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의 중앙점을 가진한 경우의 1/3 옥타브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3개 코너 수음점은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수음점은 50 Hz 이하에서 가장 작고 63-250 Hz에서 가장 큰 값

을 나타내었다. 250 Hz 이상에서는 4개 수음점이 모두 유사한 크기

로 나타났다. 

(d)의 코너점을 가진한 경우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는 50 Hz 

이하에서는 중앙 수음점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중앙 가진조건과 

동일하지만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중앙수음점이 100, 160 Hz에서만 

크고 나머지 주파수에서는 다른 코너수음점과 유사한 크기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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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at P1 

 

 

(b) Impact a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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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mpact at P1 

 

(d) Impact at P2 

Fig. 7.17 Acoustic pressure FRF of 4 receive points with 1 impac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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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8은 5개 가진점에 대한 4개 수음점의 평균 음압주파수 응답

함수이며, 바닥충격음의 수음실 평균 음압 바닥충격음 레벨과 동일

한 개념이다. FFT 분석과 1/3 옥타브 분석결과를 각각 (a)와 (b)에 

나타내었다.  

(a)에서 수음점 평균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는 5개 가진점 중에서 

중앙 가진점의 경우 23, 35, 68 Hz에서 가장 큰 응답을 보였으며, 4개 

코너 가진점은 39, 52, 77, 84 Hz 의 음향모드 주파수에서 중앙 가진

점보다 큰 응답을 나타내었다.  특히 39, 52, 77 Hz의 응답은 중앙가

진에서는 발생되지 않거나 응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주파수이다. 각 가진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진동모드가 달라지면 그

에 따른 음향모드 존재 유무도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1/3 옥타브 평균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50 Hz 이하 주파수에

서 1, 2, 3번 가진점의 응답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 3번 가

진점에서 40, 50 Hz의 응답이 크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코너 가진 조

건에서만 나타나는 (a)의 39, 52 Hz의 음향모드에 대한 응답 때문이

다. 63 Hz에서는 중앙을 가진하였을 때 가장 응답이 크게 발생되었

으며, (a)의 중앙 가진시 68 Hz의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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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FT 

 

 

(b) 1/3 Octave 

Fig. 7.18 Average acoustic pressure FRF of 4 receive points for 5 impa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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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바닥 진동과 바닥충격음  

150mm 콘크리트 슬래브를 대상으로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충격원의 주파수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임펄스햄

머를 사용하여 가속도 응답과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측하였으

며,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는 모달분석을 위한 25개 측정점의 평

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는 4개 수음점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중앙 가진점과 코너 가진점에 대한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의 발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Fig. 7.19에 중앙 가진점 P1과 코너가진점 P2

에 대한 평균 가속도 주파수응답함수와 평균 음압주파수 응답함수

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7.19-(a)는 주파수 응답함수에 대한 

FFT 분석결과 이며 (b)는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 비교를 위해 

1/3 옥타브 분석된 결과이다. 

Fig. 7.19-(a)의 바닥 가속도 응답은 중앙 가진점에 대해 23, 66 Hz에

서 코너 가진점보다 높은 가속도 응답을 나타내었고 코너 가진점은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중앙 가진점보다 큰 가속도 응답 크기를 나타

내었다. 바닥 가속도 응답은 중앙 가진점과 코너 가진점에 대해 모

드응답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중앙 가진시 발생된 66 Hz의 응답은 

코너 가진의 경우 나타나지 않은 응답이며, 52, 57, 75 Hz의 응답은 

중앙 가진시 미약하게 나타나는 가속도 응답이었다. 

평균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평균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의 주파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앙 가진점에서 가속도 응

답함수의 크기가 코너점보다 큰 주파수 대역은 음압 주파수 응답함

수도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중앙 가진시 가속도 응답이 높게 나타

난 피크 주파수인 23, 66 Hz에 대해 음압 주파수 응답 함수는 각각 

23 Hz와 68 Hz에서 코너가진점 보다 높은 피크 응답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음압주파수 응답함수의 23 Hz 피크 응답은 가속도 피크 응

답과 동일한 주파수인 1차 바닥진동모드 응답이며, 68 Hz는 음향모

드의 영향을 받는 피크응답으로 66 Hz의 가속도 응답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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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이다. 즉 음향모드에 의한 음압 증폭도 바닥 진동응답이 크

게 발생되는 주파수에서는 더 큰 증폭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중

앙 가진점보다 코너 가진점에서 가속도 응답이 크게 나타난 44, 42, 

57, 75, 87 Hz에 대해서는 음압 응답이 39, 44, 52, 77, 84 Hz에서 코너 

가진점보다 크게 나타났다.  

 

Fig. 7.19에서 피크 응답을 나타낸 44, 52, 57, 66, 75 Hz의 모드형상을 

중앙 가진과 코너 가진에 대해 비교하여 Table 7.4에 나타내었다. 중

앙과 코너 가진에 대해 피크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난 44 Hz의 모드 

형상은 동일하지만 피크응답 주파수가 다른 경우는 Table 7.4에서 

모드 형상도 다른 특성을 보였다. 중앙 가진점에서만 응답이 나타

난 66 Hz의 모드 형상은 비교적 실 중앙의 변형이 크게 나타나는 

형태였으며, 코너 가진점에서만 응답을 나타낸 52, 52, 57, 75 Hz의 모

드형상은 실 단부 및 모서리에서 변형이 크게 나타나는 형상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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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FT 

 

 

(b) 1/3 Octave 

Fig. 7.19 Acceleration and acoustic pressure FRF for center and corner 

impa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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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Vibration mode shapes at peak response frequency 

Frequency 
(Hz) 

Impact P1 
(acc. at center P1) 

Impact P2 
(acc. at corner P2) 

44 

  

52 

  

57 

  

6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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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0은 4개 측정지점 P1-4에 대해 고무공으로 중앙 P1과 코너 

P2를 가진한 경우에 대한 4개 측정지점 P1-4에서의 평균 가속도 레

벨과 음압 레벨를 나타낸 스펙트럼이다. FFT 분석결과를 (a)에 나타

내었으며, 중량충격음 1/3 옥타브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한 최

대 가속도 및 최대 음압 레벨을 (b)에 나타내었다. 

Fig. 7.20-(a)의 가속도 레벨 그래프에서 Fig. 7.19-(a)의 중앙 가진점에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계측된 66 Hz의 응답은 계측되지 않았

으며, 그 이유는 70 Hz에서 고무공의 충격력은 Fig. 3.7과 같이 감소

되기 때문이다. 중앙 가진점과 코너가진점에 대한 4개 측정지점에

서의 평균 가속도 레벨 스펙트럼의 피크주파수와 가속도 레벨 크기 

변화 등이 Fig. 7.19-(a)의 25개 지점에 대한 평균 가속도 주파수 응

답함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음압레벨도 가속도 레벨과 동일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음압레벨의 피크 주파수와 가진점에 따른 음압레벨 크기 

변화는 Fig. 7.19-(a)의 음압주파수응답함수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단, 가속도 레벨(고무공)에서는 계측되지 않았고 중앙 가진점이 코

너가진점보다 작게 나타난 Fig. 7.19-(a)에서 중앙 가진점이 코너 가

진점보다 66 Hz의 에서 가속도 응답이 큰 특성은 음압레벨에서는 

나타나 68 Hz에서 중앙가진점이 코너가진점보다 높은 레벨로 나타

났다.  

Fig. 7.20-(b)의 1/3옥타브 가속도레벨과 음압레벨은 중앙 가진점과 

코너가진점에 대해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다. 각 가진점에 

대해 평균 가속도 레벨이 크게 나타난 주파수에서는 평균 음압레벨

도 크게 발생되었다. 단, 40Hz와 63 Hz에서는 가속도레벨이 코너가

진점이 중앙가진점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최종 음압레벨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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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FT 

 

 

(b) 1/3 Octave 

Fig. 7.20 Average floor vibration and acoustic pressure level by rubb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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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고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150, 180,210, 240mm 에 대해 진동모드, 가속

도 및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와 중량충격음(고무공)을 계측하고 가

진점, 수진점, 수음점 위치에 따른 진동 및 음압 발생 특성을 분석

하였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전 주파수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두께 증가에 따라 100 Hz 이하 저주

파 바닥충격음 레벨은 모두 감소되었지만 바닥 고유진동수 증가에 

따라 특정주파수에서는 바닥두께 증가로 바닥충격음 레벨이 증가하

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 210mm 슬래브보다 240mm 

슬래브는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이 2dB 증가되어 나타났다.  

가진점 위치에 따라 바닥 진동모드 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에 따른 바닥충격음도 변화되었다. 중앙 가진점은 슬래브 1

차모드 고유진동수 주파수 대역 바닥충격음을 크게 하였으며, 코너 

가진점은 2차모드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중앙 가진점보다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을 크게 발생시켰다. 가진점 위치에 따라 4개 수진점 

과 25개 수진점에서 계측된 평균 가속도 응답의 주파수 특성은 4개 

수음점에서 계측한 평균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과 유사하였다. 하

지만 4개 수진점 위치에서 계측된 평균 가속도 응답은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과 다른 주파수가 존재하였다. 

Fig. 7.7의 5개 가진점에 대한 수음실 평균 중량충격음 레벨은 150-

240mm 슬래브 모두에서 P2, 3번 가진점은 P4, 5번 가진점보다 음압

레벨이 높게 나타났다. P2-5번 가진점은 모두 음원실의 구석을 가진

하는 조건이지만 Table 7.1의 모드 형상에서 P2, 3의 가진위치에 대

응되는 모달테스트 측정위치인 1, 5번에서의 변위가 P4, 5번에 대응

되는 21, 25번 변위보다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차모드 진동응답이 P2, 3번에서 크게 발생되며, 이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도 증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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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의 평면도에서 P2, 3번 측정점은 음원실과 수음실 출입을 위

한 폭 4m의 출입문이 있으며 복도도 같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

에 P2, 3번 측정점의 바닥구속 정도는 P 4,5번보다 약하고 응답이 발

생되는 범위도 복도까지 포함되면서 넓어져 P2, 3번 가진점에 대한 

저주파 대역에서의 진동응답이 크게 발생되게 된 것이다.  

슬래브 구속조건에 따른 코너 가진점에 대한 저주파 진동응답 정도

는 발코니 확장 또는 비확장 평면, 거실과 주방 사이에 경계벽 유

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Fig. 7.10-(b)의 코너 가진점에 대한 진동응답은 중앙 가진조건보다

44 Hz의 2차 진동모드의 응답 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57, 75 Hz 진

동모드 응답은 중앙 가진조건에서 발생되지 않은 진동모드 응답이

었다. 반대로 중앙 가진조건에서는 코너가진보다 1차모드 진동응답

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63, 89 Hz에서의 실 중앙에서 변형이 크게 

나타나는 응답은 코너 가진조건에서 나타나지 않은 응답이었다.  

이러한 가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진동모드 크기와 형상 

변화는 수음실 음향모드에 의한 바닥충격음 증폭 정도를 달리하여 

최종 바닥충격음의 레벨 크기를 변화시켰다. Fig. 7.19-(a)의 평균 가

속도와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한 그래프에서 코너점에서 39, 

57, 77 Hz에서 음압응답은 중앙 가진점보다 크게 나타났고, 68Hz에서

의 음압 응답은 중앙가진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음압 주파수 응답

함수의 모든 피크 주파수는 음향모드 고유진동수와 일치하지만 그 

주파수에서의 응답 크기는 최종적으로 바닥 진동응답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바닥 충격음 측정 기준에 따라 수음실 4개소 이상위치에서 측정되

는 음압은 바닥 전체면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의 관계파악을 위해서는 바닥 전체면에 대한 진동응답 

크기 분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7.19-(a)의 25개 가속

도 주파수응답함수를 평균한 결과에서 중앙점 가진시 코너점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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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44, 66 Hz에서 가속도 응답이 나타났다. 하지만 고무공의 중앙

점과 코너 가진조건에 대한 4개 수진점에서의 가속도 응답을 평균

한 Fig. 7.20-(a)에서는 중앙점이 코너가진점 보다 작게 나타났고 66 

Hz의 진동응답은 계측되지 않았다. 중량 충격음은 1/3 옥타브밴드 

40, 63 Hz에서 중앙점 가진시 코너점보다 크게나 25개 측정지점에 

대한 평균 가속도 응답과 동일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4개 

수진점 평균만으로는 전체 바닥의 진동응답크기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음점은 바닥충격음 측정 기준을 만족하는 4

개 수음점 위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음실 전체 공간의 음장 분

포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6장의 결론처럼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4

개의 고정된 수음점은 저주파 대역의 공간평균 음압레벨을 대변하

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위치에 따른 진동모드와 음향모드의 영향까

지 고려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치해석적인 방법 또는 보다 

정밀한 소음측정분석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거주자는 공동주택 생활간 특정위치에 국한되어 생활하지 않기 때

문에 가진점 및 수음점의 위치는 항상 변화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거주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생활속에서 발생되는 바닥 

가진 행위는 벽에서 0.75m 지점의 코너 점보다는 거실의 중앙 또

는 거실과 주방이 만나는 복도 등에서 발생된다. 이 경우 바닥 진

동응답은 보다 주파수가 낮고 바닥 전체면에서 중앙점의 변형이 크

게 발생되는 모드 응답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1차 진동모드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에너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음향모드에 관계없이 수

음실 전체 공간에서 높은 음압레벨로 계측된다.  

하지만 바닥충격음 측정기준에서는 중앙점 1개 지점과 코너점 3개 

지점 이상에 대한 수음실 평균 음압레벨을 산술평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 가진점은 모서리 가진점에 비해 가중치가 낮다. 

이러한 측정 분석방법은 저차모드 바닥충격음보다 125 Hz 이상의 

고차모드 진동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크게 평가할 수 있다. 바닥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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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음이 거주자 생활간 발생되는 소음이고 이 바닥충격음은 거주자 

생활 패턴을 반영하였을 때 저차 진동모드에 의한 저주파 바닥충격

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현행기준은 실 안쪽의 

가진점의 개수를 증가시켜 저차모드 진동에 의한 바닥충격음의 가

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7.7. 요약 

다양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갖는 바닥충격음 실험동에서 측정

점 위치에 따라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 발생 특성에 대해 분석하

였다. 6장의 음향모드에 의한 바닥충격음 발생 특성도 수음점위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6장과 7장의 결과 분석 및 논의를 

통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바닥진동 모드 형상 및 고유진동수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에 따른 음압 응답은 음향모드가 존재하

는 주파수에서만 피크응답을 나타내었다.  

2)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바닥 고유진동수는 증가되고 진동응답

의 크기는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저주파 대역의 진동응답은 대체적 감소되었지만 일부 100 Hz 이상

에서는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증가되면서 특정주

파수에서 공진에 의한 응답 증폭이 발생되어 얇은 슬래브보다 두꺼

운 슬래브가 음압레벨이 높게 나타나는 주파수도 존재한다. 

3) 가진점 위치에 따라 바닥진동응답에 참여하는 진동모드 형상 및 

크기도 다르게 나타났다. 각 진동모드 형상에 따라 진동모드의 변

형이 크게 발생되는 부분을 가진할 때 그에 따른 진동모드 응답도 

크게 발생되었다. 중앙을 가진하는 조건에서는 중앙지점의 변형이 

크게 나타나는 모드응답이 나타났으며, 코너를 가진하는 경우 코너

에서 변형이 크게 발생되는 모드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전 주파수 

대역에서 코너 가진조건은 중앙 가진조건보다 슬래브 진동응답에 

참여하는 모드 개수가 많으며, 2차모드 이상에서는 공간 평균적으로 

코너가진점의 가속도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2차모드 이상에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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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지점의 변형이 크게 발생되는 모드는 중앙 가진점에서의 응답이 

코너가진점보다 크게 나타났다. 

4) 바닥충격음은 바닥진동모드와 실내 음향모드에 의해 두번의 증

폭을 갖게 된다. 진동모드는 진동모드 변형이 큰 위치를 가진할 때 

응답이 크게 발생되는 것처럼 음향모드에 의한 증폭도 음향모드 변

형이 크게 발생되는 위치에서 진동응답이 크게 나타날 경우 응답이 

크게 발생된다. 음향모드에 의한 증폭 정도는 바닥 전체 면의 평균 

진동응답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닥충격음의 근본 소음원인 바

닥진동 저감없이는 바닥충격음 저감이 어렵다. 

5) 이론적으로 음향모드와 진동모드가 겹치지 않도록 하여 바닥충

격음 저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콘크리트 구조

체는 재료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상하 세대간의 바닥진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뜬바닥 구조 시공시 변화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동특성 예측도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 또한 음향모드는 국내 공동

주택의 평면형태가 육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 크기 변화만으

로 제어 가능한 음향모드 고유진동수 폭이 크지 않다. 이러한 면을 

고려 했을 때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공통 결론은 콘크리트 슬래

브의 진동저감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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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장구조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완충구조, 실의 크기, 충격원 종류 등 많은 요소가 있으며, 공동주

택 실내 마감에 필수적으로 시공되는 천장구조 또한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천장 개선을 통해 바닥충격음을 저감시키는 연구로 이성호[25] 는 

방진달대, 공기층 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공기층의 두께 감소는 

공기층 공진주파수를 증가시켜 바닥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

키며, 실험된 결과 일반 천장구조는 63 Hz 의 바닥충격음을 증폭시

켰다. 이 연구에서는 방진달대에 의한 바닥충격음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천장 공기층의 탄성계수가 바닥충격음을 증폭시

키는 원인으로 나타나 천장설치시 공기층의 탄성효과와 방진고무의 

감쇠 계수 조절을 통해 바닥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보였다. 

정환욱[26] 은 천장깊이, 석고보드 두께, 그리고 천장 흡차음재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잔향실험실에서 평가하였다. 흡음재를 천장

틀이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붙인 경우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변화는 없었으며, 중 고주파 대역(500-5000Hz)에서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가 있었다. 천장틀과 흡음재를 같이 시공한 경우 80-200Hz는 

바닥충격음 증폭이 발생되었고 200Hz 이상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흡음재 두께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효과는 

크지 않았다. 천장깊이가 0.04m에서 0.14m 로 증가되었을 때 0.04m

바닥구조는 80-200Hz에서 바닥충격음 증폭이 있었던 반면 0.14m 

천장구조는 바닥충격음이 저감되어 천장공기층 깊이가 증가되면서 

바닥충격음이 저감되어 나타났다.  

김경우는[27] 천장에 설치되는 흡음재, 천장 방진달대, 벽체 단열재 

시공방법, 그리고 천장 공기층 두께에 따른 바닥충격음 변화를 바

닥충격음 실험동에서 평가하였다. 벽면에 설치된 Mineral wool 단열

재와 Gypsum board 마감을 통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은 12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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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이 저감되었으며, 63 Hz는 저감효과가 

미비하였다. 천장의 공기층을 70, 190, 300mm에 대해  증가시킬 수

록 경량충격음의 125, 250 Hz의 바닥충격음이 저감되었으며, 수치평

가량으로 190, 300mm 천장구조는 70mm 에 비해 2dB가 저감되었다. 

중량충격음은 70mm 천장구조에 비해 190, 300mm는 63Hz 바닥충격

음이 각각 6.2, 3.6 dB증폭되고 125 Hz는 3.9, 4.6 dB 저감되었다. 흡음

재를 사용한 천장구조는 125, 250 Hz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이 약 

5-9dB 저감되었지만, 중량충격음의 63 Hz 에서는 대해서는 약 5dB 

증폭되었다. 방진달대는 측정주파수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효과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장이 없는 구조에 대한 측정결과가 

없어 천장구조 설치 유무에 따른 바닥충격음 결과 비교가 어려웠다. 

기노갑[28] 은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스프링쿨러설비 설치로 인해 

증대되는 천장 공기층 깊이에 따른 거실과 안방에서 바닥충격음 변

화를 연구하였다. 스프링쿨러 설비가 없는 공기층 30mm 조건 세대

는 설비가 있는 공기층 200mm의 천장구조 조건 세대에 비해 

500Hz 이상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게 나타났다.  500 Hz 미만에

서는 거실과 안방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다르게 나타나, 안방은 

스프링쿨러 설치 세대가 바닥충격음이 낮게 나온 반면 거실은 100-

200 Hz에서만 스프링쿨러 설치 새대가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높았다. 스프링 쿨러 및 천장구조 설치 유무에 

따라 동일한 세대에서 측정되어 비교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해한 신뢰성은 낮다. 천장구조 흡음재 사용으로 바닥충격

음 저감효과는 있었으나  

김경호[29]와 연준오[30] 는 뜬바닥 구조에서 200mm 공기층을 갖는 

나무틀 천장구조 설치 유무와 이 천장구조를 10mm 지름크기로 타

공하였을 때의 바닥충격음 변화를 분석하였다. 천장구조가 없는 조

건 대비 200mm의 나무틀 천장구조는 중량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

량을 6dB 증가시키고 경량충격음은 3dB 저감되었다. 천장 석고보

드를 타공한 경우 공기층의 스프링 작용을 방지하여 타공이 없는 

조건 대비 타공한 경우 중량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은 5dB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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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천장이 없는 조건과 천장 타공 석고보드의 개구율을 변화시

키면서 중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개구율이 낮으면 중량충격음 단

일 수치 평가량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바닥충격음의 주

파수 특성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타공에 따른 바닥충격음 

변화 원인분석이 부족하며, 공기층의 스프링 작용 등에 대한 근거

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천장구조를 개발하고 천장구조 개

선을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을 기대하는 실험적인 연구로 천장구조

가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나무틀 천장구조에서 달대가 빠진 천장구조를 

개발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이 천장구조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과 달대를 

통해 전달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이 천장구조를 가진시켜 발

생되는 바닥충격음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천장구조가 없는 조

건과 실제 공동주택의 방에 설치되는 일반 천장구조, 그리고 달대

가 없는 천장구조에 대해 콘크리트 슬래브와 천장의 가속도 응답과 

경량 및 중량 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을 비교하였다.  

8.1. 실험 개요 

Fig. 8.1은 천장구조 유무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실험한 공동주택 거

실과 방의 구조평면도이며, P1-5의 가진점 및 수음점을 같이 나타내

었다. 공동주택은 내력벽 구조시스템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콘크리트 벽 두께 약 200mm로 되어있다. 표준바닥구조는 마감모르

타르 40mm+경량기포모르타르 40mm+EPS완충재 30mm(동탄성계수 

20MN/m3)+콘크리트슬래브 210mm로 되어있다. 수음실 바닥, 벽, 천

장 등은 벽지 등이 시공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또는 석고보드 표

면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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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Structural plan of apartment building tested 

 

바닥충격음은 뱅머신, 고무공, 태핑머신의 3가지 표준충격원을 대

상으로 공인시험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였다. 바닥충격음과 실 

중앙 P3에서의 바닥가속도, 그리고 천장가속도는 동시에 계측되었

으며, 5120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레코딩(ONOSOKKI CF-3600)하고 

Matlab (Math works)과 DS-2000 (ONOSOKK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FT 및 옥타브밴드 패스필터 주파수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일반 천장구조는 실제 분양된 천장구조로 나무틀(각

재 30 mm)과 일반 석고보드 9.5 mm로 되어 있으며 달대와 장선의 

간격은 각각 900, 450 mm이다.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는 스팬 3.3m의 작은방에 설치하였다.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의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Fig. 8.2에 무달대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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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시공장면을 나타내었다. 

1) 방 테두리에 천장틀 지지대 시공 (30 mm 각재, 공기층 200 mm) 

2) 지지대 위에 무달대 천장보 시공(30 mm 각재와 12 mm 합판 조

합, 120×3,300 mm) 

3) 장선시공(30 mm 각재, 450 mm 간격) 

4) 일반 석고보드 마감 1겹 또는 2겹(9.5 mm 일반석고보드) 

Table 8.1은 실험된 천장구조에 대한 설명이며, 달대가 없는 천장구

조는 Ceiling 1(석고보드 1겹)과 Ceiling2(석고보드2겹) 이며, 실제 공

동주택의 최종 마감에 사용된 달대가 있는 일반 천장구조(Normal 

Ceiling)를 가장 마지막으로 시공하여 실험하였다. 

천장구조구조들에 대한 바닥충격음 실험은 동일한 실에서 순차적으

로 Table 8.1의 천장구조 종류에 따라 시공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실

험하였다. 

 

Table 8.1 Ceiling types 

Ceiling type Description 

Ceiling 1 No hanger and 9.5mm gypsum board 1 layer 
Ceiling 2 No hanger and 9.5mm gypsum board 2 layer 

Normal Ceiling 
With wood hanger spacing 0.9m and 

9.5mm gypsum board 1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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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iling 1 (no hanger ceiling with gypsum board 1 layer) 

 

(a) Ceiling 2 (no hanger ceiling with gypsum board 2 layers) 

Fig. 8.2 Construction of no hanger ceiling1 (a) and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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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시공단계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 

8.2.1. 거실 

Fig. 8.3은 거실에서 5개 가진점과 5개 수음점의 1/3 옥타브 밴드 바

닥충격음 레벨을 나타낸 그림이다. 맨바닥→뜬바닥→일반천장구조

→완공 총 4단계의 시공단계에 따른 바닥충격음을 동일한 실에서 

계측하였다. 충격원으로 중량충격음은 뱅머신, 경량충격음은 태핑

머신을 사용하였다. (b)의 경량충격원에 대한 바닥충격음 레벨은 

수음실의 등가 흡음력에 대해 보정하지 않은 바닥충격음 레벨 이
다.  

Fig. 8.3의 거실에서 시공단계에 따른 바닥충격음 변화는 중량충격

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80 Hz 이하에서 맨바닥 구조가 가장 낮으며, 

그 이상 조건에서는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뜬바닥 구조 시공 후 중량충격음은 80 Hz 이하 주파수에서 증폭되

었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저감되었다. 경량충격음은 125 Hz 이

상 주파수에서 모두 저감되었다.  

천장구조 시공 후 중량충격음은 100 Hz 이하에서 바닥충격음 레벨

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저감되었다. 경량충

격음은 125 Hz 이하에서 뱅머신 보다 크게 음압레벨이 증가하였으

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저감되었다. 

완공시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은 전 주파수대역에서 음압레벨이

감소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은 50-250 Hz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효과적으로 저감되었으나 경량충격음은 이 주파

수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저감효과가 미비하였다. 경량충격음은 주

파수가 증가할수록 바닥충격음 레벨이 크게 저감되는 경향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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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ng machine 

 

 

(b) Tapping machine 

Fig. 8.3 Floor impact noise level of liv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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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 Table 8.3은 각각 시공단계에 따른 1/1 옥타브 중량충격음 

레벨과 경량충격음레벨(규준화)이며, 단일 수치 평가량도 같이 비교

하였다.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이 낮은 조건은 천장이 없는 맨바닥 조

건이었다. 단일수치 평가량이 가장 큰 조건은 뜬바닥구조와 천장구

조가 시공된 조건이며, 천장구조가 시공되면서 63, 125 Hz에서의 음

압 레벨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경량충격음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주파수 대역이 125 Hz 부터

이기 때문에 시공단계에 따라 경량충격음이 전 주파수대역에서 저

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바닥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이 가장 낮은 조

건은 완공조건으로 나타났다. 천장구조 설치 후 중량충격음이 

125Hz 에서 증가되었는데 경량충격음도 동일한 경향으로 125 Hz의 

음압레벨이 증가되었다.  

완공조건에서 경량충격음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음압레벨이 저감

되는 것은 온돌마루 사용에 의한 고주파 대역의 충격력 저감 때문

이다. 5.2.2절에서 경량충격음은 바닥마감재의 충격력 변화 특성에 

의해 경량충격음이 저감되었으며, 기노갑[11]과 송국곤[10] 의 연구

에서도 목질계의 바닥마감재는 맨바닥 콘크리트 조건에 비해 경량

충격음의 고주파 대역 음압레벨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

조건은 벽지와 같은 실내마감이 모두 시공된 조건이지만 가구나 커

튼 같은 흡음 재질의 마감이 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내 흡음

력은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 조건에 비해 낮아 Fig. 8.6와 같이 잔향

시간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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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bang machine,, ) 
for construction level, living room 

Freq. (Hz) Bare concrete Floating floor Normal ceiling Completion 

31.5 82.2 85.0 85.1 85.1 

63 77.5 82.1 83.8 80.9 

125 66.1 59.9 63.7 62.6 

250 55.3 50.4 49.0 46.3 

500 44.7 40.7 36.6 38.9 , , 50 52 53 50 

 

Table 8.3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 and single number 

quantity of construction level, living room 

Freq. (Hz) Bare concrete Floating floor Normal ceiling Completion 

31.5 58.4 59.5 64.5 63 

63 60.9 61.5 65.7 64.8 

125 67.6 61.4 63.1 63.1 

250 67.1 60.9 59 57.3 

500 66.5 60.7 57.8 55.3 

1000 67.2 59.6 56.4 53.9 

2000 66.5 55.6 52.3 47.8 ′, 69 58 56 53 ′, 67 58 5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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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Reverberation time in living room 

 

8.2.2. 방 

Fig. 8.5의 작은 방에서의 시공단계에 따른 바닥충격음 변화는 거실

의 바닥충격음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이 100Hz 이하에서 가장 낮은 

음압레벨을 보였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가장 높은 읍압레벨을 

나타내었다. 뜬바닥 구조 시공 후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은 증

가되고 고주파 대역 바닥충격음은 저감되었다. 일반 천장구조 시공

후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은 증가하였지만 고주파 대역은 감소

되었다. 완공 후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

주파 대역 바닥충격음은 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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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ng machine 

 

 

(b) Tapping machine 

Fig. 8.5 Floor impact noise level of smal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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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4, Table 8.5은 각각 1/1 옥타브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레

벨을 나타낸 표이며, 단일수치 평가량을 같이 나타내었다.  

뱅머신에 대한 중량충격음은 완공 조건이 가장 높은 단일 수치 평

가량을 나타내었으며, 63 Hz의 음압레벨 증가가 그 원인으로 작용되

었다. 거실의 경우 완공조건에서 63 Hz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2.9dB 

증가된것에 비해 작은 방에서는 1dB가 증가되었다. 

천장구조 시공 후 63 Hz의 중량충격음은 4.9dB가 증가되었으며, 125 

Hz는 1.4dB가 저감되었다. 거실에서는 천장구조 시공 후 63, 125 Hz

의 중량충격음은 각각 1.7, 3.8dB 증가되어 나타났다. 천장구조 시공 

후 중량충격음의 63 Hz 소음은 작은방이 거실보다 증폭되는 폭이 

훨씬 크게 발생되었다. 그 원인은 작은 방의 고유진동수가 거실보

다 높기 때문이다. 작은방의 중량충격원 가진에 대한 콘크리트 슬

래브와 천장구조의 최대 진동응답은 거실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발

생되며, 이 주파수의 구조기인 소음은 63 Hz의 중량충격음 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63 Hz의 중량충격음 증폭이 작은방에서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경량충격음은 시공단계에 따라 완공 조건이 가장 낮은 단일수치 평

가량을 나타내었다. 작은 방의 잔향시간도 거실과 동일하게 완공조

건이 완공 이전 조건보다 500Hz 전∙후 대역에서 길게 나타나고 있

으며(Fig. 8.4), 완공조건에서 경량충격음 레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온돌마루 바닥마감재에 의한 충격력 저감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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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4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bang machine,, ) 
and single number quantity of construction level, small room 

Freq. (Hz) Bare concrete Floating floor Normal ceiling Completion 

31.5 72.6 79.1 77.3 76.4 

63 81.0 81.7 86.6 87.6 

125 65.7 66.2 64.8 62.6 

250 58.8 54.0 55.4 47.7 

500 48.7 44.1 47.5 41.3 , , 52 52 56 57 

 

Table 8.5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 and single number 

quantity of construction level, small room 

Freq. (Hz) Bare concrete Floating floor Normal ceiling Completion 

31.5 52.1 57.7 57.2 58.1 

63 61.9 64.6 67.2 70.7 

125 67.8 63.1 60.8 62.2 

250 70.7 60.2 59.3 57.2 

500 70.2 62.2 61.4 58.3 

1000 69.2 60.5 56.4 53.9 

2000 67.6 56.2 52.2 48.6 ′, 69 58 53 50 ′, 68 59 5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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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6 Reverberation time in small room 

 

8.3. 거실에서 일반 천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천장구조 시공에 따른 바닥충격음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천장구조 시공 전과 후의 뱅머신, 고무공, 태핑머신에 대한 

바닥충격음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3D 바닥충격음 등고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5개 가진점과 5개 수음점에서의 바닥충격음 변화를 파악

하였다. 그리고 바닥충격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되는 가진점-수

음점 조건에 대해 콘크리트 슬래브와 천장판의 가속도 응답을 비교

하여 천장구조 진동에 의한 구조기인 소음 영향을 검토하였다. 

Fig. 8.7은 거실의 5개 가진점과 5개 수음점에 대한 평균 바닥충격

음 레벨이며, 뱅머신, 고무공, 태핑머신 충격원에 대해 천장구조 시

공단계에 따라 천장구조 시공 이전 뜬바닥구조, 천장구조 시공, 그

리고 완공 조건에서 바닥충격음을 같이 비교하였다.  

Fig. 8.7-(a) 의 뱅머신에 대한 중량충격음은 천장구조 시공 후 63, 80, 

100 Hz의 음압레벨이 다소 증가되었지만 완공조건에서 이 주파수에

서의 음압레벨은 효과적으로 저감되어 맨바닥 구조보다 음압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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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완공시 125, 250 Hz 대역에서의 음압레벨도 

저감되었다. Table 8.6의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에서 천장구조 

시공후 1dB 증가하였지만 완공조건에서는 3dB 저감되어 맨바닥 조

건보다 단일수치 평가량이 낮게 나타났다. 

(b)의 임팩트볼 가진에 대해서 천장구조 시공 후 100 Hz 이하 바닥

충격음은 뱅머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완공조건에서 증가된 

바닥충격음 레벨은 저감되지 않았다. 천장구조 시공과 완공조건에

서 저주파 음압레벨 증가현상은 (c)의 태핑머신 가진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뱅머신은 3.4절에서 타이어 공기압에 따

라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

며, 또한 뜬바닥 구조에서 저주파대역에서 입력 충격력과 출력 음

압레벨에 대한 주파수 영역에서 선형성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뱅

머신, 고무공, 태핑머신은 바닥충격음 변화에 대한 주파수 트겅이 

유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의 완공조건에 대한 뱅머신의 바닥

충격음 레벨은 뱅머신 실험장비 이상에 따른 현장 실험의 오류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충격음 분석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b), (c)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실에 시공된 천장구조는 100 

Hz 이하의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실내 마감이 모두 시공된 조건에서도 천장구조 시공으로 인

해 증가된 저주파 바닥충격음 레벨은 저감되지 못하였다. 고무공 

중량충격음은 천장구조 시공 후 저주파 대역 음압레벨 증가로 단일

수치 평가량이 2dB 증가되었으며, 완공 조건에서도 증가된 바닥충

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은 저감되지 못하였다. 

반면 Table 8.7, Table 8.8, Table 8.9에서 250 Hz 이상의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은 모두 천장구조 시공 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량

충격음은 단일 수치 평가량이 2dB 저감되고 완공 조건에서 바닥마

감재 시공으로 2dB가 다시 저감되었다.  

250Hz 이상에서 천장구조 시공시 바닥충격음이 저감되는 것은 바

닥에 더해지는 천장구조 질량 및 변형에 의한 전체 바닥구조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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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력 증가이며, 콘크리트 진동에 의해 방사되는 음파가 천장구조를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투과손실 때문이다.  

일반 천장구조는 주파수 대역별로 저주파 대역에서는 콘크리트 슬

래브의 진동이 천장구조로 전달되면서 천장구조를 공진시켜 바닥충

격음이 증폭되었으며, 높은 주파수에서는 천장구조의 변형을 통해 

음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화시켜 천장구조를 통해 투과되는 음압 

레벨을 저감시킬 수 있었다. 높은 주파수에서의 바닥충격음은 기존 

연구에서처럼 천장 속 흡음재 및 천장마감재의 두께 증가 등을 통

해 추가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지만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와 경제성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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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ubber ball 

 

 

(c) Tapping machine 

Fig. 8.7 Floor impact noise level of liv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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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6.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Bang machine 

Freq. (Hz) No ceiling Ceiling Completion 

31.5 85.0 85.1 85.1 

63 82.1 83.8 80.9 

125 59.9 63.7 62.6 

250 50.4 49.0 46.3 

500 40.7 36.6 38.9 

Li,Fmax,AW 52  53  50  

 

Table 8.7.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Rubber ball 

Freq. (Hz) No ceiling Ceiling Completion 

31.5 75.2 76.7 77.5 

63 69.5 73.9 72.8 

125 59.9 63.6 63.6 

250 53.7 51.9 50.6 

500 41.7 39.3 38.0 

Li,Fmax,AW 45 47 47 

 

 

Table 8.8. Floor impact noise level (), Tapping machine 

Freq. (Hz) No ceiling Ceiling Completion 

31.5 59.5 64.5 63 

63 61.5 65.7 64.8 

125 61.4 63.1 63.1 

250 60.9 59 57.3 

500 60.7 57.8 55.3 

1000 59.6 56.4 53.9 

2000 55.6 52.3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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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9. Normalized floor impact noise level ( ), Tapping machine 

Freq. (Hz) No ceiling Ceiling Completion 

125 60.3 63.1 63.5 

250 61.2 59.9 57.5 

500 60.8 57.9 54.8 

1000 59.8 56.6 53.2 

2000 56.3 52.9 47.7 ,  58 56 53 ,  58 55 52 

 

Fig. 8.8은 시공단계에 따른 5개 가진점과 5개 수음점에 대한 25개

음압레벨을 3차원 등고선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이다. 세로축은 가

진점-수음점을 나타내며, 가로축은 1/3 옥타브 중심주파를 의미한다. 

20-80dB의 음압레벨 구간을 Rainbow color contour로 나타내었다.  

Fig. 8.8-(a)는 천장이 없는 뜬바닥 조건에 대한 그래프이며, 저주파

에서의 음압레벨은 3번 중앙 수음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b)의 천장구조 시공 후 등고선 그래프의 붉은색이 (a) 보다 진해지

면서 저주파 음압레벨이 더욱 증가되는 것이 파악되며, 80, 100 Hz 

주파수에서 2-4, 4-4, 4-5 에서 음압레벨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추

가로 형성되었다.  

Fig. 8.9는 천장 시공 조건에서 고무공의 P3, P4 가진에 대한 거실 

중앙 P3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천장의 가속도응답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100 Hz 전·후의 천장 중앙에서의 가속도응답은 거실 중앙

을 가진하는 경우보다 4번을 가진하는 경우에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천장구조 가속도응답은 4번 가진점 또는 4번 수음

점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증가되는 원인이다. 이 그래프에서 천장

의 가속도 레벨은 300 Hz 이하 주파수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천장구조의 진동응답 증가는 Table 8.7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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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공 후 63, 125 Hz에서 바닥충격음을 증가시키고 250 Hz은 감소

시킨다.  

약 300 Hz 주파수에서의 천장구조의 진동 레벨 증가는 50-200 Hz에

서 진동레벨이 증가되는 것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 주파수에서 천

장의 진동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진동이 달대와 공기를 통해 전

달되면서 발생되며, 공기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은 음파가 천

장구조물을 투과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음파의 투과 손실을 증

가시켜 최종 수음점에서의 바닥충격음은 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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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 8.8 Contour plot of floor impact noise level for impact and receive 

points: (a) Floating floor, (b) Floating floor with ceiling 3 type, and (c) 

completion (Rubb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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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P3 (center) – receive P3   

                  

 

(b) Impact P4 – receive P3 

Fig. 8.9 Acceleration response of concrete slab (blue solid line) and ceiling 

(red dashed line) at living room center P3 for rubber ball imp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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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방에서 무달대 천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나무틀 또는 경량철골 천장틀에 대한 바닥충격음은 기존 연구와 본 

연구결과,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천장구조의 저주파 바닥충격음 증폭 원인 분석

을 위해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를 개발하였으며, 진동이 절연된 천

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음 성능을 분석하였다. 달대 시공 유·무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을 비교하여 천장구조 시공에 따른 저주파 증

폭이 달대 통해 연결된 콘크리트 슬래브와 천장구조의 진동응답 증

폭현상에 기인함을 보였다. 

8.4.1. 가속도 및 음압 스펙트럼 

Fig. 8.10은 천장이 시공되지 않은 표준바닥구조의 콘크리트 슬래브

의 천장 석고보드의 가속도 주파수 스렉트럼 (FFT 분석)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FT 분석은 트리거 기능을 이용하여 1s의 유요 신호만 

추출하여 1Hz 간격으로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시간이력을 같이 나타내었다. 바닥의 다양한 진동모드에 의한 응답

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실의 코너점인 P1 (Fig. 8.1 참조)을 고무공으

로 가진 하였으며, 가속도 응답은 저주파 대역에서 최대 응답이 발

생되는 실의 중앙점 P3에서 계측하였다. 

Fig. 8.10에서 천장이 없는 뜬바닥 구조의 최대 가속도 응답은 41 Hz

에서 80dB로 나타났다. 이 주파수에서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  

Ceiling1과 Ceiling2의 동일 위치에서 천장판의 가속도레벨은 각각 

Fig. 8.10-(a)에서 89dB, (b)에서 90dB를 나타내었다. 일반 천장구조의 

천장판의 가속도레벨은 (c)에서 107dB로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에 

비해 약 17dB 이상 크게 나타났다.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의 가속도 레벨에 비해 일반 천장구조는 Fig. 

8.10-(c)에서처럼 110 Hz 이하에서 크게 증폭되었으며, 110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저감되었다. 



8.4 방에서 무달대 천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230

  

(a) Ceiling 1 

 

(b) Ceiling 2 

 

(c) Normal ceiling 

Fig. 8.10 Acceleration level of concrete slab (blue solid line) and ceilings 

(red dashed line) (impact and receiving poin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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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1는 저주파 대역에서 음압레벨이 크게 발생되는 수음실 코너

수음점 P1 (Fig. 8.1 참조)에서의 음압 레벨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

낸 그래프이며, 가진점은 동일한 P1이다. 

바닥충격음은 천장이 없는 조건에서 40, 50Hz에서 최대 값이 나타

났으며, 이 주파수는 각각 수음실의 Axial acoustic mode (0,1[4.0m],0), 

(1[3.3m],0,1)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한다. 

Fig. 8.11-(a), (b)에서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 설치 전과 후의 100 Hz 

이하 주파수에서 음압레벨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음압에 

대한 시간이력 그래프에서도 음압이 증가되는 현상이 파악되지 않

는다. 100 Hz 이상 주파수에서 음압레벨은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 설

치 후 다소 감소되었다. 

Fig. 8.11-(c)에서 일반천장구조 시공 후 50~70 Hz 대역에서의 음압레

벨이 약 10dB 증폭되었으며, 음압 파형을 통해서도 음압이 증가되

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00 Hz 이상에는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에 

비해 음압레벨이 효과적으로 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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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iling 1 

 

(b) Ceiling 2 

 

(c) Normal ceiling 

Fig. 8.11 Floor impact noise level with/without ceiling (impact and 

receiving poin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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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바닥충격음 레벨 

뱅머신, 고무공, 그리고 태핑머신에 대한 5개의 가진점과 5개 수음

점의 1/3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  or  )을 Fig. 8.13에 나타

내었다.  

Fig. 8.13-(a), (b)에서 뱅머신과 고무공에 대한 중량충격음은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 설치 후 100 Hz 이하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125 Hz 이상에서는 각 중심주파수에서 약 

5dB 저감되었다.  

반면 일반천장구조 시공 후 고무공과 뱅머신의 중량충격음은 50, 63, 

80 Hz에서 음압레벨이 증가되었다.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뱅머

신에 대해 저감이 없었으며, 고무공은 각 중심주파수에서 약 10dB 

저감효과가 있었다. 

일반천장구조로 완공된 작은 방의 뱅머신과 고무공에 대한 중량충

격음은 100 Hz 이하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변화가 미비하여 일반

천장구조 시공 후 증폭된 바닥충격음 레벨과 유사하였으며, 125Hz 

이상에서는 바닥충격음 레벨이 감소되어 모든 실험 조건에서 가장 

낮은 바닥충격음 레벨을 나타내었다. 

Fig. 8.13-(c)의 태핑머신에 대한 경량충격음은 100 Hz 미만 주파수에

서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 Ceiling 1, 2는 천장구조가 없는 조건과 유

사한 바닥충격음 레벨을 나타내었지만, 일반천장구조 및 완공 조건

에서는 바닥충격음이 증가되었다.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 모든 천

장구조는 음압레벨을 저감시켰으며,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 보다 일

반 천장구조의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완공 조건

에서 경량충격음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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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ng-machine 

 

(b) Rubber-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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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apping-machine 

Fig. 8.12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or Li) 

 

Table 8.10-13은 각각 뱅머신, 고무공, 태핑머신에 대한 1/1옥타브 바

닥 충격음 레벨과 단일수치 평가량을 나타낸 표이며, Table 8.13는 

경량충격음의 규준화 바닥충격음을 나타낸 표이다. 

Table 8.10에서 뱅머신에 대한 중량충격음은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

에서 ceiling 1은 63Hz에서 약 2dB 증가되었고 ceiling2는 31.5 Hz에

서 약 4dB 증가되었다. 천장구조의 석고보드가 1겹에서 2겹으로 증

가되면서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이 증폭되었으며, 천장

구조의 질량증가에 따라 천장구조의 고유진동수가 감소되어 2겹의 

천장구조는 31.5 Hz 대역에서 공진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일반 천

장구조는 63 Hz에서 약 5dB 증가되었다. 모든 천장구조는 천장구조 

공진에 의한 바닥충격음이 증폭된 주파수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이 저감되었으며, 이 주파수에서는 완공조건이 가장 낮

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은 달대가 

없는 천장 설치 후 의 변화가 없었지만 일반천장구조 시공 후 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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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  

Table 8.11에서 고무공에 대한 중량충격음의 저주파 대역 증폭 현상

은 뱅머신과 동일하게 나타나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 Ceiling1은 63 

Hz에서 Ceiling2는 31.5Hz에서 증폭되었다. 일반 천장구조는 63 Hz

에서 약 5dB의 음압레벨이 증가되 가장 크게 증폭되었으며, 완공 

후에는 추가적으로 2dB가 더 증가되었다. 고무공에 대한 중량충격

음 단일수치 평가량은 천장이 없는 조건에 비해 달대가 없는 천장

구조 설치 후 Ceiling1은 2dB, Ceiling2는 3dB 저감되었으며, 일반천

장구조는 2dB 저감되었다. 천장구조 설치 후 저주파 중량충격음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수치 평가량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Fig. 8.12-(b)에서처럼 고무공에 대한 중량충격음은 63 Hz와 125 Hz의 

음압레벨 차이가 뱅머신보다 크지 않아 역A특성곡선에 의한 단일

수치 평가량 계산시 125Hz의 음압레벨의 가중치가 높아지기 때문

이며, 거실과 달리 방에 시공된 천장구조는 125 Hz 이상부터 중량

충격음 저감성능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Table5의 태핑머신에 대한 규준화 바닥충격음 단일평가수치량은 모

든 천장구조가 저감되어 나타나 천장구조 없는 조건대비 두 가지 

무달대 천장구조는 4dB 저감, 일반천장구조는 5dB 저감되었다. 경

량충격음 단일수칠평가량은 완공조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천장이 없는 조건 대비 7dB가 저감되었다. 

  

Table 8.10.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Bang machine 

Freq. (Hz) No ceiling Ceiling 1 Ceiling 2 Ceiling Completion 

31.5 79.1 78.2 82.8 77.3 76.4 

63 81.7 83.4 81.9 86.6 87.6 

125 66.2 65.1 64.9 64.8 62.6 

250 54.0 50.0 49.2 55.4 47.7 

500 44.1 42.5 41.0 47.5 41.3 

Li,Fmax,AW 52 53 52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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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1. Floor impact noise level (Li,Fmax), Rubber ball 

Freq. (Hz) No ceiling Ceiling 1 Ceiling 2 Ceiling Completion 

31.5 71.0  70.7  73.6 69.6  69.8  

63 72.0  75.1  72.6 76.9  79.4  

125 65.0  62.1  61.9 60.6  59.5  

250 57.9  52.0  51.6 52.2  47.9  

500 46.3  43.9  43.4 44.1  40.2  

Li,Fmax,AW 49  47  46 47  49  

 

Table 8.12. Floor impact noise level (Li), Tapping machine 

Freq. (Hz) No ceiling Ceiling 1 Ceiling 2 Ceiling Completion 

31.5 53.6 54.8 57.7 57.2 58.1 

63 65.8 65.9 64.6 67.2 70.7 

125 66.2 62.8 63.1 60.8 62.2 

250 66.2 61.1 60.2 59.3 57.2 

500 66 62.7 62.2 61.4 58.3 

1000 64.5 61.2 60.5 56.4 53.9 

2000 60.2 56.8 56.2 52.2 48.6 

 

 

Table 8.13. Normalized floor impact noise level (L’n), Tapping machine 

Freq. (Hz) No ceiling Ceiling 1 Ceiling 2 Ceiling Completion 

125 63.7  60.7  60.9 58.7  59.2  

250 64.7  61.1  60.3 56.8  53.4  

500 64.8  62.0  61.5 58.7  54.3  

1000 63.5  60.8  60.1 54.1  50.4  

2000 59.8  56.4  55.8 50.3  46.5  

L’n,W 62 59 58 53 50 

L’n,AW 62 59 59 5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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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3은 작은방에서 실험된 천장구조의 5개 가진점과 5개 수음

점과 고무공 중량충격음의 음압레벨 스펙트럼을 3차원 등고선 그래

프로 나타낸 그림이다. Fig. 8.13-(a), (b)에서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는 

중앙점 가진- 중앙점 수음 조건(y축의 3-3) 음압레벨이 증가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의 공진이 중앙 가진

조건에서 민감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천장구조 및 완공조건에서는 저주파 음압레벨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어 붉은색 컨투어 색이 더욱 진해졌다. 그리고 1번 가진점 

(y축의 1-1, 1-2, 1-3, 1-4, 1-5) 에서 약 40 Hz의 음압 레벨 증가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되어 1번 가진점 부위의 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중

량충격음에 취약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No ceiling                    (b) Ceiling 1 

 

(c) Ceiling 2                  (d) Normal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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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mpletion 

Fig. 8.13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in room 

 

8.5. 고찰 

천장구조와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응답을 비교한 Fig. 8.10에서 

천장구조의 가속도 응답은 Fig. 8.11의 수음실의 음압응답과 상관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대가 없는 천장틀의 석고보드의 가속

도 응답은 콘크리트의 진동이 달대를 통해 직접 천장구조로 전달되

지 않기 때문에 일반 천장구조보다 낮았다.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라도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은 공기 매질을 

통해 무달대 천장구조로 전달되었으며, 이때 천장구조의 가속도 응

답은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다소 증가된 형태로 나타났다. 달대가 

없는 천장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 스펙트럼은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이 공

기매질을 통해 천장구조로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무달대 천장구조는 바닥 가진시 천장판이 상하로 진동하면서 소음

을 흡음 하여 바닥충격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

만 100 Hz 이하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효과가 발생되지 않았고 오

히려 공기매질을 통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 전달이 천장의 진동

응답을 크게 발생시켜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은 다소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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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장의 석고보드를 두 겹 사용하여 질량을 증가시킨다 해도 천

장구조를 통한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 차단효과는 기대하기 어

려웠다. 100 Hz 이상에서는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

단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달대가 시공되는 일반 천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응답이 

천장틀에 전달되면서 110 Hz 이하 주파수에서 천장틀의 진동응답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천장틀의 진동응답 증폭현상은 달대가 없

는 천장구조에서는 발생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충격음 저감 정

도는 천장속 공기층의 깊이 영향보다는 천장 달대의 구조적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달대의 길이가 증가되거

나 달대와 천장틀 또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연결되는 부위의 연결 

정도에 따라 천장틀의 진동응답 특성이 변하게 되고, 이러한 천장

틀의 진동응답 특성이 최종 적으로 바닥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8.6. 요약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일반천장구조의 바닥충격음은 콘크리트 슬래

브의 진동이 달대를 통해 천장구조로 전달되면서 증폭을 일으킨다.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 증폭은 완충재 시공 후에도 발생되는 현

상으로 본 연구에서 거실은 완충재 시공 후 뱅머신에 대한 중량충

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이 2dB 증가하였으며, 천장구조 시공 후 1dB

가 추가로 증가되었다. 작은방에서는 완충재 시공 후 단일수치평가

량 변화가 없었지만 천장구조 시공 후 4dB 증가되어 나타났다. 

무달대 천장구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이 천장틀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서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 증폭현상을 

저감시킬 수 있었으나 저주파 소음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렇듯 공동주택에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나무틀 또는 경량철골 천

장구조는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을 크게 변화시키는 영향요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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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주파 대역의 중량충격음은 천장구조의 공진응답 증가로 대

부분 증폭시킨다. 천장구조의 공진응답 증가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이 달대를 통해 천장구조로 전달되면서 발생되며, 200Hz 이하

에서 공진응답이 크게 발생되어 바닥충격음을 증폭시켰다.  

200Hz 이상 주파수에서도 천장구조의 진동응답은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크게 발생되었지만 이 주파수에서의 천장구조 진동응답은 천

장구조를 투과하는 음파의 음압레벨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한 천장구조의 질량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작용되면서 바닥구조의 

질량감쇠력을 증가시켜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

을 근본적으로 줄여준다. 본 연구에서 일반천장구조는 거실의 경우 

옥타브 중심주파수 250Hz 이상에서 바닥충격음은 천장구조 없는 

조건 대비 저감되어 나타났으며, 작은방은 125 Hz 이상부터 저감되

었다. 

경량충격음은 이러한 천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특성을 반영

하여 본 연구에서 실험된 모든 천장구조에 대해 125 Hz 이상 주파

수에서 음압레벨을 저감시켜 경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을 낮추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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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완충재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마감몰탈(온돌)사이에 완

충재를 삽입하여 마감몰탈의 진동이 콘크리트 하부로 전달되지 못

하도록 고안된 바닥구조시스템이다.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완충재의 재질은 대표적으로 발포폴리스틸렌

(Expandable Polystyrene, EPS),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Ethylene Vinyl 

Acetate, EVA),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PE), 발포폴리프로필렌

(Expanded Polypropylene, EPP) 이 사용되고 있으며, 토지주택연구원

[31] 의 연구결과 인정바닥구조의 완충재는 EPS 재질이 46%로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정진연[1] 의 연구에서 국내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

를 통 해 인정을 취득된 2012년 이전의 246개 인정바닥구조를 대상

으로 인정등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경량충격음은 1등급 인정구조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중량충격음은 4등급 인정구조가 43%로 가장 

많았다. 중량충격음 1등급 바닥구조는 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인정

서 상에 표기된 인정등급과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경량충격음은 

2-3등급 (최대 10dB) 성능이 악화되었으며, 중량충격음도 2-3등급

(최대 7dB) 악화되어 나타났다.  

인정등급이 실험실 결과와 공동주택 현장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은 바닥충격음 인정을 위한 실험동이 실제 공동주택과 다르

기 때문이며, 2014년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은 실제 공동주택

과 유사한 구조에서 인정시험을 받도록 변경되다. 기존 5.1×4.5m의 

크기의 수음실을 갖는 표준 실험실은 공동주택 평면과 유사한 구조

로 변경되었으며, 공동주택 시공현장에서 인정받는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는 밀도, 동탄성

계수, 손실계수, 흡수량, 가열 후 치수안정성, 잔류변형량 등에 대

해 Table 9.1과 같은 품질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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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1 Material properties regulations of floating floor resilient 

material and those of related KS 

Item Regulation Standard 

Density  KS M ISO 845 
Dynamic stiffness 40MN/m3 KS F 2868 
Loss factor 0.1-0.3 KS F 2868 
Water absorption 4%v/v KS M ISO 4898 
Dimension stability 
after heating 

20% deviation of 
dynamic stiffness 
before heating and loss 
factor range from 0.1 to 
0.3 

KS M ISO 4898 

Compressibility 2mm for less than 
30mm specimens, and 
3mm for others 

KS F 2873 

 

김경우[32] 의 연구에서 완충재의 재질에 따라 400일간의 잔류변형

을 실험하였으며, 완충재의 크기와 형상은 잔류변형에 큰 영향요소

로 작용하였다. 완충재 하부에 요철이 있는 경우 잔류변형이 크게 

나타나 요철이 있는 형태로 제작되는 EVA 재질이 잔류변형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요철이 있는 완충재는 시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잔류변형이 크게 감소되어 나타나 잔류변형 실험시 0.3×0.3m의 시

편으로 시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탄성계수가 낮은 완충재일 

수록 잔류변형이 크게 발생되었다. 

박종영[33] 은 완충재 동탄성계수에 사용되는 하중판을 이용하여 

재하시간에 따른 완충재 동탄성계수 변화를 90분 동안 관찰하였으

며, 재하시간이 길어질수록 동탄성계수의 변화율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초기 동탄성이 37MN/m3인 EPS 완충재의 경우 재하 

시간에 따른 완충재 동탄성계수 증가로 인해 90분 후의 완충재 동

탄성계수는 41.3MN/ m3으로 나타나 법적 기준인 40MN/ m3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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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다. 초기 동탄성계수와 재하시간에 따른 동탄성계수 변

화율은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기 동탄성계수 3-5MN/ 

m3인 EVA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변화율은 90분뒤 약 25%의 증가율

을 나타내어 EPS (15%), EPP(13%), PE(10%) 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

타내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김흥식[34] 은 재하시간에 따른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변화를 24시간동안 관찰하였다. 재하시간이 증가할수록 동탄성

계수는 증가하였으며, 재하 초기 1시간 이전에 가장 큰 변화를 나

타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었다. 폴리에틸렌 PE와 폴리에스

터계의 완충재보다는 EPS나 EVA의 완충재가 재하시간에 따른 동

탄성계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 상부에는 경량기포콘크리

트, 마감몰탈 등에 의한 약 100kg/m2의 고정하중이 작용되고 있으

며, 기존 연구에서 이와 같은 고정하중의 작용시간에 따라 완충재

의 동적 물성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재의 동적물성은 바닥구조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변화시켜 바닥

충격음의 주파수특성을 다르게 한다. 

임정빈[35] 의 연구에서 적층되는 완충재의 전체 동탄성계수는 각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를 직렬연결 식으로 식 (15)을 통해 계산이 가

능하다. 완충재의 적층 순서를 변경하여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나 

중량충격음 주파수 특성은 유사하였으며, 유사한 동탄성을 갖는 완

충재 또는 적층완충재는 유사한 중량충격음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

었다.  

 '
' ' '
1 2 3

1
1/ s 1 / s 1 / sss =

+ +
  (15) 

경량충격음은 완충재 동탄성계수에 따른 경량충격음 저감레벨에 대

한 축소모형 실험 또는 마감몰탈판을 이용한 간이 실험을 통해 완

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경량충격음 저감성능이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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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6-39] 경량충격음의 충격원으로 사용되는 태핑머신은 충격력의 

크기가 350N, 충격력 지연시간이 4ms인 임펄스 충격력 특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바닥구조를 높은 주파수대역까지 가진시켜 높은 주

파수대역의 바닥충격 소음을 발생시킨다.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 

시공되는 완충재는 태핑머신에 의해 가진된 마감몰탈의 진동에너지

를 흡수하여 콘크리트 슬래브로 전달되는 진동전달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진동 전달률은 기존 연구에서처럼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가 높은 소프트한 완충재를 사용할수록 낮아져 경량충격음이 저감

된다.  

하지만 중량충격음은 200Hz 이하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 레벨

이 중량충격음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와 

중량충격음은 큰 상관성을 갖지 않는다.  

김경우[37, 40]의 연구는 바닥충격음 실험동에서 마감몰탈 판을 이

용하여 동탄성계수 0.34–63MN/m3까지 다양한 완충재에 대해 중량

충격음을 계측하고 바닥충격음 레벨과 단일수치평가량을 분석하였

다. 1/3 옥타브 밴드 중량충격음 측정결과에서 63Hz 이상 주파수에

서는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감소할수록 바닥충격음 레벨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Hz 이하에서는 바닥충격음이 증폭되는 현

상이 발견되었다.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은 완충재의 동탄성계

수가 낮을수록 감소하였다. 이 연구에서 8MN/m3 이하의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63 Hz의 중량충격음 증폭현상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본 연구에서 실험된 공동주택 현장측정결과와 다른 경향이

었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서 실험된 뜬바닥 구조는 건식 몰탈판을 

사용한 바닥구조로 현장에서 습식으로 시공되는 바닥구조와 재료 

밀착 정도 및 마감몰탈 지지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며, 낮은 동탄성

계수를 갖는 완충재를 구현하기 위해 40-100mm의 적층 완충구조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진연[41]의 연구에서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의 중량충격음 

저감 성능은 슬래브의 진동특성 변화와 수음실의 음향모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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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뜬바닥 구조 사용 후 바닥구조의 진동

특성 변화로 저주파의 특정 주파수에서는 소음/진동이 오히려 증폭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김일호[42]의 연구에서는 현장측정결과 실험대상 공동주택 거실에

서의 중량충격음이 표준바닥구조 시공으로 인해 63Hz와 125Hz 옥

타브중심주파수에서의 소음이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bare concrete 

slab)보다 증폭되어 단일 수치 평가량이 3-4dB증가 되어 나타났다.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의 63 Hz 증폭현상은 공동주택 현장에

서 실험한 박철용[42] 과 문대호[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의 중량충격음 저감성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경량충격

음의 경우와 동일하다. 하지만 저주파 중량충격음 크기를 결정하는 

63 Hz의 소음은 매우 낮은 동탄성계수의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 소음이 증폭되고 있다.  

중량충격음은 바닥 충격원으로 사용되는 뱅머신과 고무공은 충격력 

크기가 각각 4000, 1500 N 으로 크고 충격력 지연시간이 약 20ms로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충격력은 Fig. 4.5와 같이 저주파에 집중된다. 

이러한 충격력 특성을 갖는 중량충격원에 대한 중량충격음은 완충

재의 물성에 따른 바닥구조의 진동특성 변화와 완충재를 투과하여 

콘크리트 슬래브로 전달되는 충격력 변화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9.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동주택 바닥구조로 사용되는 완충재를 사용

한 뜬바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완충

재의 동특성에 따라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FFT 분석

과 옥타브 분석하였다.  

9.2절에서 공동주택 시공현장의 맨바닥구조와 뜬바닥구조의 바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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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모드,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응답, 그리고 뱅머신 중량충격음

을 측정하였으며, 뜬바닥구조의 완충재를 투과하여 콘크리트 슬래

브를 가진하는 뱅머신 충격력을 시스템 역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계

측하였다. 8장에서 연구된 다양한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이전에 수행된 선행연구이다. 9.2절에서 측정

되는 역해석 충격력은 이후 다양한 완충재의 충격력 변화 특성을 

보여주는데 사용되었다. 

9.3절은 완충재 동탄성 계수에 따른 중량충격음 변화를 분석한 연

구이며, 조선기자재 연구원의 벽체 차음성능 실험동의 수음실을 이

용하여 실험되었다. 이 실험동은 이동이 가능한 50mm의 마감몰탈

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과 구

조물의 진동응답 변화를 단기간에 계측할 수 있다. 뜬바닥구조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재질의 완충재와 완충재의 조합을 통해 서

로 다른 동탄성계수를 갖는 59개 완충재 조건을 구현하였으며, 뱅

머신과 태핑머신에 대한 바닥충격음 변화를 분석하였다. 

9.4절은 시중에 판매되는 EVA와 EPS 완충재의 재질 및 동탄성계수

에 따른 바닥 진동과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며, 

한국건설환경시험 연구원의 벽체 차음성능 실험동을 이용하여 실험

되었다. 본 실험동은 9.3절의 실험동과 유사한 구조로 50mm 이동

식 콘크리트 판을 이용하여 실험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9.5절은 9.4절과 동일한 실험실에서 동탄성계수가 다른 1겹의 EPS

완충재의 뱅머신, 고무공, 태핑머신에 대한 바닥진동응답과 바닥충

격음을 정밀 분석한 연구이다. 완충재 동탄성계수별로 4개 측정위

치에서의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시

스템 역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완충재를 투과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로 전달되는 역해석 충격력을 계측하였다.  

9.6절은 실제 공동주택 시공현장의 같은 동에서 각 세대의 별로 완

충재 동탄성계수를 5, 10, 20 MN/m3으로 시공한 바닥구조의 바닥진

동 및 바닥충격음, 역해석 충격력을 분석한 연구이다. 9.2절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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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음 실험동에서 실험된 유사한 동탄성계수를 완충재와 바닥충격

음 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별로 거실 

중앙점과 코너점 가진에 따라 거실 중앙점에서의 가속도 응답과 수

음실 평균 음압레벨을 FFT 및 1/3 Octave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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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뜬바닥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거실의 바닥충격음 및 바닥진

동 특성 

9.2.1. 연구 방법 및 재료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를 사용한 공동주택 거실과 방의 바닥

진동, 바닥충격음을 계측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구조 시스템의 동적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뜬바닥구조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뱅머신에 대한 가속도 응답을 이용하여 콘크리

트 슬래브를 가진하는 뱅머신의 충격력을 시스템 역해석 법을 이용

하여 계측하였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1개 세대의 거실과 방의 맨바닥 콘크리트 슬

래브와 뜬바닥구조에 뱅머신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을 계측하였

으며, 거실은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응답함수, 모달테스트, 뱅머신

에 대한 가속도 응답 등에 대한 진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된 공동주택은 114m2 평면 타임이고 구조시스템은 벽식 구조

이며, 뜬바닥구조는 Fig. 9.2와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210mm)+완충

재(20mm)+경량기포콘크리트(50mm)+마감몰탈(40mm)로 구성 되어있

다. 사용된 완충재는 EPS재질이며, 두께 20mm, 동탄성계수는

18.5MN/m3, 그리고 손실계수는 0.2이다.  

 

Fig. 9.1 Cross-section of float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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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은 측정 세대의 구조평면도이며, 바닥충격음 측정위치와 거

실의 25개의 모달테스트 포인트 그리드를 나타내었다. 바닥 충격음 

실험의 수음점과 뱅머신 가진 위치는 P1-P5이며, 가속도계는 가속

도 응답이 가장 크게 발생되는 P1에 설치하였다. 모달 테스트는 가

속도계를 그리드 포인트의 가장 중앙점 C1에 설치하고 임팩트 햄

머로 25개 지점을 가진하여 측정하였다. 뱅머신의 역해석 충격력을 

측정하기 위한 가속도계 설치위치와 가진 위치는 진동응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거실 중앙점 P1이다. 

뜬바닥구조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는 마감몰탈 상부와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가속도계(NP-313, ONO SOKKI)를 설치하고, 임펄스 

햄머(Dytran 5802A)로 마감몰탈 상부와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를 가

진 하여 계측하였다. 임펄스햄머의 가진 충격력에 대한 -3dB 한계 

주파수(Half power cutt-off frequency)는 약 300Hz이다. 주파수 분석에 

사용된 신호는 트리거를 사용하여 유효한 신호만을 획득하였으며, 

총 5개의 유효신호에 대한 주파수영역에서 선형 평균한 값을 최종 

측정 결과로 사용하였다.  

뱅머신 가진에 대한 가속도진동응답 및 가속도 주파수응답함수 계

측에 사용된 주파수 분석장비와 FFT 주파수 분석조건을 Table 9.2에 

나타내었다. 중량충격음은 뱅머신 가진에 대해 KS F 2810-2, 2863-2

를 따라 1/3 옥타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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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 Structure plan of residential unit for measurement 

 

Table 9.2 Analyzers and FFT frequency analysis setting 

 Bare concrete slab Floating Floor 

Analyzer 
PULSE 3560B 

(B&K) 
OR34 

(OROS) 
Sampling number 1600 1600 

Span 800Hz 1000Hz 
df 1Hz 0.625Hz 

Averaging type Linear Linear 
Averages 9 9 

 

9.2.2. 거실의 진동 특성 

9.2.2.1.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Fig. 9.3과 Fig. 9.4는 각각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이며, 각 그래프에 P1-P5의 5개 가진 조건

에 대한 거실 중앙점(P1)에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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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ig. 9.3에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는 1, 2차 진동모드 응답이 명확

하게 확인되었으며, 1차모드 26Hz에서의 응답이 모든 가진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진점 별로 거실 중앙점(P1)에서의 가속도 응

답 크기는 중앙을 가진한 경우가 전 주파수대역에서 가장 크게 나

타났지만 3차모드 51 Hz 에서의 응답은 4번 가진점이 1번 중앙 가

진점보다 크게 발생되었다. 이 3차모드 진동응답은 1번과 4번 가진

점에서만 명확한 진동모드응답을 보였다. 

 

Fig. 9.3 Acceleration FRF of bare concrete slab at 5 impact points (P1-P5) 

 

Fig. 9.4에서 뜬바닥구조는 마감 몰탈의 질량으로 인해 1, 2, 3차 진동

모드의 고유 진동수가 낮아지고 가속도 주파수응답함수의 크기 또

한 감소되었다. 반면 맨바닥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50-

100Hz에서 가속도주파수 응답함수 크기는 Fig. 9.5와 같이 뜬바닥구

조의 응답이 맨바닥구조보다 크게 발생되었다. 특히 뜬바닥구조에

서 거실의 중앙을 가진 할 경우 86.25Hz에서 진동응답이 현저하게 

증폭되었다. 

Frequency (Hz)
101 102 103

10-6

10-5

10-4

10-3

10-2

10-1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26

51
40



9. 완충재 

 

253

 

Fig. 9.4 Acceleration FRF of floating floor concrete slab at five impact 

points (P1-P5)  

 

 

Fig. 9.5 Acceleration FRF of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a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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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진동 모드 

모달 테스트를 통해 계측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

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1-3차 진동 모드와 -3dB band width 감쇠비를 

Fig. 9.6에 나타내었다. 3차 모드까지는 두 바닥구조가 유사한 모드형

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상의 고차모드에 대해서는 86.25Hz에서 

증폭된 응답으로 인해 이 주파수 부근의 고유모드형상 구분이 불가

능하였다.  

 

 

Fig. 9.6 Eigen-modes of bare concrete slab and standard float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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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중앙점 P1을 가진한 경우의 1, 2, 3차 모드의 -3dB band width 

감쇠비는 각각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1.77%, 1.79%, 2.91%, 뜬바닥

구조 3.38%, 3.78%, 3.08%로 나타났으며, 뜬바닥구조의 시공으로 바

닥구조의 감쇠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7은 뜬바닥구조에서 거실 중앙점 가진시 가속도 응답이 증폭

되어 나타났던 86.25Hz에서의 마감 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 모드 

형상과 뜬바닥구조 1차 모드 24.375Hz의 모드형상을 비교한 그림이

다. 뜬바닥 구조 86.25Hz에서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드

형상은 뜬바닥구조 1차 모드 형상과 유사하지만 변형이 보다 중앙

으로 집중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와 마감몰탈의 

위상은 1차모드의 경우 움직이는 방향이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지

만 86.25Hz에서는 위상이 서로 반대로 나타났다. 거실의 중앙점(P1)

을 가진할 경우 이러한 응답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때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밴드폭(band width)은 1, 2, 3차 

모드의 밴드폭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보아 이 주파수에서의 진동

응답은 감쇠가 매우 크고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응답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6.25Hz의 -3dB Band width 감쇠비는 1차모드 

(24.375Hz) 3.38%에서 7.28%로 2배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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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 Comparison of mortar and concrete slab mode shape at first and 

additional mode natural frequency for standard floating floor 

 

9.2.3. 역해석 분석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는 완충재로 인해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가 분리되는 바닥구조를 갖고 있다. 충격원 가진시 완충재는 

가진된 마감몰탈의 진동을 격리시켜 콘크리트 슬래브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지만 Fig. 8.3에서처럼 고무공이나 뱅머신과 같이 충격력

이 큰 임펄스 충격에 대해서는 저주파 바닥충격음을 증폭시고 저감

되는 주파수는 한계가 있다.  

뜬바닥 구조의 저주파 바닥충격음 증폭은 임펄스 충격력이 완충재

를 통해 콘크리트 슬래브로 전달되기 때문이며, 이 전달되는 충격

력은 마감몰탈의 공진응답과 완충재와 마감몰탈의 2차공진응답을 

포함한다. 하지만 마감몰탈과 완충재 하부로 전달되는 충격력은 충

격력 센서 등을 이용한 직접 계측이 어렵다. 

3장의 주파수 응답함수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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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선형특성에 의해 임의 충격력에 대한 가속도 응답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역으로 응답으로부터 시스템에 입력된 충격력 또한 계

산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진동시스템이 선형일 경우에는 입력신호 A(f)와 출력신

호 B(f)의 관계는 Fig. 9.8와 같이 주파수 응답함수 H(f)를 통해 정의

되며,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입력신호로부터 출력신호 예측

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형관계를 이용하면 진동시스템에서 주파수 

응답함수와 출력 신호를 이용하여 입력신호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시스템 역해석(Inverse system analysis)이라 한다.  

 

 

Fig. 9.8 Definition of frequency response function H(f) 

 

역해석을 이용한 뱅머신의 충격력 계산과정을 Fig. 9.9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실선은 입력과 출력신호(임펄스 햄머 신호와 그에 대

한 가속도 응답신호)를 이용하여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응답함수

를 계산하는 과정이며, 점선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뱅머신의 

충격력스펙트럼을 가속도 주파수응답함수와 뱅머신 가진에 대한 슬

래브 가속도응답을 통해 역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 )a t 와 ( )b t 는 는 임펄스해머로 슬래브를 가진할 때 발생되

는 시간이력 충격력과 그에 대한 가속도응답을 의미하며, ( )A f 와 

( )B f 는 각각 ( )a t 와 ( )b t 를 FFT 분석한 충격력스펙트럼과 가속도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 )AAG f 와 ( )BBG f 는 임펄스해머 충격력과 그

에 대한 가속도응답의 자기스펙트럼을 의미하며, ( )ABG f 는 상호스

 

Input
Frequency 
Response

A(f)

Output

H(f) B(f)

A(f) H(f)=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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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을 의미한다. 

 

 

Fig. 9.9 Inverse system analysis procedure 

 

식(16)는 주파수 응답 함수를 계산하는 식이며, 입력과 출력에 대한 

상호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노이즈 영향이 적은 최적의 가속도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 

 

 1
AB

AA

GH
G

=   (16) 

여기서, ( )ABG f 는 임펄스햄머 충격력과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의 

상호스펙트럼함수(Cross-Spectrum function), ( )AAG f 는 임펄스햄머 충

격력의 자기 스펙트럼(Auto-spectrum function)을 의미한다. 

식(17)는 뱅머신 충격력 스펙트럼함수 ( )A f¢  를 계산하는 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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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파수응답함수
1

1H -  (Invers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과 뱅머

신 가진에 대한 바닥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 ( )B f¢ 를 곱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충격력과 가속도의 자기스펙트럼 함수는 파워단위

(Unit^2)를 사용하고 가속도 주파수응답스펙트럼은 RMS 단위(Root 

Mean Square, Uni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해석 과정의 계산식에 사

용되는 스펙트럼 단위는 자기스펙트럼의 RMS값을 갖는다. 

 

 1
1( ) ( )A f H B f-¢ ¢=   (17) 

 

9.2.4. 뱅머신에 대한 역해석 충격력 

완충재를 투과하여 콘크리트 슬래브를 가진하는 충격력을 시스템 

역해석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완충재와 콘크리트 슬래브가 

접하는 지점에서 측정된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

수가 계측되어야 한다. 하지만 뜬바닥구조 특성상 마감몰탈과 완충

재 하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직접 가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Fig. 9.10와 같이 콘크리트 상부와 대칭된 위치의 콘크리트 슬래

브 하부를 가진하여 뜬바닥구조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측하였다.  

Fig. 9.10에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표준바닥구조의 임팩트햄머 

가진 방향과 가속도계 설치위치를 나타내었으며, 가진 위치와 가속

도계 설치 위치는 진동응답이 가장 크게 발생되었던 거실 중앙점

(P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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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 Impact condition and accelerometer location for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Fig. 9.11은 뜬바닥구조의 상부 마감몰탈과 하부 콘크리트를 가진하

였을때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1차 진동모드에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크기는 바닥

구조 상∙하부 가진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응답 크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30 Hz 이상부터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100Hz 이하에서는 마감몰탈 상부를 가진한 경우

가 더 크게 나타났고 100Hz 이상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가진한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감몰탈 상부를 가진한 경우 100Hz 이

상에서의 응답이 작게 나타나는 원인은 완충재로 인해 바닥구조 전

체 시스템을 가진하는 유효 주파수 대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하부를 가진 하였을 때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

은 마감몰탈을 가진한 경우에 비해 전 주파수대역에서 가속도 응답 

저감이 발생되지 않았다. Fig. 9.11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

닥구조의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를 가진한 경우의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도 뜬

Accelerometer

Impact force

Impact force

Accelerometer

Accelerometer

Bare concrete slab

Floating floor

Finishing mortar
Light-weight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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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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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응답함수는 맨바닥 콘크리트와 

고주파 대역에서 유사한 응답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단 뜬바닥구

조의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응답은 마감몰탈의 질량과 완충재의 

감쇠력 등으로 인해 고유진동수 및 감쇠비는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

브에 비해 다소 변화되었다.  

 

 

Fig. 9.11 Concrete slab acceleration FRF of floating floor when impact 

force acting on the floor top and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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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2 Acceleration FRF of bare concrete slab and concrete slab of 

floating floor at P1 

 

Fig. 9.13은 뱅머신 가진에 대한 거실 중앙점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

속도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에 대해 비교하였다. 뜬바닥구조의 1, 2, 3차모드 응답이 명확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고유진동수는 

감소되어 나타났다. 뜬바닥구조의 1, 2차모드인 24, 37 Hz에서의 응답 

크기는 맨바닥구조보다 감소되었지만 3차모드 48 Hz에서의 응답과 

완충재와 마감몰탈의 공진대역인 50-100 Hz 응답은 맨바닥 콘크리

트 슬래브 보다 증폭되어 나타났다. 완충재로 인한 콘크리트 슬래

브의 가속도 응답 증폭이 임펄스햄머 충격력에 대해서는 85.625Hz

에서 관찰되었으나 뱅머신 가진에 대해서는 65Hz에서 발생되고 있

다. 이러한 원인은 뱅머신의 충격력 스펙트럼이 Fig. 9.14에서 처럼 

80Hz 부근에서 충격력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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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3 Concrete slab acceleration level of bang-machine impacting 

 

뜬바닥구조에서 콘크리트 슬래브를 가진하는 충격력은 Fig. 9.13의 

뱅머신 가진에 대한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응답과 Fig. 9.11의 뜬

바닥 구조 콘크리트 하부를 가진하였을 때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식 (17)을 이용하여 

계산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의 뱅머신의 충격력 

스펙트럼을 충격력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계측한 뱅머신 충격력 스

펙트럼과 비교하여 Fig. 9.14에 나타내었다.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에서 계산된 역해석 뱅머신 충격력 스

펙트럼은 충격력 센서를 이용하여 계측된 뱅머신의 충격력 스펙트

럼과 매우 유사한 응답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뜬바닥구조 조건

에서의 역해석 뱅머신 충격력은 직접 계측한 뱅머신 충격력 보다 

20-80Hz에서는 충격력이 크고 100Hz이상에서는 감소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충격력 스펙트럼의 주파수 특성은 뜬바닥구조의 가속도 스

펙트럼과 동일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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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4 Bang-machine impact force spectra of measured and calculated 

results 

 

9.2.5. 바닥충격음 

9.2.5.1. 뱅머신 

거실의 뱅머신 중량충격음에 대해 맨바닥과 뜬바닥구조에서 가진위

치별 음압레벨을 Fig. 9.15에 나타내었다. (a)의 맨바닥 콘크리트 슬

래브에서 1번 가진점은 100 Hz 이하 에서 음압레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4번 가진점도 40-63 Hz의 저주파 대역에서 1번 가진점과 동

등한 수준의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으며, 4번가진점은 거실과 주방의 

경계선에 가까운 위치로 가진 되는 위치가 벽 등에 의해 구속되어 

있지 않았다. 5번 가진점은 63 Hz 이하에서 가장 낮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지만 125-200 Hz 에서는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b)의 뜬바닥 구조에도 1번 가진점은 80 Hz 이하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4번 가진점은 맨바닥 구조에 비해 1번 

가진점보다 음압레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2번 가진점은 맨바닥 

콘크리트에서 저주파 대역의 음압레벨이 낮았지만 뜬바닥구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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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63, 80 Hz 음압레벨이 1번 가진점과 동등수준으로 나타났다. 

150-250 Hz에서는 베란다쪽 코너 가진점인 2, 3번 가진점에서 음압

레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 Bare concrete slab 

 

(b) Floating floor 

Fig. 9.15 1/3 Octave bang-machine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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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at 5 impact points 

 

Fig. 9.16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의 5개 가진점에 

대한 중량충격음 수음실 평균 음압레벨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

며, 뜬바닥뜬바닥 사용하였을 때 각 중심주파수에서의 바닥충격음 

레벨 저감을 파악할 수 있다.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125 Hz 이하 저

주파 음압레벨은 증가되었으며, 125 Hz 초과 주파수에서는 음압레벨

이 감소되었다. 각 가진점에 대해 25-630 Hz 에 대한 over-all 값에 

대한 음압레벨 저감은 P1-5까지 각각 12.1, -18.2, 5.2, -6.3, -0.5 dB를 

나타내었다. 가진점 별로 중량충격음 측정 주파수 대역에서 음압레

벨 저감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63 Hz의 음압레벨 증폭은 2번 가진

점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번 가진점을 제외한 모든 가진점에서 

80Hz의 음압레벨 증폭을 발생시켰다. 80 Hz 이하에서 모든 가진점은 

음압레벨 저감 없이 증폭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음압레벨의 증폭되

는 주파수는 각 가진점 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Fig. 9.16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difference between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in liv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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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7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5개 가진점과5

개 수음점에 대한 뱅머신 바닥충격음 레벨이다. 뜬바닥구조의 바닥

충격음은 맨바닥구조에 비해 31.5-100Hz에서 증폭되었다. 상대적으

로 바닥충격음 증폭이 크게 나타난 63, 80 Hz의 중심주파수는 Fig. 

9.13의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스펙트럼과 Fig. 9.14의 역해석 뱅머

신 충격력 스펙트럼에서 증폭이 발생되었던 40-80Hz 에 포함된다.  

Table 9.3은 1/1 옥타브 뱅머신 중량충격음과 단일수치평가량을 나타

낸 표이다. 뜬바닥구조의 완충재로 인해 저주파 대역 콘크리트 슬

래브 진동응답이 증폭되어 1/1 옥타브 중량충격음은 31.5, 63 Hz의 

음압레벨이 2-3dB 증가되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고주파 대역 

진동응답을 저감시켜 250, 500 Hz의 바닥충격음을 약 1dB 저감시켰

다. 단일수치평가량은 50dB로 맨바닥구조와 뜬바닥구조가 동일하다.  

 

 

Fig. 9.17 1/3 Octave bang-machine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of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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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3 1/1 Octave bang-machine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and single number quantity of bare concrete and floating floor 

Freq. (Hz) Bare concrete Floating floor 

31.5 83.1 84.9 

63 73.9 76.4 

125 66.4 66.6 

250 57.0 55.8 

500 44.0 43.1 

Li,Fmax,AW 50 50 

 

9.2.5.2. 태핑머신 

경량충격음은 평가되는 주파수 대역이 1/1 옥타브에 대해 125-2000 

Hz 이지만 뜬바닥구조에 대한 저주파 대역의 경량 바닥충격음 주

파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을 확장시켜 1/3 옥타브의 

25-2500 Hz에 대해 분석하였다.  

Fig. 9.18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경량충격원 5

개 가진점에 대한 수음실 평균 음압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잔

향시간에 대해 보정되지 않은 등가 음압레벨에 대한 평균값이며, 

규준화 바닥충격음은 잔향시간이 100 Hz 이하에서 계측되지 않아 

100 Hz 이하 음압레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되지 못하였

다. 각 가진점에 대한 500 Hz 이하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은 뱅머신 

중량충격음 주파수 특성과 유사하였다.  

(a)의 맨바닥구조에서 1번 가진점은 63Hz 이하에서 5개 가진점중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지만 80-160Hz 에서는 2, 3번 가진점

보다 상대적으로 음압레벨이 낮다. 5번 가진점은 63 Hz 이하에서 가

장 낮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지만 125, 160 Hz 에서는 가장 높은 음

압레벨을 나타내었다. 250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1번 가진점이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지만 5개 가진점의 음압레벨은 비교적 유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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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뜬바닥 구조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1번 가진점의 음압레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1k Hz 이하 주파수에서 거실 코너 가진

점인 2, 3, 4, 5번 가진점에서의 음압레벨이 맨바닥 구조에 비해 1번

가진점 보다 음압레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63, 80 Hz 에 대해 2번 

가진점의 음압레벨이 1번 가진점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뱅머신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과 동일하다.  

Fig. 9.19는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5개 가진점에 

대한 수음실 평균 음압레벨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500 Hz 이하 

주파수에서 뜬바닥 구조 사용에 따른 음압레벨 변화는 뱅머신 중량

충격음 주파수 특성과 유사하여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125 Hz 이하 

바닥충격음은 맨바닥구조에 비해 증가된 반면, 그 이상 소음은 저

감되었다. 단, 뱅머신 중량충격음의 경우 뜬바닥 구조 사용으로 인

해 31.5, 50 Hz의 낮은 주파수에서도 음압레벨이 증폭되었지만 경량

충격음은 1번 가진점에서만 증폭되고 나머지 4개 가진점에서는 저

감되어 나타났으며, 저주파 대역에서 증폭이 가장 작게 나타난 3번 

가진점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50, 63 Hz를 제외하고 다른 주파수에서

는 음압레벨이 저감되어 나타났다. 경량충격음도 50, 63, 80 Hz의 음

압레벨이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인해 다른 주파수에 비해 크게 증폭

되었으며, 증폭되는 주파수는 각 가진점 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Fig. 9.20은 5개 가진점과 5개 수음점에 대한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

이며, 잔향시간에 대해 보정되지 않았다.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50, 

63, 80, 100 Hz의 음압레벨이 증가되고 나머지 주파수에서는 음압레

벨이 저감되었으며, 500 Hz 이상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음압 

레벨이 더욱 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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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re concrete slab 

 

 

(b) Floating floor 

Fig. 9.18 1/3 Octave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of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at 5 impa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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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9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difference between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in living room 

 

 

Fig. 9.20 1/3 Octave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of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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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4는 Fig. 9.20의 바닥충격음 레벨을 1/1 옥타브로 환산하여 나

타낸 표이며, 규준화 바닥충격음에 대한 가중 규준화 바닥 충격음 

레벨 , 와 역 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 충격음 레벨을, 을 같

이 나타내었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31.5, 63 Hz 에서 뜬바닥구조 사

용으로 1-2 dB의 음압레벨이 증가한 반면, 경량충격음은 63 Hz에서

만 약 4dB의 음압레벨 증폭이 있었다. 125-500 Hz의 음압레벨은 중

량충격음의 0.6dB 보다 많이 저감되어 2.5 dB 저감되었다. 경량충격

음 단일수치 평가량으로 역 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은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5dB 저감되어 65dB를 나타내었지만 경량충격

음 차단성능의 최하등급인 4등급 58 dB에 미치지 못하였다. 

 

Table 9.4 1/1 Octave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 and single 

number quantity of bare concrete and floating floor 

Freq. (Hz) Bare concrete Floating floor 

31.5 61.7  60.0  

63 59.3  63.6  

125 70.8  69.3  

250 71.1  67.6  

500 69.8  67.3  

1000 71.2  65.9  

2000 70.6  63.4  ,  73 65 ,  70 65 

 

9.2.5.3. 거실과 방의 바닥충격음 

Fig. 9.2의 구조평면도에서 방의 크기는 4.0×4.2m로 거실(4.5×6.8	m) 

보다 폭이 좁고 4면이 모두 콘크리트 벽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바닥

진동에 대한 1차 고유진동수는 실험결과 42Hz로 거실의 26Hz 높게 

나타났다. Fig. 9.21은 거실과 방의 1/3 옥타브 뱅머신 중량충격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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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충격음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의 중량충격음에서 거실의 최

대 음압레벨은 거실의 1, 2차 고유진동수인 26, 40 Hz 가 포함되는 

1/3 옥타브 25, 40Hz 중심주파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방은 1차 고

유진동수인 42Hz 가 포함되는 40Hz 중심주파수에서 최대 음압레벨

이 나타나고 있다. (b)의 경량충격음의 저주파 대역 음압레벨도 각 

바닥의 고유진동수에서 피크 값을 나타내고 있다. 1/1 옥타브 중심

주파수의 63 Hz 대역은 거실과 방의 중량충격음 레벨이 유사하지만 

31.5Hz 에서는 방이 거실보다 작고 125 Hz 이상부터는 방이 거실보

다 큰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Fig. 9.22는 방의 5개 가진점과 5개 수음점에 대한 1/3 옥타브 중량

충격음(뱅머신)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

바닥구조에 대해 비교하였다.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40-100 Hz의 음

압레벨이 증폭되었으며, 125 Hz 이상의 음압레벨은 저감되었다.  

Fig. 9.23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의 5개 가진점에

대한 중량충격음 수음실 평균 음압레벨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80 Hz의 음압레벨 증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63, 80 Hz의 음압레벨 증폭이 각각 14, 21dB로 나타나 거실의 

11, 8 dB 보다 크게 증폭되었다.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가장 크게 음

압이 증폭되는 가진점은 2번 가진점으로 거실과 동일하지만 증폭되

는 주파수는 방은 63 Hz인 반면 거실은 80Hz 이다. 방의 중앙 1번 

가진점에 대한 저주파 대역의 음압 증폭은 모든 가진점 중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나 거실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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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bang-machine) 

 

 

(b) Light weight floor impact noise 

Fig. 9.21 Bang-machine heavy-weight and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of living room and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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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2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bang-machine) of bare 

concrete and floating floor of room 

 

 

 

Fig. 9.23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bang-machine) level difference 

between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i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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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5은 1/1 옥타브 중량충격음(뱅머신) 레벨과 단일수치평가량

을 나타낸 표이다. 뜬바닥 구조 사용으로 31.5, 63 Hz의 음압레벨이 

각각 2.5, 5.2 dB 증가되었으며, 거실의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증가된 

음압레벨인 1.8, 2.5 dB 보다 크게 증가된 값이다. 125 Hz 이상 주파

수에서는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125, 250, 500 Hz 음압레벨 저감의 산

술평균값은 2.6dB로 거실의 0.6dB 보다 높은 저감을 보였다. 중량

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은 맨바닥구조와 뜬바닥구조 각각 51, 52 dB

를 나타내어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1dB 증가되었다. 

Table 9.5 1/1 Octave bang-machine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and single number quantity of bare concrete and floating floor 

Freq. (Hz) Bare concrete Floating floor 

31.5 74.9 77.4 
63 73.5 78.7 

125 68.7 67.8 
250 58.3 53.8 
500 46.5 44 

Li,Fmax,AW 51 52 

 

Fig. 9.24는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레

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40-100Hz 경량 바닥

충격음 레벨이 증폭되었으며,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의 음압레벨은 

감소되었다. 뜬바닥구조 사용에 대한 500 Hz 이하 주파수에서 경량

충격음 증폭 또는 저감 특성은 Fig. 9.22의 중량충격음 주파수 특성

과 동일하다.  

Fig. 9.25는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레

벨 차이를 5개 가진 위치에 따라 비교한 그래프이다. 모든 5개 가

진점에서 50-100 Hz의 바닥충격음 레벨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특히  

2, 3번 코너 가진점은 63, 80 Hz의 음압레벨을 가장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 방의 중앙가진점인 1번 가진점에서의 음압레벨 차이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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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의 중량충격음과 같이 모든 가진점 중에서 저주파 대역의 음압 

증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Fig. 9.24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of bare concrete and floating 

floor of room 

 

 

Fig. 9.25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difference between b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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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 in room 

 

Table 9.6는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1/1 옥타브 경

량충격음 레벨()과 단일수치 평가량 (, , , )을 나타낸 표이다.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31.5, 63 Hz의 음압레벨은 각각 1.6, 10.1 dB 증

가되었으며, 125-2000 Hz의 음압레벨은 최대 6.5dB 저감되어 나타났

다. 역 A특성 가중 경량충격음 레벨은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8dB 

저감되어 67 dB를 나타내었지만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최하 등급

인 4등급 58dB에 미치지 못하였다. 

 

Table 9.6 1/1 Octave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level () and single 

number quantity of bare concrete and floating floor 

Freq. (Hz) Bare concrete Floating floor 

31.5 55.4 57 

63 58.7 68.8 

125 72.3 69.3 

250 72.6 66.1 

500 71.8 68.9 

1000 72.6 68.7 

2000 69.7 63.5 ,  72 66 ,  71 67 

 

9.2.6. 고찰 

공동주택 거실과 방의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1/3 

옥타브 중량충격음(뱅머신)과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뜬바닥구

조 시공으로 50-100 Hz 중심주파수에서의 음압레벨이 증가되었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저감되었다. 거실에서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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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질량이 증가되면서 바닥진동 고유진동수와 감쇠비 또한 감

소되었다. 거실 중앙점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뜬바닥구조의 콘크

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측정한 결과 40-100 Hz에

서 가속도 응답이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보다 증가되어 나타

났다. 특히 가속도계가 설지된 중앙점을 가진할 경우 86 Hz에서 응

답이 크게 증폭되었으며, 뜬바닥 구조에 대한 모달 테스트 결과 마

감몰탈-콘크리트 슬래브가 완충재를 사이에 두고 역 위상으로 진동

하는 모드형상을 나타내었다. 

실험된 공동주택은 2010년에 시공 중이었으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217호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따라 표준바닥구조를 사용한 바닥구조를 사용하였다. 약 20MN/m3

의 20mm EPS 완충재를 사용하여 경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이 바

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마감몰탈과 콘크리

트 벽체 등의 절연처리 불량에 의한 음교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지만 8장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천장구조가 시공되고 실내 

바닥마감 등이 시공된다면 단일 수치 평가량이 약 10dB까지 저감

되어 3-4등급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나타낼 수 있다. 중량

충격음은 천장시공이 저주파 소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현재 50dB

의 단일 수치 평가량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뜬바닥구조 사용에 따라 마감몰탈-완충재-콘크리트 슬래브가 공진

되는 주파수는 86Hz로 나타났으며, 그 응답은 감쇠비가 상대적으로 

큰 일시적인 응답을 보였다. 뜬바닥 구조 사용시 증폭된 86 Hz의 

공진주파수 성분이 완충재와 완충재 상부 마감몰탈에 의한 공진성

분임을 뜬바닥구조에 대한 모달테스트로 확인하였으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특성은 거실과 작은방의 바닥충격음 증폭이 1/3 옥타

브의 80Hz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운동에 참여하는 기

여도는 낮을 것이다. 

뜬바닥구조에 시공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18.5MN/m3는 KS F 2868 

표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약 200kg/m2을 갖는 질량체를 올려놓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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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기 때문에 이 동탄성계수에 대응되는 고유진동수는 약 48Hz

이다. 실험된 바닥구조 완충재 상부에 시공된 마감몰탈과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약 105kg/m2이며, 이 경우 시공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대응되는 고유진동수는 약 66.8Hz이다. 실

험에서 측정된 86Hz에 해당되는 마감몰탈의 유효질량은 약 

63kg/m2로 마감몰탈과 경량기포콘크리트 전체 질량의 약 60%에 해

당된다. 즉 86Hz의 공진주파수는 마감몰탈의 질량과 완충재의 탄성

뿐만 아니라 마감몰탈이 지니고 있는 휨 강성이 추가로 작용하여 

마감몰탈의 유효 질량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거실에서 가진 위치별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음압레벨 차이를 나타낸 Fig. 9.16, Fig. 9.19 그래프에서 중량충격음

과 경량충격음 모두 베란다에 가까운 코너 가진점인 2, 3번 가진점

은 63 Hz에서 큰 증폭을 발생시키고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가진시키

는 중앙 1번과 4, 5번 가진점은 80 Hz에서 증폭을 발생시켰다. 가진 

위치별로 완충재의 공진응답에 참여하는 마감몰탈의 유효질량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코너 가진점은 마감몰탈의 휨강성이 중앙

점보다 낮아 운동에 참여하는 마감몰탈의 유효 질량이 증가되어 80 

Hz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공진 응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방에서는 각 가진점별로 음압이 크게 발생된 주파수가 모두 80 Hz

로 나타나 이 가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Fig. 9.14의 뜬바닥구조의 뱅머신 역해석 충격력 스펙트럼은 뜬바닥

구조의 저주파 대역 음압레벨 증폭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준

다. 역해석 충격력은 마감몰탈과 완충재의 공진응답 성분을 포함하

며, 완충재 사용으로 인해 뱅머신이 바닥을 가진하는 시간이 증가

되어 저주파 대역 충격력이 증가되고 고주파 대역 충격력이 저감되

는 물리적 현상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Fig. 9.14의 역해석 충격

력 스펙트럼은 41, 72 Hz에서 충격력 피크가 발생되는데 이 주파수

는 Fig. 9.11의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deep이 

발생되는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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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해석 충격력은 뱅머신 가진에 대한 콘크리트 가속도 스펙트럼을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주파수 응답함수의 

deep 이 발생되는 주파수에서 역해석 충격력의 피크가 발생된 것이

다. 뜬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주파수응답함수는 콘크리

트 슬래브 하부를 가진하는 경우 deep이 발생하는 주파수가 41, 72 

Hz 인 반면 마감몰탈을 가진하는 경우 44, 73 Hz로 나타났다. 이렇

게 deep이 발생되는 주파수가 다른 이유는 마감몰탈을 가진하는 경

우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가진하는 경우의 모달 감쇠비가 다르기 때

문이다. Deep 이 발생되는 주파수는 각 모드에 해상되는 스펙트럼

들이 중첩되는 주파수로 각 모드의 주파수 응답함수 스펙트럼의 감

쇠비가 다르면 중첩되는 주파수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감쇠비 

차이로 계산된 뱅머신 역해석 충격력은 특정 주파수에서 계산 오차

를 포함하고 있다.  

 

Fig. 9.26은 뜬닥구조의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가속도

계를 설치하고 가속도계 설치된 위치의 반대편을 가진하여 계측한 

가속도 주파수 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선은 바닥구

조 하부 가진에 대한 상부 모르타르의 가속도 응답이며, 점선은 바

닥구조 상부 모르타르 가진에 다한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을 나타낸다. 

약 110Hz 이하에서는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

수응답함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진위치와 수진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파수 응답함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 

상호 관계 법칙(reciprocity theorem)성립하여 이 영역(110Hz 이하)에

서는 충격력과 가속도 응답이 선형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뜬바닥 구조에서도 주파수 영역에서 선형을 만족 하는 구간에서는 

충격원의 충격력과 응답이 선형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경량 충격원

과 중량 충격원은 충격력 크기가 달라도 바닥충격음의 저주파 대역 

증폭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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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6 Comparison of finishing mortar and concrete slab acceleration 

FRF when impact opposite point to respons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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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실험실 1, 59개 완충재 

콘크리트 슬래브, 콘크리트 벽 등의 구조체는 바닥충격음의 크기 

및 주파수 특성을 결정하는 영향요소이다. 다양한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에 따른 바닥충격음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음실의 구조

체는 변수로서 고정되어야 한다.  

조선 기자재연구원 (KOMERI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으 벽체 차음성능 실험동은 수음실 천장 콘크리트 상부에 

이동식 마감몰탈판(3.9×3.2m,	 50mm)을 이용하여 다양한 완충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신속히 파

악할 수 있다. (Fig. 9.27 참조) 바닥충격음 실험은 차음성능실험동의 

수음실을 이용하였으며, 수음실실은 4.5×3.8×3(H)m의	 크기로	 되어

있으며,	 수음실	 천장	 콘크리트	 슬래브와	 벽체	 콘크리트	 두께는	 각
각	 180,	 300mm	 이다.	 바닥충격음	 실험을	 위해	 음원실과	 수음실은	350mm의	 콘크리트	 벽체로	 막았다.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4개의	
측정점을	 Fig. 9.28에	 나타내었으며,	 가진점과	 수음점은	 동일하다.	 	59종류의	 완충재에	 대해	 중량충격음(뱅머신)과	 경량충격음을	 계측

하였으며,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충격음레벨	 저감량과	
완충재	 재질에	 따르는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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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7 Pictures of floor impact noise insulation testing room 

 

 

Fig. 9.28 measurement points in testing room 

 

9.3.1. 59개 완충재 조합 

실험된 59 종류의 완충재 조합에 대한 재질과 두께 그리고 동탄성

계수를 APPENDIX B의 Table B.1에 나타내었다. 완충재 재질은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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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P, EVA, PE, EPE, SKYVIVA를 사용하였다. 단일 완충재와 완충재 

조합을 통한 완충재에 대해 동탄성계수를 0.3-63 MN/m3 로 변화시

키면서 뱅머신과 태핑머신 가진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계측하였다.  

Fig. 9.29은 59개 완충재에 대한 동탄성계수와 완충재 두께를 비교

한 그래프이며, 5MN/m3 미만의 낮은 동탄성계수는 다양한 완충재를 

조합하였기 때문에 완충재 두께는 40-100mm 까지 분포된다. 완충

재 재질 특성에 따라 폴리에스터 섬유를 기반으로 만든 skyviva와 

같은 재질은 20mm의 두께에서도 매우 낮은 2MN/m3의 낮은 동탄

성계수를 갖고 있다. 

 

Fig. 9.29 Dynamic stiffness and thickness of resilient material 

combinations 

 

9.3.2. 뱅머신 바닥 충격음 레벨 

Fig. 9.30은 1/12 옥타브 밴드 분석한 뱅머신 중량충격음 측정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완충재를 설치한 바닥구조는 맨바닥구조에 비

해 전 주파수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저감되어 나타났지만 일

부 완충재 조합의 경우 31.5, 63 Hz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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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완충재 사용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 및 증폭에 대한 영향을 완충

재 동탄성계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바닥충격음 레벨 저감량을 3

차원 컨투어 플롯을 이용하여 Fig. 9.31에 나타내었다. 가로축은 

1/12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 세로축은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를 의

미하며, 컨투어 플롯의 색은 바닥충격음 레벨 차이를 나타낸다. 그

래프의 붉은색이 강할수록 바닥충격음이 맨바닥 조건에 비해 저감

되었음을 의미하며, 푸른색일 수록 증폭되었음을 의미한다. 

동탄성계수가 낮은 10MN/m3이하 완충재는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바

닥충격음이 저감되었지만 40 Hz 미만의 주파수에서는 바닥충격음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50, 80 Hz 대역에서 바닥

충격음이 증폭되는 경우도 발생되었다.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

을수록 바닥충격음 레벨이 효과적으로 저감되며, 저감되는 주파수 

대역도 넓게 분포한다. 특히 실험된 구조물에서는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가 5MN/m3이하일 경우 63 Hz 이상 주파수 대역까지 바닥충격

음이 저감되어 나타나고 있다. 반면 40 Hz 이하 주파수에서는 바닥

충격음 레벨이 증폭되었다. 

동탄성계수 10 MN/m3이상 완충재에서는 40Hz 미만 저주파 소음 증

폭 현상이 줄어들었지만 63-80 Hz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증

폭되었다. 80 Hz 이상 주파수에서의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도 

10MN/m3 이하 완충재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완충재 동탄성계수가 

10MN/m3 이상인 완충재는 동탄성계수가 증가할수록 바닥충격음 레

벨이 저감되는 주파수 대역이 고주파 대역으로 이동되었으며, 저감

되는 주파수 범위도 좁아졌다. 그리고 63-160 Hz 주파수에서 바닥충

격음레벨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 200 Hz 이

하 주파수 범위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바닥충격음이 증폭되는 

범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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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0 Floor impact noise level in 1/12 octave bands for 59 resilient 

material specimens 

 

Fig. 9.31 Floor impact noise level difference between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s condition (red color is decrease and blue is increase) 

Fig. 9.32는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과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완충재가 없는 맨바닥구조의 단일 수치평가량

은 모든 실험군 중에서 가장 높은 55dB이다.  

1/12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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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머신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은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감소

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10MN/m3 

이하에서 단일수치 평가량 변화가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약 

8MN/m3 이하 동탄성계수 영역에서 완충재 동탄성계수 감소에 따라 

단일 수치 평가량이 크게 감소되어 나타났다. 특히 EPS 재질의 완

충재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은 역A특성곡선을 이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저주파 대역의 음압레벨의 가중치가 높으며, 뱅머신 중량충

격음은 특히 63 Hz의 음압레벨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63 Hz 

음압레벨 크기는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의 크기를 결정한다.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뱅머신 가진에 대한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이 낮아지는 것은 Fig. 9.31의 바닥충격음 저감량 

컨투어 플롯에서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63 Hz 음압레벨이 효과적

으로 저감되었기 때문이다. 

 

Fig. 9.32 Single number quantity of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and 

dynamic stiffness of resilien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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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3은 완충재 조합 두께에 따른 단일수치 평가량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바닥충격음 레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완충재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사용되는 20, 30mm 완충재에 대해 각각 skyviva, EPS 재질

의 완충재로 나타났다.  

두께 60mm 완충재에 대해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은 38-47dB

의 넓은 범위로 나타나며, 이때 두께 60mm에 대한 완충재 조합의 

동탄성계수는 Fig. 9.29에서 0.6-50MN/m3의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완충재의 두께보다는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일한 60mm 완충재 

중에서 가장 낮은 단일수치 평가량을 나타낸 완충재 조합은 Fig. 

9.29에서 skyviva 조합(0.62 MN/m3)과 EPS 완충재 조합(1.5 MN/m3)이

었으며, 가장높은 단일수치 평가량은 EPS 단열재와 EPS 완충재 조

합(4.4 MN/m3)과 EPS 완충재 조합(3.4 MN/m3)이었다. 동일한 두께와 

동일한 EPS 재질의 완충재이지만 낮은 동탄성계수 범위에서 

2MN/m3의 차이는 단일수치평가량 9dB를 발생시켰다. 

 

Fig. 9.33 Single number quantity of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and 

thickness of resilient material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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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4은 EPS 완충재 조합의 두께에 따른 동탄성계수와 뱅머신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가 낮을수록 단일수치 평가량이 감소됨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낮은 완충재 동탄성계수를 만들기 위해 두께 50-60mm의 

완충재 조합을 사용하고 있었다. 

 

 

Fig. 9.34 Single number quantity of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and 

dynamic stiffness of EPS resilient material combination 

 

Fig. 9.35는 단일 완충재의 재질에 따른 동탄성계수와 뱅머신 중량

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재질에 따라 유사한 

동탄성계수 범위에 있더라도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 차이가 발

생되었다. 동탄성계수 4-90MN/m3의 범위에서 요철형 EVA 완충재는 

EPS 완충재보다 단일수치 평가량이 1dB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

일한 10MN/m3 동탄성계수에 대해 요철형 EPP완충재는 EPO완충재

보다 2dB 낮은 단일수치 평가량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1-2dB의 단

일수치 평가량의 차이는 측정오차수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Dynamic stiffness (MN/m3)
100 101 102

38

40

42

44

46

48

50

52

54
20
30
34
40
50
60



9. 완충재 

 

291

러한 완충재 재질이 유사한 동탄성계수를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바

닥충격음 저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완충재로 정의되기는 어렵다. 

 

Fig. 9.35 Single number quantity of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and 

dynamic stiffness of single layer resilient material 

 

9.3.3. 완충재 종류와 중량충격음 레벨 

공동주택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판형 EPS 완충재와 

요철형 EVA 완충재를 중심으로 완충재 동탄성계수 및 완충재 

형상에 따라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9.34 에서 동탄성계수 4.5MN/m3 의 3 종류 EPS 완충재 조합들은 

유사한 동탄성계수를 갖고 있지만 그에 따른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완충재의 두께가 증가될수록 낮아져 

20, 40, 60mm 의 완충재는 각각 50, 48, 47dB 를 나타내었다.  

이 세가지 완충재에 대한 1/3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을 Fig. 9.36 에 

타내었다. 서로 다른 동탄성계수를 갖는 조합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두께가 20mm 에서 60mm 로 증가되면서 0.3MN/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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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었으며, 이 동탄성계수 차이는 동탄성계수와 바닥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의 상관관계상에서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동일한 동탄성계수를 갖고 있더라도 Fig. 9.36 과 같이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바닥충격음 레벨차이는 50Hz 이하 주파수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완충재 두께 40, 60mm 조건에서 음압레벨은 63Hz 를 

제외한 전 주파수 대역에서 유사하였다. 40mm 와 60mm 완충재의 

63 Hz 에서의 음압레벨은 두께가 두꺼운 완충재 조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mm 와 40mm 의 완충재는 63Hz 이상 

주파수영역에서 음압레벨 차이가 크게 발생되어 40mm 의 완충재가 

상대적으로 음압레벨이 낮게 나타났다.  

 

Fig. 9.36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of EPS resilient materials that 

have similar dynamic stiffness but difference thickness 

 

Fig. 9.37 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EPS 완충재와 EPS 단열재 1, 

4 호에 대한 바닥충격음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일반적으로 

EPS 재질의 단열재는 완충재보다 동탄성계수가 높으며, 실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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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동탄성계수는 49-63MN/m3 으로 법적 기준인 40MN/m3 을 

초과한다. 그래프에서 80 Hz 이상 주파수에서 사용된 완충재 또는 

단열재의 동탄성계수가 높을수록 바닥충격음이 낮게 나타났다. 

(동탄성계수 4.7MN/m3 완충재는 250Hz 이상 주파수에서 8.8MN/m3 

완충재보다 음압레벨이 높게 나타난 현상은 실험 중 배경소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탄성계수가 가장 낮은 4.7MN/m3 의 완충재는 63-200Hz 에서는 

가장 낮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지만 25, 31.5, 80 Hz 에서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8.8-63 MN/m3 의 

완충재는 넓은 동탄성계수 범위에서 25-80 Hz 주파수 영역에서 

바닥충격음레벨 변화가 크지 않았다. EPS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는 Fig. 9.31 의 바닥충격음 레벨 저감량 

contour plot 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높은 주파수에서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정 

동탄성계수 이하 (본 실험에서는 6MN/m3)에서는 63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맨바닥 조건보다 음압레벨이 높게 나타났다.  

 

Fig. 9.37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of EPS resilient and insula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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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8은 EVA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 레벨을 타나낸 그래프이

며, EVA 완충재는 동탄성계수를 낮추기 위해 완충재 하부에 요철을 

두는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요철이 있는 완충재(not float)과 요철

이 없는 완충재에 대해 실험되었다. 요철이 없는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는 23MN/m3으로 요철이 있는 완충재 5.4, 6.3 MN/m3에 비해 동

탄성계수가 높다.  

100Hz 이상 주파수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바닥충격

음 레벨이 낮게 나타났으며, 80 Hz 이하에서는 완충재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에 대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요철이 

없는 EVA완충재는 Fig. 9.32에서 뱅머신 중량충격음의 단일 수치평

가량 51dB를 나타내어 요철이 있는 EVA 완충재 49dB 보다 2dB 높

게 나타났다. 

 

Fig. 9.38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of EVA resilient materials 

 

Fig. 9.39은 약 5MN/m3과 20MN/m3의 동탄성계수를 갖고 있는 EPS 

완충재와 EVA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유사한 동탄성계수를 갖는 4.7MN/m3의 EPS 완충재는 5.4MN/m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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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완충재보다 80Hz 이상 주파수에서 음압레벨이 낮게 나타나 고

주파대역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EVA 완충재보다 우수하였다. 

하지만 EPS완충재는 50, 63, 80, 100 Hz에서 맨바닥 조건보다 음압레

벨이 증폭되었으며, 이 저주파 영역에서 EVA 완충재는 63 Hz에서만 

증폭되고 나머지 중심 주파수에서는 저감되었다. EPS 완충재는 

EVA 완충재보다 바닥충격음 레벨이 상대적으로 저주파 대역에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뱅머신 중량충격음 단일 수치평가량은 각각 

50, 49dB를 나타내어 EPS 완충재가 1dB 높게 평가되었다. (맨바닥 

Li,Fmax,AW=62dB) 

18MN/m3 의 EPS 완충재와 5.4MN/m3의 EVA 완충재는 125 Hz이상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유사하였지만 100Hz이하 에서 EPS 

완충재가 높게 나타났다. EPS 완충재가 EVA 완충재보다 동탄성계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은 각각 49, 

48 dB로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Fig. 9.39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of EVA and EPS resilie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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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경량충격음 레벨 

Fig. 9.40는 59개 완충재에 대한 1/3 옥타브 밴드 경량충격음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경량충격음은 완충재 설치를 통해 경량충격음 

평가대역인 1/3 옥타브 밴드 100-2500 Hz의 전 주파수대역에서 음압

레벨이 저감되었다. 주파수가 증가될수록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조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완충재 동탄성계수와 바닥충격음 저감량의 관계를 Fig. 9.41에 나타

내었다.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전 주파수 대역의 음압레

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부 완충재는 재료적 특성에 따라 

유사 동탄성계수를 갖는 다른 완충재에 비해 바닥충격음레벨 저감

이 높거나 낮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Fig. 9.40 Light-weight (tapping machine) floor impact noise level in 1/3 

octave bands for 59 resilient materia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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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1 Floor impact noise level difference between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ors condition 

 

Fig. 9.42-(a)는 59개 완충재 조합의 동탄성계수와 경량충격음 단일수

치 평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b)는 완충재가 없는 맨바닥 조건

의 경량충격음 단일 수치평가량 67dB에 대한 완충재조합 바닥구조

의 단일수치 평가량 저감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와 (b)에서 y축의 경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과 x축의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x축에 대한 로그스케일 그래프에서 선형의 관계로 나

타나고 있다. 일부 요철이 있는 형태로 제작된 EVA완충재와 EPP완

충재는 선형구간에서 벗어나 유사 동탄성계수를 갖는 범위에서 높

은 단일수치 평가량을 나타내었다.  

경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과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Fig. 9.42-(b)

와 같이 선형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회기분석을 통해 식 (18)와 

같은 로그 추세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R2은 0.835를 나타내

어 다소 강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3.665 log( ) 29.33y x= -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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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number quantity and dynamic stiffness 

 

(b) Reduction of single number quantity and dynamic stiffness 

Fig. 9.42 Single number quantity of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for 

resilient material combinations (a) and that of reduction level (b) 

S
in

gl
e 

nu
m

be
r q

ua
nt

ity
 o

f l
ig

ht
-w

ei
gh

t i
m

pa
ct

 n
oi

se
 (d

B
)



9. 완충재 

 

299

Fig. 9.43은 완충재조합 두께와 경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20, 40, 60mm 완충재 두께 별로 skyviva재질과 EPS 

재질이 이 가장 낮은 단일 수치 평가량을 나타내었다. 20, 30mm 완

충재 중에서 단열재 EPS 1호와 4호는 동일 두께에서 가장 높은 단

일수치 평가량을 나타내었으며, 요철형 EVA 완충재도 20mm 두께 

완충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Fig. 9.43 Single number quantity of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and 

thickness of resilient material combinations 

 

Fig. 9.44은 EPS 완충재조합 두께에 따른 동탄성계수와 경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완충재 조합의 동탄성계수

가 낮을수록 단일수치 평가량이 감소되었다. 20MN/m3 이하 동탄성

계수를 갖는 40-60mm의 완충재는 유사한 경량충격음 단일 수치 평

가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동탄성계수 범위내에서 동탄성계수와 

단일수치평가량의 상관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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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4 Single number quantity of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and 

dynamic stiffness of EPS resilient material combination 

 

 

Fig. 9.45 Single number quantity of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and 

dynamic stiffness of single resilien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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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5는 단일 완충재의 재질에 따른 동탄성계수와 경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동탄성계수 감소에 따른 경

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 저감 특성은 Fig. 9.35의 중량충격음과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철형 EVA완충재와 요철형 

EPP완충재는 유사 동탄성계수를 갖는 EPS 완충재에 비해 높은 값

으로 나타나 중량충격음과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요철형 

EVA완충재와 EPP완충재는 EPS 완충재에 비해 중량충격음 단일수

치평가량 저감에 효과적이었지만 경량충격음 저감은 미흡하였다. 

 

Fig. 9.46은 경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과 뱅머신 중량충격음 단일

수치평가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경량충격음이 낮을수록 중량충격

음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경량충격음 단일 수치평가량 40dB 이

하에서 중량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경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이 40dB 이하로 나타나

는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Fig. 9.42-(a)의 그래프에서 3MN/m3 이하

이다. Fig. 9.31와 Fig. 9.32에서 동탄성계수 3MN/m3이하에서는 바닥충

격음의 63 Hz 음압레벨과 단일수치 평가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범위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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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6 Correlation between single number quantities of heavy-weight 

and light-weight floor impact noise by combinations of resilient materials  

 

9.3.5. 고찰 

바닥충격음 실험동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를 매우 낮은 조건부터 

높은 조간까지 변경하면서 뱅머신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을 실험

한 결과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전 주파수대역의 바닥충

격음 레벨과 단일수치평가량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은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따라 63 Hz의 음압레벨이 증

폭 또는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MN/m3이하의 동탄성

계수를 갖는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63 Hz의 바닥충격음을 효과적으

로 저감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바닥충격음 실험동은 건식 마감몰탈판을 사용하여 뜬바

닥구조를 만들고 실의 크기 또한 공동주택의 거실에 비해 매우 작

기 때문에 바닥구조의 동적인 거동은 습식으로 뜬바닥구조를 시공

하는 공동주택의 거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실험을 통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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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었던 5MN/m3이하의 완충재

를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한 9.6절의 실험결과에서는 5-20MN/m3의 

완충재 모두 저주파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증폭되어 나타났다. 

경량충격음과 달리 중량충격음은 바닥충격음이 평가되는 주파수 대

역에서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에서 바닥충격음이 증폭되는 구

간과 저감되는 구간이 동시에 존재한다. 중량충격음이 증폭되는 구

간은 9.3절의 연구결과처럼 완충재의 재질, 두께, 동탄성계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또한 콘크리트 슬래브, 마감구조(마감몰탈, 

경량기포콘크리트)등의 동특성도 최종 바닥충격음을 발생시키는 콘

크리트 구조물의 진동응답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고있다. 이후 

9.4-7절의 연구를 통해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슬래브, 마감몰탈 등의 진동응답 등을 계측하여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조의 저주파 음압레벨 증폭현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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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실험실 2, EVA와 EPS 완충재 

완충재의 9.3절의 실험 및 분석결과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

록 높은 주파수대역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Fig. 9.5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Fig. 9.30의 바닥충

격음 레벨에서 완충재의 동탄성에 따라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따라 바닥진동, 바닥충격음

의 변화를 계측하고 완충재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충격음 증폭현

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험은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의 벽체 차음성능 실험동의 수음실 구조물을 이용하였

다. 본 실험실은 9.3절에서 실험된 실험동과 유사한 구조로 수음실

의 크기는 5.1×3.8×3(H)m로	 되어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벽체	 두께는	 250mm이다.	 이동이	 가능한	 50mm	 두께와	 4.3	×3.3m	 크기의	 마감몰탈	 판을	 이용하여	 뜬바닥구조를	 재현할	 수	 있
으며,	 이	 마감몰탈	 판은	 와이어	 메쉬	 등을	 이용하여	 보강되어	 있다.	 	
Fig. 9.47에	 실험동	 전경과	 내부	 그리고	 바닥충격음	 실험	 모습을	 나
타내었으며,	Fig. 9.48의	 실험동	 구조	 평면도와	 단면도	 및	 바닥충격음	
측정점을	 나타내었다.	 이동식	 마감몰탈	 판의	 크기가	 콘크리트	 슬래

브	 바닥보다	 작기	 때문에	 코너	 가진점의	 벽과	 이격	 거리는	 콘크리

트	 슬래브의	 4등분	 점인	 1.08×0.83m이며,	 수음점	 위치는	 기준과	
동일한	 0.75×0.75×1.2m이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달테스트는	 콘
크리트	 슬래브	 바닥면을	 4등분한	 9개의	 측정점에	 대해	 가속도계를	
중앙	 P1	 과	 코너	 P2에	 두고	 9개	 점을	 가진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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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7 Photo of floor impact nois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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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48 Structural plan (a) and section (b) of testing room and 

measurem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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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구조체 진동모드 

Fig. 9.49는 모드분석을 위해 측정된 9개 측정점에 대한 가속도 주

파수 응답함수의 Stability diagram을 나타낸 그래프로 진동모드의 고

유진동수와 응답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Fig. 9.49에서 피크 응답을 

나타낸 고유진동수에서의 모드형상, 모달 감쇠비를 Fig. 9.50에 나타

내었다.  

Fig. 9.50의 진동모드 형상에서 실 중앙부가 크게 변형되는 모드형

상이 24, 34, 50 Hz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인 경우 실의 중앙부가 크게 

변형되는 1차모드는 1개만 발생되지만 본 실험동은 벽체 차음성능 

실험동이라는 구조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Fig. 9.48-(b)의 

단면과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 한 변이 높이가 낮은 보로만 구속되

어 있고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바닥에 띄워진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체 구속조건에 따라 24, 34 Hz의 진동모드는 왼쪽면이 

오른쪽 면보다 변형이 크게 발생되는 모드 형상을 갖고 있으며, 수

음실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모드가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 진

동응답에 같이 계측되었다. 50 Hz의 진동모드는 24, 34 Hz 보다 중앙 

가진조건에서 진동응답이 크게 발생되며, 중앙부와 콘크리트 벽으

로 지지된 우측 바닥면이 크게 진동하는 모드 형상을 갖는다. 최대 

변형이 바닥면 전체에서 2개소에서 발생되는 2차 진동모드는 66, 83 

Hz에서 나타나며 83Hz의 진동응답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실험동

은 1차 및 2차 진동모드 고유진동수가 50, 83 Hz에 존재하는 구조체

로 Fig. 9.6의 거실의 1, 2차 진동모드인 26, 40 Hz에 비해 높은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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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9 Stability diagram (CMIF, Imaginary) of bare concrete slab 

(Modal estimation method: Rational Fraction Polynominal-Z, Minimum 

Iteration 80, Frequency range: 5-300 Hz) 

 

 

Fig. 9.50 Vibration mode shapes and damping 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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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1개 EVA와 4개 EPS 완충재)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진동응답을 증폭시키는 고유진동수 파악

을 위해 1개의 EVA완충재와 동탄성계수가 다른 4개의 EPS 완충재

를 대상으로 중앙 P1을 가진하였을 때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 P2에

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변화를 계측하였다. 또한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공진에 대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변형이 없는 콘크리트 바닥면에 완충재와 마감몰탈을 올려놓

고 마감몰탈 중앙을 가진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마감몰탈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측하였다. 사용된 완충재의 물성은 Table 9.7과 

같다.  

 

Table 9.7 Resilient material properties 

 EVA EPS1 EPS2 EPS3 EPS4 

Thickness 
(mm) 

20-30 41 20 28 13 

Dynamic 
stiffness 

(MN/m3) 
7.7 6.3 10.3 11.4 21.1 

f0 (Hz) 32 29 37 39 53 

 

Fig. 9.51은 뜬바닥구조에서 마감몰탈 중앙 P1 상부를 가진한 조건

에 대한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서의 가속도 응답함수를 계측한 결

과를 나타낸다.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1차모드 고유진동수는 5개의 

뜬바닥 구조 모두 50→47 Hz로 감소되었으며, 가속도 응답크기도 

감소되었다. 하지만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2차 공진 응답이 발

생되어 가속도 응답이 증폭되었으며, 공진되는 주파수는 EPS 완충

재 동탄성계수 6.3, 10.1, 11.4, 21.1 MN/m3에 대해 각각 57, 74, 84, 99 

Hz로 나타났다. EVA 완충재는 명확한 공진 주파수를 확인이 어려웠

으며, EPS 완충재보다 완충재로 인한 2차 공진응답 크기는 1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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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작게 나타 났지만 100-200 Hz 에서 진동응답 크기는 동탄

성이 가장 높은 21MN/m3 완충재와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6-

11 MN/m3 완충재보다 진동응답이 크게 발생되었다. 

 

 

Fig. 9.51 Acceleration FRF of concrete slab 

 

뜬바닥 구조에서 마감몰탈과 완충재 만의 공진응답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Fig. 9.52와 같이 완충재와 마감몰탈 판을 콘크리트 지면에 

올려놓고 마감몰탈 판 중앙점에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

측하였다. 가진점과 수진점은 마감몰탈판의 중앙점으로 동일하며, 

계측된 가속도 주파수응답함수를 Fig. 9.53에 나타내었다. 마감몰탈 

판에 대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는 마감몰탈 판을 지면과 수평하

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계측되었으며, 마감몰탈 판을 들어올릴 때 

사용된 앵커위치는 총 8개가 삽입되어 있으며, 장변방향으로 1.7m, 

단변방향으로 1.2m간격으로 배치되었고 그 위치는 마감몰탈 판 4 

변으로부터 안쪽으로 0.3m 이격된 위치이다. 

완충재 위에 올려 놓은 마감몰탈 판의 가속도 진동응답은 마감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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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들어올렸을 때의 진동응답과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따라 진동응답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주

파수가 존재하였으며, 이 주파수는 완충재의 탄성과 마감몰탈의 질

량에 의해 공진이 발생되는 주파수이다. 완충재의 공진 주파수는 

EPS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6.3, 10.1, 11.4, 21.1 MN/m3에 대해 각각 52, 

67, 73, 105 Hz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슬래브위에 있을 때 보다 완

충재로 인한 공진 주파수는 낮았다.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완충재

의 공진응답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동탄성계수가 높은 21.1 MN/m3

완충재는 50-80 Hz 대역에서 다른 완충재들 보다 마감몰탈의 진동

응답이 저감되어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은 Fig. 9.51의 21.1 MN/m3

완충재에 대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응답에서 50-80 Hz의 응답이 다

른 완충재에 대한 응답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다.  

 

 

Fig. 9.52 Finishing mortar plate acceleration FRF on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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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3 Acceleration FRF of concrete plate under the ground 

 

9.4.3. 바닥충격음 레벨 (1개 EVA와 4개 EPS 완충재)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5 개의 뜬바닥구조에 대해 고무공 

중량충격원으로 바닥 중앙 P1 을 가진하고 슬래브 중앙 P1 위치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과 수음실 코너 P2 위치에서 음압을 

계측하여 비교하였다.  

Fig. 9.54 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에 대한 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Fig. 9.54-(a)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파형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첫번째 응답(0-0.01s), 즉 

가속도 크기가 양수로 나타나는 파형의 지연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파형중 가속도가 양수로 나타나는 구간은 

고무공이 바닥과 접촉하면서 콘크리트 슬래브에 힘을 가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무공이 바닥을 가진하는 충격력 

지연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Fig. 4.3 에서 충격력의 지연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력의 주파수 성분은 고주파 충격력이 감소되고 

저주파 충격력이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완충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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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성계수에 따른 충격력 변화 특성으로 Fig. 9.54-(a) 파형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은 조건에서는 파형의 크기가 크고 

비교적 sine 함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탄성계수가 낮은 

조건에서는 파형이 여러 개의 sine 파가 중첩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파형의 최대 크기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속도 응답의 시간이력 특성은 Fig. 9.54-(b)의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스펙트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80-200 Hz 주파수 영역에서 가속도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10-50Hz 

영역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가장 낮은 6.3 MN/m3 완충재는 

가장 높은 가속도 응답을 나타내고 동탄성이 가장 높은 21MN/m3 

완충재와 EVA 완충재는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고무공 가진시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에서도 Fig. 9.51과 

Fig. 9.53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나타났던 완충재와 마감몰

탈에 의한 2차 공진 응답이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다. 완충재 동탄

성계수 6.3, 11.4, 21 MN/m3 에 대한 2차공진 주파수는 각각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동일한 57, 84, 98 Hz에서 나타났지만 10.3MN/m3

의 완충재는 명확한 공진 주파수는 나타나지 않고 60-100 Hz 영역

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응답이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크게 나타났다.  

고무공 가진원에서는 10.3MN/m3완충재의 완충재 공진응답이 명확

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고무공 충격원의 충격력력이 71 Hz 부

분에서 급격하게 작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Fig. 4.5 참

조) 이러한 충격원의 충격력 특성 차이로 인해 고무공은 이 주파수

에서 바닥을 가진 시키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가속도 응답도 나타나

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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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wave 

 

(b) Frequency spectrum 

Fig. 9.54 Acceleration response of concrete slab 

 

Fig. 9.55는 바닥 중앙 P1을 고무공으로 가진하였을 때 코너 수음점 

P2에서 계측된 바닥충격음 레벨을 나타낸다.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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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계측된 가속도 응답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바닥충격음 주파

수 스펙트럼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동탄성이 낮을 수

록 고주파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게 나타났으며, 저주파 

대역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2

차 공진이 발생되는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도 동일하게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나 6.3 MN/m3 완충재는 63 Hz에서 음압레벨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10.3, 11.4 MN/m3 완충재는 80-100 Hz의 음압레벨이 

높았다. 21MN/m3 완충재는 100-125 Hz 에서 음압레벨이 가장 높았

으며, EVA 완충재는 160-200 Hz에서 EPS 완충재보다 높은 음압레벨

을 나타내었다. 

 

Fig. 9.55 Heavy-weight floor impact noise (rubber ball) of bare concrete 

slab and floating floFig. 9.55or for 5 resilient materials 

 

9.4.4. 고찰 

바닥 충격음 실험동에서 동탄성계수와 재질이 다른 5종류 완충재에

대해 50mm 마감몰탈 판을 이용하여 뜬바닥구조를 재현하고 중앙 

가진점에 대해 구조체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을 계측하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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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S 20mm 10.3MN/m3

#5 EPS 41mm 6.3MN/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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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결과,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변화에 따라 완충재와 마감

몰탈이 공진되는 주파수는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 수록 공진 주파수는 낮아지고 공진 주파수 이상 

주파수에서의 가속도 응답은 저감되어 나타났다.  

완충재와 마감몰탈 판을 콘크리트 지면위에 올려놓고 완충재와 마

감몰탈의 공진응답을 계측한 결과 콘크리트 슬래브위에서 측정된 

것 보다는 낮은 주파수에서 공진응답이 발생되었지만 마감몰탈과 

완충재의 공진응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험방법은 

완충재와 마감몰탈의 공진주파수를 보다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완충재 공진에 의한 응답 크기도 확인이 가능하여 저주

파 대역의 콘크리트 진동응답 또는 바닥충격음 증폭 현상을 개략적

으로 파악 가능하다.   

본 실험동은 일반 거실에 비해 수음실 체적이 작고 고유진동수도 

높기 때문에 이 실험결과가 공동주택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다. 

하지만 Fig. 9.4의 공동주택에서 20mm의 18MN/m3 완충재에 대한 2

차 공진이 86Hz에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본 실험을 통해 계측

된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2차 공진 주파수는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간의 실험을 통해 계측한 11.4, 21 MN/m3완충

재에 대한 2차 공진주파수는 각각 84, 99 Hz에 나타났으며, 거실에

서 실험된 18MN/m3 완충재는 이 두 주파수의 중간 값인 86 Hz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감몰탈 판의 휨강성을 무시했을 때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대응

되는 마감몰탈 판의 질량은 6.3, 10.1, 11.4, 21.1 MN/m3 의 완충재에 

대하여 각각 50, 47, 40, 54 kg으로 나타났으며, 50mm 마감몰탈 판의 

단위면적당 질량 100kg/m2을 고려했을 때 질량 참여율은 50, 47, 40, 

54 %이다. Fig. 9.4의 공동주택의 18MN/m3 완충재의 경우 질량 참여

율 60%에 비해 낮은 질량 참여율로 나타났으며, 또한 동탄성계수

에 따른 질량참여율의 경향성도 없었다.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첫번째 이유는 11.4, 21.1 MN/m3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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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재의 2차 공진응답이 나타난 84, 99 Hz에 콘크리트 슬래브의 2차 

진동모드 84 Hz의 응답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11.4 MN/m3 완충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2차 고유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완충재의 

공진응답을 발생시켰으며, 21.1 MN/m3의 완충재도 84, 99 Hz에서 두

개의 피크응답을 나타내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2차 진동모드의 응

답이 나타났다.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2차 공진응답은 Fig. 9.51과같이 피크응

답의 주파수 폭이 넓다. 즉 완충재 공진응답은 감쇠가 콘크리트 슬

래브의 모드 응답에 비해 감쇠가 매우 크고 일시적인 응답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다. 완충재의 공진응답은 Fig. 9.51와 Fig. 9.53에서처럼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응답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주파수 폭은 좁

고 응답의 크게 발생된다. 반면 높은 동탄성계수의 완충재는 2차 

공진응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응답이 발생되는 주파수 폭

이 넓고 응답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완충재의 2차 공진 응답 특성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적용되

는 완충재는 항상 일정한 응답을 나타내지 못한다. 낮은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구조의 경우 2차 공진응답에 의해 저주파 대역 진동과 

음압은 증가하는 대신 그 이상 주파수 대역 진동 및 바닥충격음 저

감에 효과적이다. 반면 동탄성계수가 높은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저주파 대역 진동 및 바닥충격음 증폭은 낮은 완충재보다 덜하지만 

그 이상 주파수에서의 진동 및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낮아지게 된

다. 이러한 뜬바닥 구조 특성이 모든 평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의 구조형식과 평면 형태에 따라 바닥충격음

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는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구조체 동특성에 따라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완충재가 사용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완충재의 설계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동특성이 배제된 순수 완충재의 동특

성을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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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실험실 2, 단일층 EPS 완충재 

본 연구는 두께가 30mm 로 동일한 동탄성 계수 7, 8, 17 MN/m3의 3

종류 완충재의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 발생 특성 분석을 위한 연

구이다. 9.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일한 실험동에서, 보다 많은 

측정점에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바닥충격음(뱅머신, 고무공)

을 계측하였다. Fig. 9.48의 실험동 평면에서 가진점은 P1-P5, 수진점

은 P1-4, 수음점은 P1-4이다.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진동

응답의 주파수 특성은 가진점에 따라 마감몰탈의 구속조건 및 콘크

리트 슬래브의 진동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가진점 P1과 코너

가진점 P2에 대해 각각 분석되었다. 

Fig. 9.56는 실험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대한 Box plot이다. 실험

실에서 뜬바닥구조를 만들기 위해 0.9×1.8m2크기의 완충재 11판이 

사용되었으며, 5, 10, 20 MN/m3의 설계 동탄성계수에 대해 반입된 완

충재의 동탄성계수는 평균 6.6, 8.4, 16.9를 나타내었다. 완충재의 동

탄성 계수별 편차는 동탄성계수가 높은 완충재가 크게 나타났다. 

이후 기입된 그래프 및 도표에서 3종류 완충재는 평균값을 적용하

여 7, 8, 17MN/m3 완충재로 명칭 하였다.  

 

Fig. 9.56 Dynamic stiffness of resilie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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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Fig. 9.57은 중앙점 P1과 코너점 P2에 대한 중앙가진-중앙응답과 코

너가진-코너응답 조건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다.  

Fig. 9.57-(a)의 중앙가진-중앙응답 조건에서 7, 8, 17 MN/m3 완충재에 

대해 완충재의 마감몰탈에 의한 2차 공진 주파수는 각각 55, 61, 72 

Hz로 증가되었으며, 진동응답 크기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0 Hz 주파수 영역에서 동탄성계수가 가장 낮은 7MN/m3의 완충

재가 가장 큰 가속도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17MN/m3 완충재가 가장 

작은 가속도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 주파수 영역에서 뜬바닥구조의 

응답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크게 나타났다. 100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가속도 응답도 감소

되어 나타났다. 

Fig. 9.57-(b)의 코너가진-코너응답 조건에서 완충재 동탄성계수 증가

에 따라 완충재 2차 공진 주파수는 55, 58, 64 Hz로 나타났으며, 중앙 

가진-중앙응답 조건에 비해 각각의 완충재의 2차 공진응답 주파수 

및 가속도 응답의 크기가 감소되어 나타났다. 또한 10-50 Hz 주파수 

영역에서 8MN/m3완충재가 7MN/m3 보다 큰 응답으로 나타나 콘크

리트 슬래브 가속도 응답은 각 완충재 별로 중앙 가진 조건과 코너 

가진 조건에서 다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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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P1 – receive P1 

 

 

(b) Impact P2 – receive P2 

Fig. 9.57 Acceleration F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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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8은 중앙 가진점 P1과 코너가진점 P2에 대한 1/3 옥타브 수

음실 평균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수음실 평

균 음압주파수 응답함수는 P1-4의 4개 측정점에 대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Pa 단위에서 선형 평균하고 dB 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Fig. 9.58-(a)의 중앙가진 조건에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음

압 응답이 증폭되는 주파수로 7MN/m3완충재는 31.5, 40, 50, 63 Hz로 

나타났으며, 8MN/m3 완충재는 40, 50, 63 Hz, 그리고 17MN/m3 완충재

는 40, 80 Hz로 나타났다. 완충재의 동탄성이 낮은 완충재는 저주파 

대역에서 음압 증폭이 큰 반면 고주파 대역에서는 저감이 크게 나

타났다. 완충재 동탄성계수 증가에 따라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크

기가 증폭되는 주파수는 가속도 응답과 마찬가지로 증가되어 나타

나 7, 8, 17MN/m3 완충재의 완충재 공진 주파수는 각각 50, 63, 80 Hz

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중심주파수는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완충재 공진주파수로 나타난 55, 61, 72 Hz를 포함하는 중심주파수로 

완충재로 인한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증폭이 바닥충격음 증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58-(b)의 코너 가진 조건에서 뜬바닥 구조 사용에 의한 저주

파 바닥충격음 증폭현상은 중앙 가진 조건 보다 스펙트럼이 저주파 

대역으로 수평 이동한 형태로 나타났다. 코너가진 조건에서 25, 31.5 

Hz의 음압 증폭은 중앙 가진점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63Hz 에서 

증폭현상은 저감되었다. 완충재의 동탄성이 가장 낮은 7MN/m3 완

충재는 63 Hz 이상 주파수에서 가장 낮은 레벨을 나타내었고 동탄

성계수가 가장 높은 17MN/m3 완충재는 동일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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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P1 

 

 

(b) Impact P2 

Fig. 9.58 1/3 Octave acoustic pressure FRF (room average for 4 

receiv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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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고무공 가진에 대한 가속도 응답 

고무공 가진원에 대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 시간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을 중앙가진점과 코너가진점에 대해 각각 Fig. 9.59, 

Fig. 9.60에 나타내었다. 

Fig. 9.59은 중앙점 가진에 대한 중앙점에서의 가속도 응답을 나타

낸 그래프로 Fig. 9.59-(a)의 가속도 시간파형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

수가 낮을수록 첫번째 가속도 응답 파형의 시속시간이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속도 시간이력 특성은 콘크리트 슬래브

를 가진하는 고무공의 충격력 지연시간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고무

공이 바닥면에서 떨어진 후 (가속도 파형의 음수 영역) 가속도 응

답 크기는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파형도 

보다 단순한 sine 파형에 가깝게 나타나 고주파 성분의 진동응답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파형의 특성은 Fig. 9.59-(b)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동탄성

계수가 낮은 완충재에서 60 Hz 이하 저주파 대역의 가속도 응답이 

증가되고 80 Hz 이상 주파수에서 응답이 감소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진동응답 증폭은 7MN/m3 완충재에서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70 Hz 전후로 충격력이 급격

히 낮아지는 고무공의 충격력 스펙트럼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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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leration time wave 

 

 

(b) Acceleration frequency spectrum 

Fig. 9.59 Acceleration response at P1 for rubber ball impacts at P1 

 

Frequency (Hz)
101 102 103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Bare concrete
7MN/m3

8MN/m3

17MN/m3



9. 완충재 

 

325

Fig. 9.60-(a)의 코너점 가진에 대한 코너점에서의 가속도 응답에서 

동탄성계수가 낮은 완충재의 충격력 지연시간이 증가되는 현상은 

중앙가진 조건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가진되는 전

체 시간이 중앙 가진 조건보다 짧아졌으며, 각 완충재의 가진 시간 

차이가 중앙 가진 보다 크게 나타났다.  

Fig. 9.60-(b)의 가속도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완충재 동탄성계수별로 

중앙가진점에서 확인되었던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2차 공진 응

답은 없었지만 이보다 10 Hz 낮은 주파수에서 완충재 동탄성계수에 

따른 가속도 응답 증폭이 발생되어 7, 8, 17 MN/m3 완충재에 대해 

각각 41, 44, 46 Hz에서 가속도 응답이 증폭되어 나타났다. 동탄성계

수가 낮을수록 보다 저주파 대역에서 진동응답이 크게 나타났지만 

높은 주파수에서는 가속도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탄성계수가 가장 낮은 7MN/m3의 완충재는 약 40 Hz에서 가속도 

레벨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50 Hz 이상부터는 가장 낮은 레벨로 

나타났다. 

 

(a) Acceleration tim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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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celeration frequency spectrum 

Fig. 9.60 Acceleration response at P2 for rubber ball impacts at P2 

 

9.5.3. 바닥충격음 (경량 및 중량 충격음) 

뱅머신, 고무공의 표준바닥충격원에 대해 뜬바닥구조의 중앙 가진

점과 코너 가진점에서의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을 비교하여 

각각 Fig. 9.61, Fig. 9.63에 나타내었다. 또한 두가지 표준바닥충격원

에 대해 5개 가진점과 4개 수음점의 1/3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 

스펙트럼을 각각 Fig. 9.62, Fig. 9.64에 나타내었고 1/1 옥타브 바닥충

격음 레벨과 단일수치 평가량을 각각 Table 9.8, Table 9.9에 나타내었

다.  

뱅머신, 고무공 대한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 과 가진점에 따른 수음

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은 1/3 옥타브 밴드 630Hz 이하에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바닥충격음이 증

폭되는 레벨 크기는 충격원의 충격력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Fig. 9.61-(a)의 뱅머신의 중앙점 가진에 대한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

음 레벨은 50 Hz 이하에서 7MN/m3의 완충재가 가장 높은 음압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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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고 63 Hz는 8MN/m3완충재, 그리고 80 Hz에서는 

17MN/m3 완충재가 가장 높은 음압을 나타내었으며, 맨바닥 콘크리

트 슬래브보다 증폭되어 나타났다. Fig. 9.61-(b)의 코너가진에 대해 

40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7MN/m3의 완충재가 가장 높은 음압레

벨을 나타내었고 63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7, 8 MN/m3 완충재는 맨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음압레벨이 저감되었다. 17MN/m3 완충

재는 50 Hz 이하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증폭 없이 맨바닥 콘크리

트 슬래브와 유사한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지만 63, 100 Hz에서는 음

압을 증폭시키고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Fig. 9.62의 뱅머신에 대한 1/3 옥타브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에서 완

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저주파 바닥충격음 레벨은 더욱 증

폭되며 100 Hz 이상 주파수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효과적으로 저감

되었다. 동탄성계수가 가장 낮은 7MN/m3 완충재는 50Hz 이하에서 

가장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지만 63 Hz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완충재 동탄성계수별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증폭을 일으키는 주파수 대역은 구분되어 나타나

7MN/m3 완충재는 31.5-50 Hz, 8MN/m3 완충재는 40-63 Hz, 그리고 

17MN/m3 완충재는 50-80 Hz에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음

압레벨이 증폭되었다. 

Table 9.8의 뱅머신에 대한 1/1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의 각 중심주

파수의 최대 음압레벨을 나타낸 완충재는 31.5 Hz에서 7MN/m3 완

충재 63, 125 Hz에서는 17MN/m3 완충재로 나타났다. 단일 평가 지

수는 맨바닥 콘크리트 53dB에서 7MN/m3완충재만 1dB가 저감된 

52dB로 나타나고 나머지 완충재는 맨바닥 콘크리트와 동일한 53dB

로 나타났다. 

 

Fig. 9.63, Fig. 9.64, Table 9.9에 나타낸 고무공에 대한 바닥충격음 주

파수 특성은 뱅머신과 동일하다. 하지만 고무공에 대한 중량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은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저감되어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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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55dB 대비 7, 8, 17MN/m3의 완충재는 각각 

43, 46, 49dB를 나타내었다.  

 

(a) Impact center P1 

 

(b) Impact corner P2 

Fig. 9.61 Room average floor impact noise level (bang-machine) at 

impa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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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2 Floor impact noise level (bang-machine) 

 

 

Table 9.8 1/1 Octave floor impact noise level (bang-machine) and single 

number quantity 

 Bare concrete 7MN/m3 8MN/m3 17MN/m3 

31.5 86.7 89.4 87.7 85.1 

63 80.0 82.3 83.6 83.8 

125 67.5 57.8 59.3 63.4 

250 60.1 49.5 51.3 49.9 

500 51.7 49 48.6 52.6 

Li,Fmax,AW 53 52 5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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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center P1 

 

 

(b) Impact corner P2 

Fig. 9.63 Room average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at impa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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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4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Table 9.9 1/1 Octave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and single 

number quantity 

 Bare concrete 7MN/m3 8MN/m3 17MN/m3 

31.5 77.8 80.9 79.2 77.9 

63 72.8 74.0 75.3 75.3 

125 68.2 54.6 58.9 62.4 

250 66.5 47.5 51.7 52.2 

500 55.8 41.4 44.7 52.7 

Li,Fmax,AW 55 43 4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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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고찰 

바닥 충격음 실험동에서 동일한 두께 30mm를 갖는 7, 8, 17 MN/m3

의 3종류 EPS 완충재에 대한 가속도 응답과 바닥충격음을 계측하

고 분석한 결과,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뜬바닥구조의 콘

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은 완충재가 없는 맨바닥

구조에 비해 저주파대역에서 더욱 증폭되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효

과적으로 저감되었다. 이러한 완충재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 진동 

및 저감 특성은 9.4절의 5종류 완충재에 대한 실험결과와 비교적 

유사하였다. 하지만 완충재 각각에 대해 7,8 MN/m3 완충재의 2차 

공진응답 주파수인 55, 61 Hz는 Fig. 9.51의 6.3MN/m3 완충재의 57 Hz

와 유사하였지만 17MN/m3 완충재의 72 Hz 공진응답은 Fig. 9.51의 

10.3, 11.4 N/m3의 74, 84 Hz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공진응답이 발생되

었다. 동탄성이 높은 완충재의 2차 공진 응답 주파수에 대한 재현

성이 낮게 나타났다.  

Fig. 9.56에서 반입된 완충재들의 동탄성계수가 높을수록 개별 완충

재간의 동탄성계수 편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편차가 2차 공진 응답 주파수를 다르게 하는 원인일 것

으로 판단된다. EPS 완충재는 발포 성형된 육면체의 EPS 블록을 컷

팅하여 판형 완충재를 제품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EPS 블록의 재료

가 균질하지 않다면 생산되는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다르게 나타

나게 된다. EPS 제작과정상 발포성형된 EPS 블럭의 모든 위치에서 

물성을 동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편차는 

항상 존재하며, 실험된 결과로는 동탄성계수가 높을 수록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완충재의 증폭 및 저감 특성은 상부 바닥구조의 가진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앙 가진점은 코너 가진점에 비해 완충재와 마

감몰탈에 의한 2차공진응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코너 가진조건에 

비해 높은 주파수에서 공진응답을 발생시켰다. 반면 코너 가진점은 

31.5, 40 Hz와 같이 낮은 주파수에서의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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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시킨 반면 중앙 가진점보다는 63 Hz 이상 주파수에 증폭이 덜

하거나 또는 저감되었다. 코너가진점에 대한 완충재 공진응답은 중

앙 가진점보다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 9.60의 고무공에 대한 코너가진-코너응답 조건에서 40-50 Hz 대

역에서 완충재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저주파 가속도 레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피크 응답 주파수는 동탄성계수가 증가될수록 증가

되었다. Fig. 9.65는 코너가진-중앙응답에 대한 가속도 주파수응답함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코너 가진한 경우에도 중앙계측점에서 45, 

46, 47 Hz 의 가속도 피크가 계측되었다. 

 

Fig. 9.65 Acceleration FRF for impact corner P2 – receive center P1 

 

코너 가진점에 대한 완충재와 마감몰탈의 공진응답이 발생되는 위

치는 코너점이 아닌 바닥 중앙일 가능성이 높다. 즉 완충재와 마감

몰탈은 적층되는 순간부터 완충재의 탄성과 마감몰탈의 질량에 의

한 공진응답은 바닥구조의 고유진동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

앙점 또는 코너점에 관계없이 바닥구조가 가진되면 완충재와 마감

몰탈의 공진응답은 발생되는 것이다. 그 위치는 마감몰탈과 콘크리

트 슬래브가 넓은 면적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중앙부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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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Fig. 9.7의 공동주택 거실의 완충재 공진응답이 발생되는 주

파수의 모드형상에서도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위치에

서 변형이 크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단, 가진점 위치에 

따라 공진응답이 발생되는 주파수는 마감몰탈의 질량 참여율이 슬

래브 중앙 변형에 따라 다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을 가

진하여 중앙 부위에 변형이 집중되는 변형 형상에 대해서는 마감몰

탈의 질량 참여율이 낮고 코너 부분을 가진하여 중앙 부분의 변형

이 넓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감몰탈의 질량참여율이 높아져 공진

응답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이다. 

 

Table 9.8, Table 9.9의 뱅머신과 고무공의 중량충격음 단일수치평가량

에서 뱅머신은 뜬바닥구조 사용 후 단일수치 평가량 저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무공은 뜬바닥구조 사용 후 단일수치 평가량

이 크게 저감되면서 동탄성계수가 가장 낮은 완충재에 대해서는 

12dB까지 단일수치 평가량이 저감되었다. . Fig. 9.66에 각 완충재 별

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대비 뜬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저감 레

벨을 나타내었다. 뱅머신은 모든 완충재에 대해 63 Hz의 바닥충격

음이 고무공보다 더 증폭되어 나타난 반면 125 Hz이상 주파수에서

는 고무공이 뱅머신보다 중량충격음 레벨을 더 저감시켰다. 이러한 

충격원에 따라 뜬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은 뜬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발생 특성이 충격원의 충격력 특

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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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7 MN/m3                    (b) 8 MN/m3 

 

          (c) 17 MN/m3 

Fig. 9.66 Floor impact noise level reduction for each resilient materials 

 

뱅머신과 고무공은 충격력 스펙트럼의 주파수 특성이 전혀 다르다. 

Fig. 4.5의 두 표준 중량 충격원의 충격력 스펙트럼에서 뱅머신은 

약 75 Hz 이하 주파수에서 고무공보다 충격력 레벨이 높은 반면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고무공이 뱅머신보다 높다. 또한 Fig. 4.4에서 뱅

머신과 고무공의 충격력 지연시간은 20ms 로 유사하지만 최대 충

격력은 뱅머신과 고무공이 각가 4200, 1600 N으로 다르기 때문에 충

격량(impulse)은 뱅머신이 고무공보다 훨씬 크다.  

맨바닥구조에서는 표준 충격원의 충격력 스펙트럼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63 Hz의 바닥충격은은 뱅머신이 크고 125 Hz 이상은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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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더 크다. 하지만 뜬바닥구조에서는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공진응답이 80 Hz 이하에서 발생되기 때문이 이 주파수에서 고무공

보다 충격력이 큰 뱅머신은 더 큰 완충재 공진응답을 발생시켜 63 

Hz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고무공보다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또

한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뱅머신보다 고무공의 충격력 레벨이 

큼에도 불구하고 뱅머신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고무공보다 크게 나

타난다. 그 이유는 충격원의 충격량과 관계 지을 수 있다. 충격량

이 큰 뱅머신은 뱅머신의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완충재의 변

형이 크게 발생되면서 완충재는 압축된다. 압축된 완충재는 더 단

단해지기 때문에 고주파 대역의 충격력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없다. 반면 고무공은 뱅머신보다 충격량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충재의 압축변형도 작으며, 이에 따라 고무공의 고주파 충격력은 

완충재로 인해 뱅머신보다 크게 저감되고 바닥충격음도 효과적으로 

저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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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동주택 거실, 3개의 EPS 완충재 

바닥충격음 실험동에서 실험된 다양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대한 

바닥충격음 및 바닥진동 응답 분석결과를 바탁으로 5, 10, 20 MN/m3 

완충재에 대해 공동주택에 적용하여 가속도 응답 및 바닥충격음을 

계측하고 분석하였다.  

Table 9.10을 실험된 공동주택 거실의 호수와 바닥구조에 사용된 완

충재의 물성을 나타낸다. 4개의 세대는 동일한 84m2의 크기를 갖는 

공동주택으로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를 사이에 두고 대칭된 평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실의 바닥구조 크기 및 지지 조건은 동

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일한 평면이라 하더라도 사용된 콘

크리트 및 시공 상태에 따라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4개 세대 모두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에서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을 계측하였고 

뜬바닥 구조에 대해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 9.10 Testing living room number and resilient material properties 

Living room 
number 

501 504 603 604 

Dynamic stiffness 
(MN/m3) 

5 20 10 5 

Thickness (mm) 30 30 30 30 

 

Fig. 9.67은 604호 세대의 구조평면도이며, 바닥충격음 계측을 위한 

P1-5의 5개 측정점과 바닥 진동 모달테스트를 위한 25개의 그리드 

점을 같이 나타내었다.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가진점은 P1-5, 수

진점은 P1, 수음점은 P1-4이고 바닥 진동 모달테스트를 위한 수진

점은 25개 그리드 점의 13번과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거실 중앙

점 P1 총 2개소 이다. 바닥충격음은 뱅머신, 고무공, 태핑머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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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을 계측하였다.  

 

 

Fig. 9.67 Structure plan of residential building and measurement points 

in living room 

 

9.6.1. 바닥 진동모드 

모달테스트는 604호에서만 실험되었다. Fig. 9.68은 25개 가속도 주파

수 응답함수에 대한 Stability diagram을 나타내며, 각 피크 주파수에 

해당되는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 그리고 모달 감쇠비를 Fig. 9.69에 

나타내었다. 거실과 주방 상이에 구조벽 또는 비구조벽이 없는 평

면형태를 갖고 있어 1, 2차 고유진동수는 25, 33 Hz로 비교적 동일한 

평면 크기의 공동주택 거실에 비해 낮은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었다. 

Fig. 9.4의 114m2 공동주택 거실의 1, 2차 고유진동수 26, 40 Hz 와 비

교했을 때 실험된 공동주택 거실은 평면 크기도 작으면서 저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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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고유진동수도 낮은 특징을 보인다. 

 

Fig. 9.68 Stability diagram (CMIF, Imaginary) of bare concrete slab 

(Modal estimation method: Rational Fraction Polynominal-Z, Minimum 

Iteration 80, Frequency range: 5-400 Hz) 

 

 

Fig. 9.69 Vibration mode shape, mod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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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0은 모달테스트 측정시 2개의 가속도계 위치에서 계측한 25

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평균한 스펙트럼이다. 1차모드 응답은 

슬래브 전체면이 움직이는 응답으로 두개의 가속도계 설치 위치에

서 모두 계측되었다. 하지만 모달 테스트 가진점 13번에서 계측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에서는 34 Hz의 2차 진동모드가 계측되지 

않았으며, 거실 중앙점 P1에서 계측된 결과에서는 49 Hz의 3차 진

동모드가 계측되지 않았다. 거실의 중앙 수직선을 y축으로 할 때 

모달테스트를 위한 가속도계를 y축 선상에 설치하여 y축을 기준으

로 대칭되어 움직이는 진동모드는 계측되지 않았다. 

 

Fig. 9.70 Average acceleration FRF of 25 measured results for modal test 

point 13 and living room center P1 

 

9.6.2. 콘크리트 슬래브 주파수 응답함수 

완충재 동탄성계수 5, 10, 20MN/m3에 대해 거실 중앙점 P1에서의 콘

크리트 슬래브와 마감몰탈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측하여 

바닥구조의 진동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9.71는 거실 중앙 P1 가진에 대한 거실 중앙 P1 에서의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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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슬래브와 마감모르타르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Fig. 9.71-(a)에서 뜬바닥구조 시공 후 1, 2차 고유진동수는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감소되어 1차모드는 27→25 Hz, 2차모

드는 34→31 Hz로 2 Hz 감소되어 나타났다.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에서 가속도 응답이 크게 발생되었던 71 Hz 이상의 진동모드 응답

은 뜬바닥 구조 사용에 의해 가속도 응답이 급격하게 저감되었다. 

하지만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공진으로 5, 10, 20 MN/m3 완충재

는 각각 52, 57, 83 Hz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이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비해 증폭되었다.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공진 응답은 Fig. 9.71-(b) 의 마감몰탈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감몰탈의 가속도 응

답크기는 콘크리트 슬래브 1, 2차 진동모드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2차 고유진동수 이상 주파수에서는 마감몰탈의 가속도 응답 

크기가 콘크리트 슬래브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마감

몰탈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크기 비교를 통해 마감몰탈과 콘크

리트 슬래브의 거동은 1, 2차 모드에서는 같은 위상과 같은 크기로 

거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모드 이상 주파수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마감몰탈이 서로 분리되어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완충재와 마감몰탈이 공진되는 주파수에서는 마감몰탈의 진동이 

콘크리트 슬래브로 전달되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이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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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crete slab of floating floor 

 

 

(b) Finishing mortar of floating floor 

Fig. 9.71 Floating floor acceleration F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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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레벨 

Fig. 9.72는 고무공의 거실 중앙 P1 가진에 대한 거실 중앙 P1 위치

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의 시간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

을 나타낸다. Fig. 9.72-(a)의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파형에서 5, 10 

MN/m3 완충재는 비교정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시간 지연시간도 

유사했으며 가속도 파형의 키기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MN/m3 완

충재는 가진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한 여러 주파수를 갖는 가속도 

신호들이 섞여 5, 10 MN/m3 완충재 보다는 복잡한 형태의 파형으로 

나타났다. 

Fig. 9.72-(b)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가

속도 레벨은 콘크리트 슬래브 1, 2차 고유진동수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고무공 가진조건에서도 완충재에 의한 공진응답은 Fig. 9.71

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발생되었다. 단, 

고무공의 충격력 스펙트럼 특성상 70 Hz 대역을 가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파수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이 작게 나

타나고 있다. 동탄성계수가 낮은 5 MN 완충재는 52 Hz 대역에서 완

충재의 공진응답을 보이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가속도 응답이 저

감되어 나타나다가 133 Hz 대역에서 다른 완충재들 보다 가속도 레

벨이 커지는 현상을 보였다. 10 MN/m3 완충재는 5MN/m3 완충재보

다 3 Hz 높은 주파수에서 완충재의 공진응답을 발생시켰으며, 다시 

81 Hz에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가속도 레벨이 높게 나타나

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20 MN/m3 완충재는 59 Hz에서 약하게 가속도 

레벨이 증폭되었으며 완충재 공진에 의해 85 Hz에서 맨바닥 콘크리

트 슬래브보다 가속도 레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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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wave 

 

(b) Frequency spectrum 

Fig. 9.72 Concrete slab acceleration response by rubber bal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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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바닥 충격음  

9.6.4.1. 각 가진점에서의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  

9.5절에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바

닥 가진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도 동일한 특성

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 가진보다는 코너가진 조건에서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증폭이 크게 나타났다. 

Fig. 9.73에 완충재 동탄성계수 및 중앙 또는 코너 가진위치에 따른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을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a), (b)의 5MN/m3 완충재에서 바닥 중앙을 가진한 

경우보다 코너점을 가진한 경우 바닥충격음 증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폭되는 레벨이 저주파 대역에서 중앙점 가진한 것과 유

사할 정도로 나타났다. (c), (d)의 10MN/m3 완충재도 동일한 특성으

로 코너 가진점에서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증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5, 10 MN/m3 완충재 모두 40 Hz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가장 

크게 증폭되었고 최대 음압레벨로 나타났다. (e), (f)의 20MN/m3 완충

재는 실험된 세 종류 완충재 중에서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증폭

이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 가진 조건에서 31.5, 40 Hz에서

는 저감되는 경우도 있었다. 20MN/m3는 중앙 및 코너 가진조건에서 

80 Hz에서 바닥충격음이 가장 크게 증폭되어 나타났다. 동탄성 계

수가 가장 높지만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효과 

적으로 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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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MN/m3, Impact center P1       (b) 5MN/m3, Impact corner P2 

  

(c) 10MN/m3, Impact center P1       (d) 10MN/m3, Impact corner P2 

 

(e) 20MN/m3, Impact center P1       (f) 20MN/m3, Impact corner P2 

Fig. 9.73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at center and corner 

impac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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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2.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 (고무공) 

Fig. 9.74은 4개 세대의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5개 가진점

과 4개수음점의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고무공)을 비교한 그래프이

다. 세대별 바닥충격음 차이는 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603와 

604호는 바닥충격음 레벨이 유사하지만 604호와 504호의 수직방향

으로 인접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레벨 차이가 발생하였다. 5층 세

대의 바닥충격음이 6층세대보다 전 주파수 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Fig. 9.74 Floor impact noise level of bare concrete slabs 

 

바닥충격음이 유사하게 나타난 세대별로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충

격음 레벨을 비교하였다. Fig. 9.75-(a)는 603호와 604호의 평균 바닥

충격음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완충재가 없는 바닥구조에 비해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25-80 Hz의 바닥충격음은 증폭되었으며, 125 Hz 

이상 바닥충격음은 저감되어 나타났다. 완충재 동탄성계수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변화로 5MN/m3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80 Hz

에서는 10MN/m3 완충재보다 크고 100 Hz에서는 반대로 나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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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레벨 차이가 전 주파수 대역에서 저감 및 증폭되는 특

성이 나타나지 않아 5, 10 MN/m3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75-(b)는 501호와 504호의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5MN/m3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구조는 25-63 Hz에서 바닥

충격음이 5dB 이상 증폭되었지만 20 MN/m3 완충재는 40, 63, 80 Hz

에서 약 2-3 dB 증가되고 나머지 주파수에서는 증폭이 없거나 바닥

충격음이 저감되어 나타났다. 또한 동탄성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125 Hz 이상에서 5MN/m3 완충재 보다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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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9.75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of floating floors 

 

Fig. 9.76에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조의 바닥충격음 

레벨 차이를 나타낸 바닥충격음 저감레벨을 나타내었다. 모든 완충

재는 25-100 Hz에서 바닥충격음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20 MN/m3 완

충재는 이 주파수 영역에서 바닥충격음 증폭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5MN/m3 완충재보다 10MN/m3 완충재가 40, 50, 63 Hz에서 바닥

충격음을 더 증폭시켰으며, 동일한 동탄성을 갖는 5MN/m3 완충재

의 바닥충격음 저감레벨이 다르게 나타났다.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모든 완충재가 바닥충격음 레벨을 저감

시켰으며, 특히 125 Hz 에서 대부분의 완충재가 7-10dB 바닥충격음

을 저감시켰다. 동탄성계수가 가장 높은 20 MN/m3 완충재가 이 주

파수에서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 일반적인 

바닥충격음 저감 경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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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6 Floor impact noise level reduction 

 

뱅머신에 대해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이 유사하게 

나타난 세대별로 완충재별 바닥충격음 레벨을 비교하였으며, 주파

수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내지 않고 APPENDIX C에 

첨부하였다. 

Table 9.11,  

Table 9.12은 각각 고무공과 뱅머신에 대한 1/1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과 단일수치평가량을 나타낸 표이며, 실험된 모든 세대에 대해 

나타내었고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레

벨을 비교하였다.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비해 증가된 바닥충격

음 레벨 또는 단일 수치평가량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또한 각 

표의 하단부에 바닥충격음 저감레벨을 나타내어 완충재에 따라 증

감되는 바닥충격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9.11의 고무공 중량충격음은 뜬바닥구조 사용으로 31.5, 63 Hz

의 바닥충격음이 모두 증폭되었으며, 5, 10MN/m3 완충재는 두 주파

수에서 모두 5dB 이상 증폭되었다. 20MN/m3 완충재는 31.5, 63 Hz 

1/3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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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1dB 정도로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5 Hz 이상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가장 우수하여 단

일수치 평가량은 45 dB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9.12의 뱅머신에 대한 중량충격음은 뜬바닥구조 사용에 따라 

31.5, 63, 125 Hz까지 바닥충격음이 증폭되어 나타났으며, 31.5, 63 Hz

의 증폭되는 레벨은 약 5-6 dB로 고무공과 유사한 바닥충격음 증폭

을 나타내었다. 반면 125 Hz 에서 바닥충격음 저감은 3개 완충재 

평균 1.1dB로 고무공의 4.1dB 보다 낮게 나타났다.  뜬바닥구조 사

용으로 뱅머신 중량충격음의 단일수치 평가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603호(10MN/m3) 와 501호(5MN/m3)는 동일하게 3dB 단일

수치 평가량이 증가되어 나타났다. 

Table 9.13는 고무공과 뱅머신의 중량충격음 레벨 차이를 나타낸 표

이다. 31.5, 63 Hz에서 뱅머신은 고무공보다 약 6-9dB 큰 레벨을 나타

내고 있으며 125 Hz에서는 맨바닥구조의 경우 고무공이 더 크게 나

타나지만 뜬바닥구조에서는 뱅머신이 더 크게 나타났다. 250 Hz 이

상에서는 고무공이 뱅머신보다 바닥충격음 레벨이 1-7dB 크게 나타

났다.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고무공이 뱅머신보다 1-2dB 높게 나타났지만 뜬바닥구조에서는 고

무공이 3-4dB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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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11 1/1 Octave floor impact noise level (rubber ball) and single 
number quantity 

 603 
bare 

603 
10MN 

604 
 bare 

604 
5MN 

501 
bare 

501 
5MN 

504 
bare 

504 
20MN 

31.5 74.7 81.9 74.4 81.0 77.7 84.0 76.9 78.1 

63 64.8 71.6 65.3 70.8 68.3 74.2 69.7 70.9 

125 64.2 61.2 65.9 59.8 65.6 62.9 66.0 61.3 

250 57.0 53.3 57.3 53.1 60.6 53.7 59.4 51.7 

500 45.2 40.6 45.7 41.8 47.2 41.4 48.2 40.9 

Li,Fmax, AW 48 46 49 45 50 47 50 45 

31.5  -7.3   -6.6   -6.3   -1.1  

63  -6.7   -5.4   -5.9   -1.2  

125  3.0   6.0   2.7   4.7  

250  3.7   4.2   6.9   7.7  

500  4.6   3.9   5.8   7.3  

Li,Fmax, AW  2   4   3   5  

 

Table 9.12 1/1 Octave floor impact noise level (bang machine) and single 
number quantity 

 603 
 bare 

603 
10MN 

604 
 bare 

604 
5MN 

501  
bare 

501 
5MN 

504  
bare 

504 
20MN 

31.5 83.0 89.2 83.3 88.2 86.0 91.5 84.0 85.8 

63 73.5 79.9 73.3 78.8 75.6 81.6 76.0 78.4 

125 61.4 61.5 63.2 59.9 62.4 64.1 63.4 60.4 

250 52.5 50.0 54.8 49.0 53.8 51.1 55.1 46.7 

500 41.2 39.3 42.5 38.9 44.2 39.4 47.4 38.3 

Li,Fmax, AW 46 49 48 48 48 51 49 48 

31.5  -6.2   -4.9   -5.5   -1.8  

63  -6.5   -5.5   -6.0   -2.4  

125  -0.1   3.3   -1.7   3.0  

250  2.5   5.7   2.7   8.5  

500  1.9   3.6   4.7   9.1  

Li,Fmax, AW  -3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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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13 1/1 Octave floor impact noise level difference between rubber 

ball and bang machine (rubber ball – bang machine) 

 
603 

 bare 

603 

10MN 

604 

 bare 

604 

5MN 

501  

bare 

501 

5MN 

504  

bare 

504 

20MN 

31.5 -8.3  -7.2  -9.0  -7.3  -8.3  -7.5  -7.1  -7.7  

63 -8.6  -8.4  -8.0  -8.1  -7.3  -7.4  -6.3  -7.5  

125 2.8  -0.3  2.7  -0.1  3.2  -1.2  2.6  0.9  

250 4.5  3.3  2.6  4.1  6.8  2.6  4.3  5.0  

500 4.0  1.3  3.2  2.8  3.1  2.0  0.8  2.6  

Li,Fmax, AW 2  -3  1  -3  2  -4  1  -3  

 

9.6.5. 고찰 

공동주택 거실에 5, 10, 20 MN/m3의 완충재를 설치하고 바닥 진동응

답 및 바닥충격음을 척정한 결과 실험된 모든 뜬바닥구조는 80Hz 

이하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을 증폭시키고 100Hz 이상의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켰다. 5, 10MN/m3완충재는 20 MN/m3완충재에 비해 

50 Hz의 저주파 대역의 바닥 진동 및 바닥충격음을 더 크게 증폭시

켰으며, 80Hz 에서는 20 MN/m3완충재에서 더 큰 바닥 진동 및 바닥

충격음 증폭이 나타났다. 고무공 충격원에 대해 바닥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은 모든 완충재에서 단일 수치 평가량이 감소되어 나타

났지만 뱅머신은 20 MN/m3완충재에서만 1dB 감소되고 나머지 완충

재는 중량충격음 단일수치 평가량이 증가되어 나타났다. 

Fig. 9.70는 25개 바닥판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평균한 스펙

트럼으로 가진위치에 따라 바닥 진동모드응답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거실과 주팡을 포함한 공간의 중앙점인 13번 지점을 가

진하는 경우 49Hz의 (1,3) 진동모드 응답이 발생된 반면 (1,2) 진동

모드 응답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거실 중앙 P1을 가진하는 경우 34 

Hz의 (1,2) 진동 모드 응답은 발생된 반면 (1,3) 진동모드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49 Hz 의 진동응답은 1/3 옥타브의 50Hz 중심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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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또는 1/1 옥타브의 63 Hz 중심주파수에 포함되는 주파수로 바닥

충격음 평가를 위한 63Hz의 바닥충격음을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

는 주파수 이다. 가진점의 위치는 저주파 대역 바닥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의 경우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거실 중앙점 외에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이 최대가 발생되는 가진점은 진동모드 형상에 의해 결정된다. 

실험실에서 실험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따른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 변화는 Fig. 9.51, Fig. 9.57에서 처럼 완충재의 동탄성계

수가 낮을수록 완충재의 공진 응답 이후 주파수에서 콘크리트 슬래

브의 가속도 응답은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비해 감소되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의한 공진응답 이후 

주파수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 크기는 저감되지 않고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보다 응답이 크게 발생되는 주파수 영역이 

존재하였다. 이 주파수 영역은 Fig. 9.70에서 확인되는 약 71 Hz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고차 진동모드 응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10, 20 MN/m3의 경우는 80 Hz 영역에서 또다

른 진동응답 피크를 갖고 있다. 

공동주택 현장에서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조의 바닥충격음 발

생 특성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실험된 결과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실험실보다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저감이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거실은 소규모 실험

실 보다 더 많은 진동모드의 응답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고차 진동모드 응답은 저주파 대역에서 완충재로 

인한 충격력 스펙트럼 증폭으로 더 큰 진동응답을 크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된 공동주택은 20 MN/m3 완충재에 대해 바닥충격

음 저감효과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바닥충격음 저감효과는 동

탄성 계수가 낮은 완충재에 비해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을 증폭시

키지 않은 결과이다. 단 80 Hz 대역은 동탄성계수가 낮은 완충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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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바닥충격음 증폭이 크게 발생되었다. 뜬바닥 구조의 경우에서

도 입력되는 충격력 신호에 대한 가속도 응답 또는 바닥충격음 응

답의 출력신호에 대한 주파수 선형성은 Fig. 3.20에서 처럼 100 Hz 

이하에서 존재한다. Fig. 4.16에서 처럼 거주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

되는 보행 충격력이 125 Hz 이상에서 고무공 또는 뱅머신보다 매우 

작음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완충재는 동탄성 계수를 높게 설계하

여 저주파 대역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 증폭이 작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9.7.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거실과 방의 바닥조건에 따라 맨바닥 콘

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구조의 가속도 응답과 바닥충격음을 계측하

여 분석하고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는 완충재 공진에 의해

저주파 대역의 진동응답과 바닥충격음을 증가시키지만 고주파 대역

은 감소시킨다. 이러한 뜬바닥 구조의 바닥진동 특성 변화로 뜬바

닥 구조 사용을 통해 경량충격음은 효과적으로 저감되었지만 중량

충격음은 저주파 대역 음압레벨 증가로 단일 수치 평가량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되어 나타났다.  

2) 뜬바닥구조의 마감몰탈 등에 의한 질량 증가 및 완충효과를 통

해 바닥구조의 고유진동수는 감소되었으며, 감쇠비는 증가되었다. 

뜬바닥구조는 완충재의 탄성과 마감몰탈의 질량이 공진을 일으키는 

추가 진동모드가 생성되며, 본 연구에 사용된 18.5MN/m3의 완충재

는 거실 중앙가진시 86 Hz에서 완충재의 공진응답이 발생되었다. 

3) 실험된 뜬바닥 구조는 약 100Hz이하에서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

음이 모두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의 음

압레벨은 저감되어 나타났다. 특히 63, 80Hz의 음압 레벨이 다른 주

파수에서보다 크게 증폭되었는데 이는 마감몰탈과 완충재의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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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과 일치한다. 

4) 뜬바닥 구조의 100 Hz 이하에서 음압레벨이 증폭되는 주파수와 

그 크기는 가진점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그 이유는 각 가진점의 완

충재의 공진응답에 참여하는 마감몰탈의 유효 질량이 다르기 때문

이다.  

5) 역해석법을 이용하여 계측한 뜬바닥 구조의 역해석 뱅머신 충격

력 스펙트럼은 완충재와 마감몰탈에 공진응답과 완충재의 충격력 

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저주파 대역에서는 증폭되고 고주파 대역은 

충격력 레벨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계측된 역해석 충격력은 가

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deep이 뱅머신 가진에 대한 가속도 스펙터

럼의 deep과 주파수가 다를 때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deep이 

발생되는 주파수에서 충격력 피크가 발생되는 오차를 갖고 있다.  

6) 역해석 충격력이 오차 없이 가진위치 별로 측정될 수 있다면 완

충재의 동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물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역해석 충격력 스펙트럼은 다양한 현장 조건에서의 

최적의 완충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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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한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설계 

10.1. 서론 

구조기인 방사음(structure born sound)은 진동하는 구조물의 형상과 

음환경 조건이 이상적인 경우 이론적 해(anaytical solution)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이론해는 해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요소를 설정하고 그 설계 

요소에 대한 명확한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구조체의 

형상과 재료 물성이 복잡해지거나 구속조건이 다양할 경우 이론해

도출은 불가능 하며, 실제의 경우 대부분 이런 복잡한 조건이 적용

된다.  

수치해석은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수학적인 근사해

(approximation solution)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수치해석은 물

리적 시스템을 수학적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지배 방정식을 구성하

고 이해 대한 근사해를 다양한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방법이다. 수학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치해석 모델은 다양한 물리

량과 그 물리량들의 관계에 대해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해결하고

자하는 문제에 대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치해석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조기인 소음에 대한 수치해석 기법으로 통계

적에너지해석법(SEA, statistical energy analysis), 경계요소법(BEM, 

boundary element method), 그리고 유한요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수치해석 기법들은 예측하

고자 하는 유사해의 특성과 물리적 환경조건 그리고 해석모델에 대

한 지배방정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특히 예측하고자 하는 주

파수 영역에 따라 이 수치해석기법들은 Fig. 10.1과 같이 구분된다.  

SEA 해석 기법은 1960년대부터 대두된 수치해석 기법(Richard Lyon, 

1959)으로, 소음 및 진동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을 투과손실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SEA 법은 시스템의 모드밀도가 높고 입력이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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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에서 평균에너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모드밀도가 높은 고주

파 영역의 해석에 적합하며, 특정 주파수 또는 저주파 영역 해석에

는 부적합하다.  

FEM과 BEM 수치해석 기법은 연속된 시스템을 유한개의 요소로 

나누어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소음 진

동 분야에서 이 수치해석기법은 저주파수 영역의 실내 또는 실외 

방사소음 해석에 적합하며, 높은 주파수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작

은 크기의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 요소의 개수가 증가될수록 많은 

해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주파 해석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Fig. 10.1 Numerical analysis in frequency range 

 

바닥충격음의 종류 중 중량충격음은 1/1 옥타브 밴드의 63, 125, 250, 

500 Hz 중심주파수 영역의 실내에서 발생되는 구조기인 소음이다. 

중량충격음은 충격원의 충격력 스펙트럼 특성을 반영하여 100 Hz 

이하 저주파 영역에 진동 및 음향 에너지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치해석 모델은 100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높은 

예측 정밀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중량충격음의 물리적 특성과 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중량충격음 예측을 위한 해석기법은 FEM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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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이 가장 적절한 해석기법임을 알 수 있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대역에서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 및 음압 피크

가 발생되는 모드 응답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모드 응답은 시

스템의 가진위치에 따라 응답 특성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바닥 충

격음 분석에 있어 진동모드 분석과 음향모드 분석은 필수적이다. 

FEM은 진동 및 음향모델에 대한 고유치 해석이 가능하고 이 모드

들에 대한 형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BEM보다 직

관적인 결과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주택 수음실과 같이 수치

해석 모델의 크기가 커서 요소개수가 많은 경우 FEM은 BEM 보다 

계산시간이 빠르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 중량충

격음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 기법은 FEM이 가장 적합하다.  

본 연구는 유한요소법이용하여 중량충격음을 예측하고 이를 공동주

택 바닥충격음 저감설계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로 실제 맨바닥 콘크

리트 슬래브의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 진동과 바닥충격음 실험결과

와 수치해석을 이용한 예측결과를 비교하여 수치해석 모델의 정확

성을 검증하고 이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향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10.3절에서 공동주택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치해석 모델의 다양한 

입력 물성을 찾고 최종 수치해석 모델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계측 불가능한 구조요소

별 음향 파워 및 기여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10.4절은 10.3절과 동일한 평면 조건에서 바닥충격음을 저감시킬수 

있는 구조시스템을 찾기 위한 연구로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벽과 

같은 구조요소의 두께를 변경하거나 공동주택의 구조시스템을 벽식

구조에서 무량판 구조로 변경하였을 때의 바닥진동, 음향파워, 바

닥충격음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10.5절은 공동주택 평형에 따른 최적의 슬래브 두께를 찾기 위한 

연구로 75m2 와 107m2 두가지 평형에 대해 슬래브 두께를 18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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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mm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적용하였을때의 바닥 가속도 응

답 및 바닥충격음 변화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10.2. Intodution of vibro-acoustic FEM 

10.2.1. 중량충격음 예측을 위한 유한요소 수치해석 기법 

유한요소을 이용한 구조 및 음향 해석은 외부 가진에 대한 구조물

의 진동응답과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 방사되는 수음실의 음장 예측

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해석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은 물리적으로 연

성(coupled)되어 있지만 실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에 사용되는 

음향모델인 공기 매질은 비중과 휨강성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의 동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렵다. 구조물과 공기 매질이 연성된 수

치해석 모델을 사용할 경우 공기의 음향해석 모델은 주파수가 증가

할수록 고차모드의 개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어 수치해석의 효율성 면에서 부적합하다.  

결과적으로 바닥충격음 예측을 위한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

델은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수치해석 시간을 단

축하고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에 대한 독립적인 결과 분석

을 가능하게 한다.  

Fig. 10.2는 바닥충격음 수치해석을 위한 계산과정을 나타낸다. 구조 

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은 구조해석 모델의 속도응답과 음향해

석 모델의 속도 경계조건을 통해 연계되며, 수음실 음압 응답은 구

조해석 모델의 속도 응답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계산된다. 음

향해석 모델의 정확성은 근본적으로 구조해석 모델의 정확성에 따

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 검증은 고유

모드 분석(모드 형상, 고유진동수, 모달 감쇠비 등) 및 주파수 응답

함수 등 보다 정밀한 척도를 이용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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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 Numerical calculation flow of structure vibration and floor 

impact sound 

 

수치해석의 첫번째 단계로 운동방정식을 만족하는 구조해석 모델의 

외부 가진에 대한 구조물의 진동응답을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한다. 

가진원으로 충격력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계측된 뱅머신 또는 고무

공의 충격력 스펙트럼이 사용되며, 수치해석 모델의 재료 물성은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탄성계수, 밀도, 프아송 비 등이 입력되고 

모달 감쇠비 등을 적용하여 운동방적식의 감쇠력을 적용시킬 수 있

다. 진동응답은 변위-속도-가속도 등에 대해 계산할 수 있으며, 주

파수 영역에서 이들 물리량은 식 (19)통해 간단히 변환된다.  

 2( )
v au
j jw w

= =   (19) 

두번째 단계로 공기의 파동방정식을 만족하는 음향해석 모델의 음

압 응답을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 한다. 음향해석 모델의 경계조건

은 부과된 음압, 표면 속도, 표면 임피던스 등이 사용된다. 음압 경

계조건은 음원이 없을 경우 무시되고 표면 속도 경계조건으로 구조

체 진동해석을 통해 계산된 표면 법선 속도(surface normal velocity)

가 입력된다. 표면 임피던스 경계조건으로 바닥, 벽 등의 표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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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던스가 적용되어 수음실의 흡음특성을 주파수 특성에 따라 입력

할 수 있다. 

유한 요소법을 이용할 경우 최대 해석 가능한 주파수 영역은 요소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선형요소(Linear Element)를 사용할 경우 

경우 식 (20)과 같이 음파의 한 파장 안에 최소 6개 요소가 존재하

도록 해석 모델을 구성해야 하며, 이 조건은 구조모델과 음향모델 

모두에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0.15m 크기의 선형요소를 사용하

여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최소 요소 크기

는 음속이 콘크리트 보다 느린 공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0.15m 요

소 크기에 대한 최대 해석 주파수는 약 381 Hz 이고 1/1 옥타브 밴

드의 250 Hz 중심주파수의 상한 주파수인 353 Hz 를 포함한다. 보다 

작은 크기의 요소를 사용할 경우 옥타브 밴드 500 Hz 중심주파수에 

대한 상한 주파수인 707 Hz까지 해석 가능하지만 500 Hz의 음압레

벨은 중량충격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였을때 음향모델의 최소 요소 크기

는 0.15m가 가장 적절하다.  

 min
max

c6 Element size
f

l´ £ =   (20) 

여기서, minl 은 음파 파장의 최소길이, maxf 는 해석하고자 하는 최

대 주파수 그리고 c는 음속을 나타낸다. 

Fig. 10.3은 본 연구에서 실험된 공동주택의 음압과 바닥 가속도 응

답에 대한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바닥충격음은 

Fig. 10.3과 같이 바닥 진동 모드와 수음실의 음향모드가 존재하는 

주파수에서 피크 응답이 발생되는 모드 응답 특성이 나타나며, 100 

Hz 이하에서는 진동과 음향모드에 대한 피크 응답 주파수가 눈으

로 확인 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모드 밀도를 갖고 있다. 유한요소

법은 이러한 바닥 진동 모드 및 음향모드에 대한 고유치 해석과 고

유 모드 형상에 대한 가시적인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Fig. 

10.2의 그림처럼 각 주파수에서의 구조체 및 음압에 대한 장(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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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압 및 진동 응답에 대한 원인을 직관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한요소 해석법의 직관성은 바닥

진동 또는 음향모드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구조체 형상 및 평면 형상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Fig. 10.3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acoustic pressure and 

acceleration  

 

10.2.2. Wave equation in plate and acoustic medium 

10.2.2.1. Elastic plate bending wave equation 

진동하는 고체에서 존재하는 파동은 대표적으로 종파 (longitudinal 

wave), 준 종파(quasi-longitudinal wave), 전단파 (shear wave), 굽힘파 

(bending wave) 등이 있으며, 이 파동들은 각기 다른 형태와 속도로 

고체 내부를 통해 전파된다. 이들중 굽힘파는 가청 주파수 내에서 

공기매질과 가장 큰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구조체와 접촉한 공기매

질을 교란(disturb)시킨다. 또한 구조체와 공기의 접촉면에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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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굽힘파와 공기의 음파는 유사한 임피던스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조체의 굽힘파는 공기 매질의 음파을 발생시킨다. 

공동주택의 바닥과 벽에대한 폭-두께비는 h/L<<0.05-0.1로 작기 때

문에 얇은 판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이때 판의 내력은 보와 유사

하다.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이 발생될 때의 콘크리트 바닥과 벽

은 미소변형을 일으키면서 진동하기 때문에 판 내부의 응력은 매우 

작고 선형탄성 거동을 한다. 이러한 응력 조건에서 판의 거동은 얇

은 판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Kirchhoff (1850) 가정

을 따른다. 

1. 중립축은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다. 

2. 중립축과 수직인 면은 변형후에도 중립축과 수직을 유지한다. 

(중립축과 수직면에 대한 전단변형은 무시된다.) 

3. 중립축과 수직방향에 대한 수직응력 zs  은 무시된다. 

 

Fig. 10.4 Extenal and internal forces on the flexura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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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4는 x-y 평면이 판의 중립축에 위치하는 조건에서 두께 t를

갖는 미세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과 힘을 나타낸 그림이다. ‘중립면

과 수직인 면은 변형 후에도 수직’이라는 얇은 판의 가정에 따라 x, 

y, z 방향에 대한 변위 u , v , w 는 식 (21)의 관계를 갖으며, 미세 

요소에서 각 단면에서의 변형률은 식 (22)로 나타낼 수 있다. 

 w wu z v z
x y

¶ ¶
= - = -

¶ ¶
  (21) 

 x y xy
u v u v
x x y x

e e g¶ ¶ ¶ ¶
= = = +

¶ ¶ ¶ ¶
  (22) 

각 변형률은 식 (21)과 (22)를 통해 식 (23)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2 2

2 2 2x y xy
w w wz z z

x y x y
e e g¶ ¶ ¶

= - = - = -
¶ ¶ ¶ ¶

  (23) 

선형 탄성 상태에서 미세 요소의 응력은 식(24) 또는 식(25)로 나타

낼 수 있다. 

 
2(1 )x x y y y x xy xt

EE v E v
v

s e s s e s t g= + = + =
+

  (24) 

 2 2( ) ( )
1 1x x y y y x

E Ev v
v v

s e e s e e= + = +
- -

   (25) 

축방향 응력과 전단 응력에 대한 내력은 각각 식 (26)와 (27)과 같

다. 

 
/2 /2

/2 /2

h h

x x y y
h h

M zdz M zdzs s
+ +

- -

= =ò ò   (26) 

 
/2

/2

h

x y xy
h

S S zdzt
+

-

= = ò   (27) 

식 x, y축에 대한 휨 평형 조건과 z축에 대한 힘평형 조건을 통해 

수직방향 힘 q 와 관성력 그리고 판의 수직변형 w 의 관계는 식(2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x-y 평면에 대한 얇은 판의 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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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방정식(bending wave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4 4 4 2

4 2 2 4 22w w w wD q m
x x y y t

æ ö æ ö¶ ¶ ¶ ¶
+ + = -ç ÷ ç ÷¶ ¶ ¶ ¶ ¶è ø è ø

  (28) 

 
3

212(1 )
EhD

n
=

-
  (29) 

여기서, D 는 bending stiffness 또는 flexural gigidity, E 는 Young’s 

modulus, n 는 Poisson’s ratio, 그리고 h는 plate thickness를 의미한다. 

 

10.2.2.2. Acoustic wave equation 

음파는 유체 입자들의 압력 변화 현상이며, 입자들이 압축과 팽창

을 반복하면서 매질 내에서 전파 된다. 음파는 입자의 진동방향과 

파동의 전파방향이 동일한 종파(longitudinal wave)로 정의 될 수 있

으며,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음파는 공기매질의 미세한 압력변화로 

식 (36)의 선형음파방정식(linearlized acoustic wave equation)을 따른다.  

공기 매질은 역학적으로 식 (30)의 state equation, 식 (31)의 

conservaton of mass, 그리고 식 (32)의 conservation of momentum의 법

칙을 따른다. 식 (30)의 state equation은 공기매질의 열역학적 특성으

로 매질의 압력 변화와 밀도 변화의 비는 열적 평형 상태에서의 일

정한 상수값을 같으며, 음속 c 와 관계된다. 상태 방정식은 매질의 

고유 속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20℃의 공기매질은 314m/s의 음속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식 (31)의 conservaton of mass (or equation of 

continuity)는 매질의 흐름 (flow)과 관계된 식으로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 매질이 고정된 미소 체적을 통해 이동할 때 미소체적 내부의 

밀도증가는 미소 체적 표면을 통해 들어온 매질의 유입(net fnflux)

과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식 (32)의 conservation of 

momentum은 매질에 작용되는 압력변화가 유체의 운동량(momentum)

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며, Newton’s law가 유체에 적용된 것과 같

다.  



10.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한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설계 

 

367

 2constant=-p = cgr  (State Equation) (30) 

 ( ) 0v
t
r r¶

+Ñ × =
¶

r  (Conservation of mass) (31) 

 0dv p
dt

r -Ñ =
r

 (Conservation of momentum) (32) 

 

음파는 매질 입자의 압력변화( 'p ), 밀도변화 ( 'r ), 입자속도변화 

( 'v )의 물리량과 관계되며, 식 (30), (31), (32)의 비선형 방정식은 

'p , 'r , 'v 와 같이 변화량만으로 표현된 식(33), (34), (35)로 선형화

될 수 있다. 세가지 선형화 관계식을 Fig. 10.5의 그림과 같이 조합

하여  최종 식 (36)의 선형화된 음파방정식(linearlized acoustic wave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Fig. 10.5 Relationship between acoustic pressure, acoustic density, and 

particl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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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 c r¢ ¢=  (Linearized conservation of mass) (33) 

 0
( ) 0v

t
r r
¢¶ ¢+ Ñ × =

¶
 (Linearized conservation of mass) (34) 

 0 0v p
t

r
¢¶ ¢+ Ñ =

¶
 (Linearized conservation of momentum) (35) 

 

 
2

2
2 2

1 0pp
c t

¢¶¢Ñ - =
¶

 (Wave equation) (36) 

 

10.2.3. Formulation of FE model of plate and acoustic 

10.2.3.1. Concepts of FEM 

단순한 구조물을 제외하고, 수치해석 모델의 형상과 경계조건이 복

잡해질 때 연속된 시스템의 모든 위치에서의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평균화 개념

을 사용하여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적분형태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지배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으며, 동역학 문제에 대해서는 식 (37)의 

Hamilton’s principle을 적용하여 에너지 평형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Hamilton’s principle은 시간 1t  과 2t 에서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변위화 힘에 대해 실제 해는 식 (37)을 만족하는 것이다.  

 

 
2

1

[ ( ) ) 0
t

nc
t

T U W dtd d- + =ò   (37) 

여기서, T 는 kinetic energy, U 는 strain energy (or potential energy), 

ncWd 는 virtual work done by the non-conservative forces (external and 

dissipation forces), 그리고 d 는 first variation of a quantify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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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은 복잡한 시스템의 근사해를 찾기위한 수치해석 기법으

로 연속된 시스템을 불연속 시스템으로 변환하하고 에너지 평형조

건을 만족하는 유한요소 지배방정식에 대해 수치해석적으로 근사해

를 찾는 방법이다. 유한요소법은 복잡한 미분방정식형태의 지배방

정식을 에너지 평형조건(Hamilton’s principle)을 이용하여 선형의 유

한요소 지배방정식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해지며, 간단

한 형태의 유한요소 변위 함수 조합 만으로 복잡한 형태의 변형을 

표현 할 수 있다. 유한요소에 대한 변위함수는 경계조건을 만족하

는 형상함수 매트릭스와 노달 변위 벡터의 곱으로 표현된다. 구조

진동해석 모델의 근사해인 직교 변위(transverse displacement)는 식

(3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각 노달 변위는 3개의 자유도를 갖

는다. 음향해석 모델의 근사해는 음압으로 식 (39)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각 노달 압력의 자유도는 1이다. 

 [ ]{ }s iw N w=   (38) 

 [ ]{ }a ip N p=   (39) 

여기서, w 는 translation displacement, [ ]sN  structure element shape 

function (plate element), { }iw 는 nodal displacement, p 는 acoustic 

pressure, [ ]aN 는 acoustic element shape function, 그리고 { }ip 는 nodal 

pressure를 의미한다. 

 

10.2.3.2. Thin plate FE model 

구조기인 소음에 대한 많은 경우의 해석모델은 진동하는 구조체 표

면과 음향해석모델의 경계면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며, 구조체의 중

립면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변형에 대해 음향해석모델과 연성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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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 모델은 3차원 요소에 비해 자유도가 낮아 

계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복잡한 형상을 갖는 구조형상을 비

교적 쉽게 모델링 할 수 있게 해준다. 

2차원 얇은 판 요소의 변형에너지(strain energy)는 식(40)과 같으며, 

w 에 대한 관계식나타낸 다음 z 방향에 대해 적분하여 식(41)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 

 1 ( )
2 x x y y xy xy

V

U dVs e s e t g= + +ò   (40) 

 { }[ ]{ }
31

2 12A

hU D dAc c= ò   (41) 

여기서,  

 { }

2

2

2

2

2

22

w
x
w

y
w

x y

c

é ù¶
ê ú

¶ê ú
ê ú¶

= ê ú
¶ê ú

ê ú¶ê ú
¶ ¶ê úë û

     [ ]
' '

' '
E E v

D E v E
G

é ù
ê ú= ê ú
ê úë û

 (42) 

  (43) 

2' / (1 )E E v= - 이고 / 2(1 )G E v= + 이다.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와 수직방향 힘 zp 과 감쇠력에 대한 가상

일(virtual work) 은 각각 식 (44), (45), (46)과 같다. 

 1
2 A

T hwdAr= ò &   (44) 

 f z
A

W p wdAd d= ò   (45) 

 d
A

W cw wdAd= -ò &   (46) 



10.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한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설계 

 

371

위 관계식을 유한요소에 대해 적분한 다음 식(37)의 Hamilton’s 

principle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최종 유한요소 지배방정식인 식(48) 

를 얻을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2

1

1 1 0
2 2

t
T T T T

t

w M w w K w w M w w f dtd d dæ ö- - + =ç ÷
è øò & & & &  

 (47) 

 [ ]{ } [ ]{ } [ ]{ } { }M w C w K w f+ + =&& &   (48) 

여기서 [ ]M , [ ]C , 그리고 [ ]K 는 각각 global inertia, damping and 

stiffness matices를 나타내며, { }w 와 { }f 는 nodal degrees of freedom과 

nodal excitations 벡터를 나타낸다. 

 

10.2.3.3. Acoustic FE model 

정상상태에서 임의 위치에서 음압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동방정식

인 식 (49)의 second-order Helmholtz equation의 지배를 받는다. 

 2 2
0( , , ) ( , , ) ( , , )p x y z k p x y z j q x y zr wÑ + = -  (49) 

여기서, ( , , )p x y z 는 acoustic pressure, / 2 /k c f cw p= = 는 wave 

number, c 는 speed of sound, 0r 는 mass density, 그리고 q 는 acoustic 

source strength를 의미한다. 

식(49)는 가중잔여법 (weighted residual formulation)을 이용하여 경계

가 있는 공간 V  에 대한 적분식으로 식(50)과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이를 정리하여 식 (51)의 ‘weak form’의 Helmholtz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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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0( ) 0

V

p p k p j qr wÑ + + =ò  (50) 

2
0 02

1( ) ( ) ( ) ( )
V V V S

p p V pp dV p j q dV j pv n dS
c

w r w r wÑ Ñ - = - ×ò ò ò ò
r r   (51) 

음압 p 는 형상함수 [ ]N 을 이용하여 식(52)와 같이 노달 음압{ }p̂ 나

타낼 수 있으며, 식(51) 대입하여 식 (58)의 전체 매트릭스 방정식

을 얻을 수 있다.  

 [ ]{ }
1

ˆ ˆi i
i

p N p N p
=

= =å  (52) 

 

 { } [ ]{ }ˆ ˆ( ) T

V

p p V p K pÑ Ñ =ò  (53) 

 { } [ ]{ }2 2
2

1 ˆ ˆ( ) T

V

pp dV p M p
c

w w- = -ò  (54) 

 { } { }0 ˆ( ) T

V

p j q dV p Qr w =ò  (55) 

{ } { } { } { } { } [ ]{ }

0

0 0 0

( )

ˆ( ) ( ) ( )

ˆ ˆ ˆ ˆ

S

v p z

T T T

j pv n dS

j pv n d j pv n d j pAp d

p V p P j p C p

r w

r w r w r w

w

W W W

- × =

- × W - × W - W =

+ -

ò

ò ò ò

r r

r r r r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2ˆ ˆ ˆ ˆ ˆ

ˆ

T T T

T T T

p K p p M p j p C p

p Q p V p P

w w- + =

+ +
 (57) 

 [ ] [ ] [ ]( ){ } { }2 ˆK M j C p Fw w- + =  (58) 

여기서, [ ]K 와 [ ]M 은 각각 acoustic stiffness, acoustic mass matrice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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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 }Q 는 acoustic source vector를 의미한다. { }V 와 { }P 각각 경

계면에서의 input velocity와 pressure vector를 나타내며, [ ]C 는 

acoustic damping matrix로 경계면에서의 impedance 흡음 조건을 의미

한다. 

 

10.3.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구조체 가속도 응답과 바닥충격음 예측 

10.3.1. 연구 개요 

실제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거실을 대상으로 바닥 진동모드, 고무공 

가진에 대한 바닥 가속도와 바닥충격음을 계측하였으며, 이 실험결

과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입력 물성을 도출하고 최종 

수치해석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실험된 공동주택은 9.6장의 

604호와 동일하다. 

Fig. 10.6에 거실의 구조 평면도에 측정위치를 나타내었다. 실험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시공현장으로 바닥 마감 구조가 (경량기포 콘

크리트, 완충재, 마감몰탈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상태로 콘크리트 

슬래브, 콘크리트 벽, 욕실 및 다용도실 비구조벽(조적벽돌), 그리고 

단열재가 시공된 상태이며, 천장 및 각 실의 방문 등은 시공되지 

않았다. 거실은 형태는 84m2 평형 형태로 주방과 거실을 구획하는 

벽이 없는 일자형 형태로 되어 있으며, 수음실과 음원실 모두 거실 

발코니가 없는 확장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거실의 크기는 

4.5×5.1×2.7(h)	m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이다. 콘크리

트 벽 두께는 세대간벽은 250mm, 세대내벽은 180-200mm로 시공되

었다.  

실험은 거실에 대해 바닥진동모드, 가속도 및 음압 주파수 응답함

수, 그리고 바닥충격음 (고무공)을 계측하였다. 바닥 진동모드 분석

은 Fig. 9.67과 같이 거실과 주방을 포함한 바닥판을 25개 측정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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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획하고 충격 가진접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가진점은 

1-25번 그리고 수진점은 1번과 13번이다. 바닥충격음 및 주파수 응

답함수 측정에 대한 가진점은 Fig. 10.6에서 P1-5의 5개 위치이다. 

가속도계를 P1, P2 위치의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부착하여 가속

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고무공 가진에 대한 가속도 응답을 계측하였

고 마이크로폰을 1.2m 높이의 P1, P2에 위치에서 음압 주파수 응답

함수와 바닥충격음을 계측하였다. 

 

 

Fig. 10.6 Strucutral plan and measuremnent points of tested living room 

 

10.3.2. FE models 

구조진동해석과 음향해석은 LMS virtual.lab acoustics 13.1을 이용하였

다. 진동응답과 음압응답은 1-800 Hz에 대해 1 N의 unit force에 대한 

응답인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산하였으며, 이 계산결과에 뱅머신과 

고무공에 대한 Fig. 4.5의 충격력 스펙트럼을 곱하여 뱅머신과 고무

공 가진에 대한 구조체 진동응답과 수음실 음압 응답을 계산하였다. 

구조체 진동응답은 모드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드 중첩법(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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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position structural response case)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구조

진동 모드는 1000차 모드까지 계산되었고 1000차모드의 고유진동수

는 약 600 Hz이다. 음압응답은 1Hz 단위로 계산된 구조체 속도응답

결과를 음향해석 모델의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direct solver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을 각각 Fig. 10.7-(a), (b)에 나타내었

다.  

구조해석 모델은 1개 세대를 전체 모델링하여 연속된 콘크리트 슬

래브와 콘크리트 벽에 대한 지지조건을 반영하였다. 콘크리트 슬래

브와 콘크리트 벽은 4 node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콘크리트 물성은 23e9E = (Pa), 2400r = (kg/m3), 0.167v = 을 사용하

였다. 콘크리트 슬래브 및 콘크리트 벽의 두께는 구조평면도에 기

입된 수치와 동일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진동응답에 대한 감쇠는 

3-4% 모달 댐핑을 사용하였다. 

음향해석 모델은 거실을 포함하여 거실과 인접한 주방, 복도, 현관

까지 모델링 하였다. 실험조건에서 방문은 시공되지 않아 거실과 

방이 연결된 음향해석 모델을 사용해야 하지만 해석모델이 커질 경

우 계산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해석하고자 하는 주요 관심 주파수

인 100 Hz 이하에서 방문의 개방 여부는 바닥충격음 변화에 큰 영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방은 음향해석 모델에서 제외하였

다. 음향해석 모델은 8 node linear acoustic hexahedral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요소의 최대 크기는 0.15m이다. 공기 물성을 적

용하여 음속 340c = (m/sec), 공기의 밀도 1.225r =  (kg/m3) 를 사용

하였다. 수음실 벽과 바닥 표면의 흡음 조건에 대해 absorbent panel 

property로 20000-120000 (kg/m2/s)의 임피던스 값을 각 주파수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입력하였으며, 저주파 대역은 큰 임피던스를 사용

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작은 임피던스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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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rucutral FE model               (b) Acoustic FE model 

Fig. 10.7 FE model for structural vibration and acoustic response analysis 

 

10.3.3. Structural and acoustic modes 

Fig. 10.8은 거실과 주방을 포함한 파닥판에 대한 25개 측정점의 모

달테스트 실험결과와 진동모드 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 

10.9은 25개 모달테스트 측정점 중 가속도계를 설치한 1번과 13번

에서 측정된 25개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평균한 스펙트럼과 진

동모드 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 10.9에서 (1,1) 모드 형상의 1차모드 응답은 24, 27 Hz의 두개 고

유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석결과 그 중간 값인 25.4 

Hz에서 (1,1) 모드 형상이 나타났다. (동일한 모드형상이 두개의 서

로다른 고유진동수에서 발생되는 현상은 인접한 상하 세대 거실 슬

래브에 대한 공진응답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1,2) 모드 형상의 2차

모드는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동일하였으며, 34 Hz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었다. (1,3) 진동모드 형상의 3차모드는 고유진동수는 실험결

과 45, 49 Hz에 나타났으며, 해석결과는 동일한 모드형상이 실험결

과와 유사한 44, 48 Hz에서 나타났다. (1,4) 모드 형상을 갖는 4, 5차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실험결과 67, 71 Hz에서 발생되었으며, 해석결

과는 실험결과보다 다소 낮은 65, 67 Hz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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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8 Comparison of measured and FE model mode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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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9 Average acceleration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or 25 

measureement points 

 

모드형상에 대한 실험결과와 수치해석결과의 유사성은 Modal 

Assurance Criteria (MAC) value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으며, MAC value

는 식(59)을 통해 계산된다. MAC value는 0-1의 값을 갖으며, 1에 가

까울수록 모드형상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 } { }

{ } { }( ) { } { }( )

2Ta t
i j

T Ta a t t
i i j j

MAC
Y Y

=
Y Y Y Y

  (59) 

여기서, { }a
iY 은 수치해석 모델의 i 번째 모드형상 벡터, { }t

jY 은 실

험결과의 j 번째 모드형상 벡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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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0과 Table 10.1 각각 Fig. 10.8의 1-5차 모드 형상에 대한 

MAC value를 3차원 막대그래프와 수치로 나타낸 결과이다. 1-3차 모

드에 대한 MAC value는 0.97-0.99로 나타나 해석모델의 모드 형상이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4, 5차모드는 유사한 모드형상

이 서로다른 고유진동수에서 발생되는 모드로 MAC value는 4, 5차

모드 각각 0.92, 0.89로 나타났다. 고차모드로 갈수록 MAC value는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  

Fig. 10.10 3D presentation of MAC data 

 

Table 10.1 Numerical presentation of MAC data 

Mode 1 2 3 4 5 

1 0.9935  0.0110  0.0128  0.0016  0.0061  

2 0.0000  0.9849  0.0001  0.0062  0.0089  

3 0.0152  0.0145  0.9730  0.1759  0.0640  

4 0.0006  0.0113  0.2437  0.9289  0.6862  

5 0.0046  0.0006  0.1220  0.8948  0.8927  

 

Fig. 10.11는 거실의 주요 음향모드에 대한 형상과 고유진동수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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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그림이며, Fig. 10.12은 고무공으로 거실 중앙을 가진하였을 때 

거실 중앙수음점 P1과 코너수음점 P2에서의 음압 파워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0.12에서 바닥 진동모드 응답을 제외한 음

향모드에 의해 피크 응답이 발생되는 주파수는 음향모드 해석한 고

유진동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9 Hz 

 
35.5 Hz 

 
37.3 Hz 

 
41.3 Hz 

 

 
49.5 Hz 

 
52.5 Hz 

 
57.5 Hz 

 
62.9 Hz 

Fig. 10.11 Acoustic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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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2 Power spectrum of acoustic pressure and floor acceleraton 

when rubber ball struck at floor center P1 

 

10.3.4. Structural damping (modal damping) 

모달 감쇠비를 1, 2, 3, 4, 5%로 가정하고 구조해석 모델의 가속도 주

파수 응답과 고무공 가진에 대한 가속도 응답을 실험결과와 비교하

여 구조해석모델에 대한 모달 감쇠비를 도출하였다. 

모달감쇠비는 각 모드에 대한 감쇠력을 나타내기 위한 모드별로 독

립된 계수이며, 각 모드 차수별로 다른 값을 나타낸다. n  번째 고

유모드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식 (60)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60)

은 2차 미분방정식으로 각 모드 차수별로 nm , nc , nk , nP 는 독립된 

상수 계수를 갖는다. 식 (60)에 대한 고유 값으로 n차 모드의 고유 

진동수와 모달 감쇠비는 각각 식 (61)과 (62)와 같으며, 고유진동수

와 모달감쇠비는 질량매트릭스와 강성매트릭스 크기에 영향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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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n n n n nm q c q k q P+ + =&& &   (60) 

 p
n

p

k
m

w =   (61) 

 
22

n n
n

n n

c
m k

h
z = =   (62) 

여기서 nm 는 n th modal stiffness, nc 는 n th modal damping, nk 은 n th 

modal stiffness, nP 은 n th excitation force, 그리고 nh 은 n th mode loss 

factor이다. 

 

Fig. 10.13와 Fig. 10.14은 각각 거실 중앙 가진점 P1에서 계측된 가

속도 주파수응답함수와 고무공 가진에 대한 가속도 레벨을 나타낸 

실험결과를 1-5% 모달뎀핑을 적용한 해석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

다. 스펙트럼의 형상과 최대 응답 크기를 고려할 때 3-4% 모달댐핑

이 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모달댐핑은 Fig. 9.69에서 처럼 모달테스트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계측할 수 있지만 100 Hz 이상 주파수에서 콘

크리트 슬래브의 고차모드에서의 응답이 불명확하게 나타나 실험을 

통해 모달댐핑을 계측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험을 통해 분석된 1차

모드 모달댐핑인 4.8%는 2개 모드 응답특성이 나타난 실험결과를 

통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모달 댐핑을 나타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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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3 Acceleration frequency response function (impact P1 – receive 

P1) 

 

Fig. 10.14 Acceleration level (rubber ball, impact P1 – receive P1) 

 

10.3.5. Acoustic absorption (absorbent panel impedance) 

음향해석모델의 흠음조건은 경계면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Frequency (Hz)
101 102 103

10-4

10-3

1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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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modal damping 1%
FEM, modal damping 2%
FEM, modal damping 3%
FEM, modal damping 4%
FEM, modal damping 5%

Frequency (Hz)
101 102 103

20

40

60

80

1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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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modal damping 1%
FEM, modal damping 2%
FEM, modal damping 3%
FEM, modal damping 4%
FEM, modal damp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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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impedance)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거실 표면의 

임피던스는 식 (63)과 같이 공기매질과 거실 표면 매질에 대한 입

사파와 반사파의 크기에 대한 비인 반사계수 R 을 통해 계측될 수 

있다. 그리고 반사계수는 (64) 흡음률(absorption coefficient; 입사되는 

음향파워에 대한 흡음되는 음향파워의 비)를 통해 계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식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임피던스는 평면파가 표

면에 수직으로 입사되는 조건을 통해 계측되기 때문에 바닥충격음

의 수음실 환경조건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50 Hz의 콘크리트의 흡음계수 0.02에 대응되는 임피던스 8000

을 기준으로 바닥-천장-벽에 대한 표면 임피던스를 2000, 4000, 8000, 

16000으로 변화시켜 바닥충격음을 예측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주파수 특성을 갖는 임피던스 값을 도출하였다. 음향해석 모델에 

입력된 구조체 속도응답 해석결과는 10.3.4에서 도출된 3-4% 모달

댐핑을 구조해석모델에 적용하고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진동응답

을 가장 유사하게 나온 구조해석 모델을 이용한 결과이다 

 

 0 0

0 0

Z cR
Z c

r
r

-
=

+
  (63) 

 21 Ra = -   (64) 

여기서, R 은 Reflection coefficient, Z 은 panel impedance, 0 0cr 는 

acoustic characteristic impedance (413 kg/m2/s at 20℃), 그리고 a 는 

absorption coefficient를 나타낸다. 

 

Fig. 10.15는 거실 중앙점 P1을 고무공으로 가진한 경우에 대한 중

앙수음점 P1과 코너수음점 P2에서의 바닥충격음 레벨을 2000-16000 

임피던스 계수 조건에서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10.15-(a), (b) 에서 임피던스의 크기가 작을수록 음압 레벨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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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임피던스 값은 주파수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

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높은 임피던스값이 해석결과와 유사하며, 

높은 주파수에서는 낮은 임피던스값이 해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31.5 Hz 이하 주파수에서는 임피던스 값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

벨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체 진동에 의한 직접음만 수치

해석결과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Receive point P1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31.5 63 125 250 50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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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

90

100
Measured at P1
20000
40000
8000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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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ceive point P2 

Fig. 10.15 Rubber ball impact sound pressure level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도출한 음향해석 모델의 임피던스 

값은 Fig. 10.16와 같다. 임피던스 값은 수치해석 주파수 스텝과 동

일하게 1 Hz 단위로 입력하였으며, 31.5, 63, 125, 250, 500 Hz 중심주파

수에서의 임피던스 값을 각각 140000, 120000, 120000, 60000, 60000으

로 설정하고 중심주파수 사이 값은 선형보간하였다. 125 Hz 이하에

서는 흡음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43] 125 Hz 이하 주파수

에서는 125 Hz의 임피던스 값 또는 이보다 큰 값을 적용하였다.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31.5 63 125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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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6 acoustic panel impedance for concrete surface (rough finish) 

 

10.3.6. 실험결과 및 예측결과 비교 

10.3.6.1. 바닥 가속도 레벨  

바닥 진동모드에 대한 모달댐핑을 1, 2차모드에 대해 3%를 적용하

고 그 이상 진동모드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한 구조해석모델의 고

무공 가진에 대한 바닥 가속도레벨 응답을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에 나타내었다. 

Fig. 10.17-(a), (b)의 거실 중앙 P1을 가진한 경우 거실 중앙 P1과 코

너 P2에서의 가속도레벨은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

났다. (c), (d)의 거실 코너 P2 가진한 경우에 대한 가속도 레벨의 경

우 거실 중앙점에서의 가속도 레벨은 실험결과와 유사하였지만 (d)

의 거실 코너 P2에서의 응답은 100 Hz 이상 주파수에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1/1 Octave center frequency (Hz)
16 31.5 63 125 250 500 103

105

0

0.5

1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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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P1 – receive P1         (b) Impact P1 – receive P2 

 

(c) Impact P2 – receive P1         (d) Impact P2 – receive P2 

Fig. 10.17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acceleration level 

 

10.3.6.2. Acoustic FRF 

Fig. 10.16의 임피던스 조건을 거실 음향모델의 천장-바닥-벽에 부여

하고 10.3.6.1의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속도응답 결과를 경계조건으

로 입력하였을때의 음향해석모델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Fig. 

10.18에 나타내었다. (a)-(d)의 그래프에서 수치해석결과는 각 음향모

드 고유진동수에서의 피크 응답 크기와 주파수를 비교적 유사하게 

예측하였으며,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가진점과 수음점에 대한 주

파수 특성까지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13, 40 Hz에서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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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앙 수음점에서의 오차가 크

게 발생되었다.  

 

(a) Impact P1-receive P1         (b) Impact P1 – receive P2 

 

(c) Impact P2 – receive P1          (d) Impact P2 – receive P2 

Fig. 10.18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acoustic pressur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10.3.6.3. Impact sound pressure level 

중량충격음은 1/3 옥타브 또는 1/1 옥타브 밴드 최대음압레벨을 측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대 음압레벨은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한 

파형에 대한 최대 음압에 대해 FAST 시정계수를 사용한 지수 평균 

값으로 Fig. 2.9와 같이 시정계수 및 평균화 방법에 따라 음압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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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크게 발생된다.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구

조체 진동과 음압 응답은 1 Hz frequency resolution의 FRF 응답과 동

일한 frequency resolution을 갖는 고무공 또는 뱅머신 충격원에 대한 

충격력 스펙트럼의 곱을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예측된 결과는 FFT 

분석 기반의 1 Hz frequency resolution을 갖는 ESD spectrum이다. 이 

스펙트럼은 충격원 이 바닥을 가진하는 순간 발생되는 진동 및 음

압 신호에 대해 보다 세밀한 주파수 구간에서 응답을 예측하고 분

석하기 때문에 진동모드 또는 음향모드의 응답까지 예측할 수 있지

만 이 스펙트럼을 옥타브 밴드로 환산한 결과는 옥타브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한 최대음압레벨 분석결과와 차이를 발생시킨다.  

Fig. 10.19은 실험된 공동주택의 중앙 가진에 대한 수음실 P2 위치

에서의 음압 신호를 FFT 분석한 ESD spectrum과 이 스펙트럼을 1/3 

옥타브 밴드로 환산한 스펙트럼, 그리고 1/3 옥타브 밴드 최대 음

압레벨(LFmax)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FT 분석결과를 1/3 

옥타브 밴드로 환산한 FFT synthesis 음압레벨이 최대음압레벨 LFmax 

와 4-6 dB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레벨 차이는 FFT 분석과 

옥타브 밴드 필터 분석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주파수 분석 방법

과 평균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 참조) 하지만 결과

적으로 동일한 음압 신호에 대한 FFT 분석 결과와 1/3 옥타브 필터 

분석 결과는 1/3 옥타브 밴드에서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예측한 1/3 옥

타브 밴드 바닥충격음 레벨은 5dB의 보정치를 더하여 최대 음압레

벨로 환산하여 최대음압레벨을 측정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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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9 Impact sound pressure level analyized by using FFT, FFT 

synthesis, and 1/3 octave band pass filter (LFmax) 

 

Fig. 10.20은 중앙 가진점과 코너 가진점에 대한 중앙수음점과 코너

수음점에서 고무공 가진에 대한 1/3 옥타브 최대 음압레벨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Fig. 10.20-(a)의 중앙가진-중앙응답 바닥충격음 레벨은 40 Hz 이하에

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

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b)의 중앙가진-코너응답 바닥충격음 레벨은 

전주파수 대역에서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유사하였다. (c)의 코너

가진-중앙응답 바닥충격음 레벨은 40 Hz 이하에서 해석결과가 실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50 Hz 에서는 해석결과 실험결과보다 높

게 나타났다. 63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유사

하게 나타났다. (d)의 코너가진-코너응답 바닥충격음 레벨은 40 Hz 

이하에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보다 작고 50 Hz 이상에서는 해석결

과가 실험결과보다 큰 음압레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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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P1 – receive P1          (b) Impact P1 – receive P2 

 

(c) Impact P2 – receve P1          (d) Impact P2 – receive P2 

Fig. 10.20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1/3 octave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ig. 10.21는 수음실 평균 음압레벨에 대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 10.21-(a)의 중앙가진 조건에서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b)의 코너가진 조건에서 40 Hz 이하

에서는 실험결과보다 해석결과가 작게 나타나고 50 Hz 이상에서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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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center P1               (b) Impact corner P2 

 

(c) Impact center P3               (d) Impact corner P4 

 

(e) Impact center P5               

Fig. 10.21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1/3 octave room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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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3는 Fig. 10.21의 1/3 옥타브 최대 음압레벨을 1/1 옥타브 밴

드로 환산하여 나타낸 표이다. 중앙 가진 조건에서 실험결과와 수

치해석결과의 오차는 최대 3.3 dB로 63 Hz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때 

단일 수치 평가량은 51 dB 로 동일하였다. 코너 P2 가진점에 대한 

오차는 최대 7dB로 31.5 Hz에서 발생되었고 63 Hz에서의 편차도 5.6 

dB로 크게 나타났다. 실험결과와 예측결과의 음압레벨 편차는 31.5, 

63 Hz의 낮은 주파수에서 크게 발생되었으며, 중앙 가진점보다 코

너 가진점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Table 10.2 1/1 Octav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measured results 

(Li,Fmax) 

 Impact P1 Impact P1 Impact P3 Impact P4 Impact P5 Average 

31.5 80.6 74.3 74.2 74.7 74.6 75.7 

63 65.2 62.4 61.9 65.9 66.3 64.3 

125 68.8 64.5 64.4 69.4 68.7 67.2 

250 59.9 60.4 60.2 60.2 59.4 60.0 

500 50.4 47.3 47 47.6 47.1 47.9 

 

Table 10.3 1/1 Octav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prediction results and 

error (prediction-meausred), (FFT synthesis to 1/3 octave+5dB) 

 Impact P1 Impact P1 Impact P3 Impact P4 Impact P5 Average 

31.5 78.9 (-1.7) 65.3 (-9.0) 64.7 (-9.5) 69.7 (-5.0) 70.7 (-3.9) 69.9 (-5.8) 

63 68.4 (+3.2) 64.6 (+2.2) 64.2 (+2.3) 66.1 (+0.2) 67.8 (+1.5) 66.2 (+1.9) 

125 68.1 (-0.7) 67.4 (+2.9) 65.3 (+0.9) 68.8 (-0.6) 69.2 (+0.5) 67.8 (+0.6) 

250 61.8 (+1.9) 62.9 (+2.5) 61.6 (+1.4) 62.8 (+2.6) 62.5 (+3.1) 62.3 (+2.3) 

500 52.1 (+1.7) 50.7 (+3.4) 52.6 (+5.6) 49.3 (+1.7) 48.8 (+1.7) 5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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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음향파워 

수치해석은 거실 공간의 경계면에 대한 구조체 진동속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기인 실내 소음의 음향파

워를 식 (65)과 (66)을 통해 구조체 표면 속도로부터 계산 할 수 있

다.  

 21( ) ( )
2

I f cv fr=  2(W/m )  (65) 

 acP IA=  (W)   (66) 

여기서, ( )I f 는 acoustic intensity (power flow per unit of normal area), 

acP 는 acoustic power, r 는 fluid mass density, c  는 speed of sound, v  

는 normal velocity (acoustic particle velocity, /v a jw= ), 그리고 A 는 

area of entire closed surface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벽식구조 공동주택의 바닥판과 벽체의 진동이 바닥

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거실 음향모델 경계면

의 바닥판과 벽체의 속도응답에 대한 음향파워를 각각 계산하였다. 

음향파워 계산에 사용된 구조체의 속도응답 분포를 Fig. 10.22에 나

타내었다. 음향해석모델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복도를 통해 연결된 

현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음향파워 계산시 상부 바닥판과 벽체는 

이 공간을 둘러싼 모든 경계면의 구조체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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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oustic FE model   (b) Structural FE model normal velocity 

Fig. 10.22 Acoustic and structural FE model normal velocity distribution 
to calculate acoustic power acP  

 

Fig. 10.23은 거실 중앙 P1과 코너 P2의 고무공 가진에 대한 음향파

워 레벨을 나타낸그래프 이며, Fig. 10.24은 1/3 옥타브로 환산한 음

향파워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중앙가진과 코너가진 모두에서 

벽체의 음향파워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바닥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Fig. 10.23 -(a)의 거실 중앙가진 조건에서 46 Hz의 음향

파워는 바닥판과 벽체가 유사한 음향파워 레벨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10.24-(a)의 1/3 옥타브 음향파워 레벨에서는 50 Hz 중심주파수

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a) Impact at P1                   (b) Impact at P2 

Fig. 10.23 Acoustic power level of enclosed upper floor and structural 

wall in liv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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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at P1                   (b) Impact at P2 

Fig. 10.24 1/3 Octave acoustic power level 

 

Fig. 10.25는 고무공으로 거실 중앙 P1과 코너 P2를 가진한 경우에

대한 거실 중앙 P1과 거실 벽체 중앙점에서의 가속도 레벨을 비교

한 그래프이다. Fig. 10.25-(a)의 거실 중앙 가진에 대한 바닥과 벽체

의 가속도 레벨은 Fig. 10.23 -(a)에서와 같이 40-50 Hz 영역에서 유사

한 가속도 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벽의 진동응답

이 특정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발생에 바닥판과 유사한 크기로 기

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된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6장과 7장에서 실험된 벽식구조의 바닥충격음 표준 실험동의 바닥

과 벽체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Fig. 10.26)와 9장의 공동주택 거

실의 고무공 가진에 대한 바닥과 벽체의 가속도 레벨을 비교한 그

래프(Fig. 10.27)에서 벽체의 가속도 응답이 가진된 바닥판의 가속도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주파수 영역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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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at P1                   (b) Impact at P2 

Fig. 10.25 Acceleration level at the center of floor and side wall 

 

 

Fig. 10.26 Acceleration FRF of structure members of KICT standard test 

facility for measurement of impact sound insulation of floors (Fig. 7.1 and 

test room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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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7 Acceleration level (rubber ball) of upper floor and side wall of 

living room in chapter 9   

 

10.3.8. Panel contribution 

10.3.7절에서 벽체의 음향파워가 바닥판의 음향파워와 유사하게 나

타나는 주파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벽체 진동에 의해 실내에서 

발생되는 격음은 벽체의 속도응답 크기뿐만 아니라 수음실의 음향

모드 특성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 한다. 즉 음향모드 형상이 벽체 

진동이 크게 발생되는 위치에서 변형이 크게 발생된다면, 바닥과 

벽체의 진동 크기가 유사하더라도 벽체 진동이 바닥 진동보다 더 

큰 충격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서로다른 진동판에 대한 1개 수음점에서의 기여도 분석은 식 (67)

를 통해 음압의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기여도 분석은 각 판의 미

세요소와 1개 수음점에 대한 음향전달벡터(acoustic transfer vector, 

{ }ATV )와 각 판의 미세요소의 법선 속도 크기를 곱하여 계산되며, 

음향전달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수음실의 음향모드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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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진다.  

 { } { }T
ciP ATV v= ´   (67) 

여기서, ciP 은 acoustic pressure contributed i th receving point, { }TATV 은 

acoustic transfer vector of receving point and trimmed body element, 그리고 

{ }v 은 trimmed body normal velocity를 나타낸다. 

 

Fig. 10.28과 Fig. 10.29은 각각 바닥판과 벽에 대한 FFT 기여도 분석

결과와 이를 1/3 옥타브 밴드로 환산한 기여도 분석결과를 나타낸

다. 바닥과 벽의 음향파워가 유사하게 나타난 Fig. 10.23의 결과에 

비해 바닥과 벽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에서는 중앙 가진조건에서 

Fig. 10.28-(a)의 52Hz, (b)의 37, 47, 52 Hz에서는 벽의 진동이 바닥 진

동보다 충격음을 더크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29-(a), 

(b)에서도 중앙 가진조건에 대해 중앙 수음점과 코너 수음점은 40, 

50 Hz 중심주파수에서 벽에 대한 충격음이 바닥보다 크게 나타났으

며, 중앙 수음점 보다 코너 수음점에서 벽의 진동이 충격음 발생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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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P1- receive P1         (b) Impact P1 – receie P2 

 

(c) Impact P2 – receive P1         (d) Impact P2 – receive P2 

Fig. 10.28 Panel contribution of upper floor and wall (FFT, 1Hz 

frequency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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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P1- receive P1         (b) Impact P1 – receie P2 

 

(c) Impact P2 – receive P1         (d) Impact P2 – receive P2 

Fig. 10.29 Panel contribution of upper floor and wall (1/3 octave band) 

 

10.3.9. 고찰 

시공중이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상태의 공동주택 거실에 대해 바

닥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그리고 고무공 

가진에 대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로부터 유한요소 해석 

모델에 대한 입력 물성을 도출하여 유한요소 예측 모델에 적용하였

다. 

바닥충격음에 대해 실험결과와 예측결과를 비교한 Fig. 10.18의 네

개 그래프에서 19 Hz의 음압 응답이 실험결과보다 큰 응답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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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 응답은 거실 발코니 창문의 음향 모드 응답이 크게 

발생되는 (1,0,0) 음향모드에 대한 응답이다. 해석모델의 발코니 창

문은 유리재질로 이 경계면에 대해서는 흡음 물성을 입력하지 않았

고 완전 반사 조건이 적용되었다. 이 완전반사 조건이 해석결과의 

(1,0,0) 음향모드의 응답을 크게한 원인인것으로 판단된다.  

Fig. 10.18-(a), (c)의 중앙수음점의 응답에서 40 Hz의 응답은 해석결과

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결과에서는 중앙수음점 및 코너 수음점 

모두에서 나타났다. 40 Hz의 음압 응답은 (1,1,0) 음향모드의 응답으

로 거실 중앙점은 Fig. 10.11의 음향모드 형상에서처럼 모드 응답 크

기가 매우 작은 노달라인에 위치한다. 수학적으로 노달라인에서의 

음압 응답은 바닥판 진동에 의한 직접음 외에 반사음의 크기는 0과 

같다. 하지만 실험결과 40 Hz의 음향모드 응답이 계측이 되었고 이 

응답은 거실과 인접한 실의 방문이 개방되면서 거실의 음향모드 형

상이 변형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앙 수음점의 40 Hz 이하 바닥 충격음은 실험결

과보다 작게 예측되었으며, 해석적으로 이 주파수에 대한 응답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방문의 개방 조건을 반영한 음향모델의 

형상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주파 대역의 중앙 수음점에서의 

음압 레벨은 코너 수수음점 비교할 때 저주파 음향모드 영향을 덜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음압 레벨로 나타난다. 그렇게 때문에 각 수

음점의 음압레벨에 대해 에너지 평균을 적용한 수음실 평균 바닥충

격음 레벨은 중앙 수음점보다 음압 레벨 높은 코너 수음점에서의 

음압레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Fig. 10.21의 수음실 평

균 바닥충격음 레벨에 을 비교한 그래프에서는 실험결과와 예측결

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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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구조시스템 

10.4.1. 서론 

중량충격음 측정 주파수 대역중 가장 음압 레벨이 크게 발생되는 

주파수는 63 Hz로 44.7-89.1 Hz 의 밴드폭을 갖고 있다. 63 Hz 중심 

주파수에서의 바닥충격음은 거실의 크기가 작은 경우 (1,2) 진동모

드의 영향을 받으며, 거실의 폭이 큰 공동주택은 (1,3) 진동모드 응

답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중심주파수에서는 벽식구조 공

동주택의 경우 Fig. 10.27과 같이 콘크리트 내력벽의 진동응답이 바

닥 진동과 유사한 크기로 진동하는 주파수이며, 이 주파수에서는 

Fig. 10.28과 같이 바닥충격음에 대한 벽체의 기여도가 벽체가 바닥

판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의 근본 원인인

바닥판 또는 벽체의 진동응답을 저감시켜야한다. 구조체 진동응답 

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공동주택 설계설계

단계부터 공동주택 평면 형태에 따라 구조체 진동응답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공동주택 구조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수치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다향한 공동주택 구조시스템에 대해 바닥충

격음 발생 특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기둥식 구조시스템은 기둥-보 구조시스템과 무량

판 구조시스템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

할때 무량판 구조시스템이 공동주택 구조시스템으로 가장 적합하다. 

무량판 구조시스템은 기둥과 바닥판이 다른 구조부재 없이 직접 접

합되기 때문에 수직하중에 대한 전단내력 확보를 위해 현행 공동주

택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인 210mm 보다 두꺼운 콘크리트 슬래브

를 사용하며, 증가된 슬래브 두께 통해 바닥 진동응답과 바닥충격

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무량판 구조 사용으로 거실을 구획하는 내

력벽이 제거되면서 벽체 진동에 의한 바닥충격음 또한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주택법 제21조의 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에 따라2013.12.24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장수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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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주택은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 완

화를 받을 수 있다. 장수명 공동주택 평가항목 중 가변성은 기둥식 

구조시스템과 건식벽체를 사용할 때 높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시스템은 기존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다양

한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0.6의 공동주택 평면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에 무량판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동일 슬래브 두께의 벽식 구조시스템과 

바닥 진동 및 바닥충격음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무량판 구조시스템

의 기둥의 스팬 변화에 따른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 발생 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구조시스템에 따른 바닥충격음 평가는 Fig. 

10.30-(a)에 표시한 P1-5의 5개 수음점에 대한 수음실 평균 바닥충

격음 레벨을 사용하였으며, 가진조건은 100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

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중앙 가진점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10.4.2. 구조 평면 

Fig. 10.30는 내력벽 구조시스템 공동주택(a)과 무량판 바닥구조조 

공동주택(b, c)의 구조평면도이며, Fig. 10.31는 유한요소 구조해석 모

델을 나타낸다. 평면의 형태는 무량판 구조시스템의 기둥 위치 변

경이 용이한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 주방의 내력벽 위치와 비구조벽 

위치를 거실의 내력벽과 수평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Fig. 10.30-(a)의 내력벽식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 내부 벽은 180mm 

의 콘크리트 벽으로 모델링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와 일체화 시켰으

며, 슬래브 두께를 달리하여 벽식구조의 현행 콘크리트 슬래브 두

께 기준인 210mm와 무량판 구조 해석모델과 동일한 슬래브 두께

인 240mm 를 부여한 두가지 해석 모델을 만들었다.  

Fig. 10.30-(b, c)의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벽은 90mm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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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적벽 (0.5B, 2000kg/m3)으로 모델링하고 세대간벽과 외벽은 200 

mm의 콘크리트 벽으로 (a)의 벽식구조 해석모델과 동일한 두께를 

부여하였다. 슬래브 두께는 240mm 이며, 세대내 기둥 위치를 Fig. 

10.30-(b), (c)와 같이 변경하여 거실의 스팬 변화로 거실의 고유진동

수가 다른 조건을 부여하였다.   

 

 

(a) Structural wall system (210 and 240 mm) 

 

(b) Flat plate system 1 (24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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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lat plate system 2 (240 mm) 

Fig. 10.30 Structural plan of structural wall and flat plate system 

 

 

(a) Structural wall system            (b) Flat plate syst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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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lat plate system 2 

Fig. 10.31 FE structural models 

 

Fig. 10.32은 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의 진동모드 형상과 고유진동수

를 나타낸 그림이다. 벽식구조 공동주택의 슬래브 두께를 210 mm 

에서 240 mm로 증가시킬 경우 (1,1), (1,2)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각

각 2.3, 2.4 Hz 증가하였으며, (1,3), (1,4) 모드는 2.8, 7.7 Hz 증가되었다. 

슬래브 두께증가는 고유진동수뿐만 아니라 모드 형상까지 변화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의 기둥위치는 거실의 고유진동수를 크게 변화시켰다. 

기둥의 위치가 거실에 가깝게 위치한 flat plate 1은 거실 슬래브의 

스팬을 짧게 하기 때문에 (1,1), (1,2) 모드 형상에 대한 고유진동수

는 각각 27.8, 32.1 Hz로 벽식구조와 유사한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었

다. 반면 기둥의 위치가 주방에 존재한 flat plate 2는 거실 슬래브 스

팬 증가로 (1,1)모드의 고유진동수가 flat plate 1보다 낮은 18.9 Hz에 

존재하였으며, (1,2) 모드는 40.5 Hz에 존재하였고 모드형상은 flat 

plate 1과 다른 형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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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2 Structural vibration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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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슬래브 두께 증가 및 구조형식 변화는 바닥 구조의 고유진동

수와 모드 형상을 변화시켜 가속도 응답을 변화시킨다. Fig. 10.33은 

거실 중앙 P1 가진에 대한 P1에서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고

무공 가진에 대한 가속도 레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0.33-(a), (b)에서 벽식구조 공동주택의 슬래브 두께 증가로 가

속도 피크 응답 주파수는 증가되고 최대 크기는 다소 저감되어 나

타났다. 슬래브 두께 증가로 인한 고유진동수 증가로 50-70Hz 가속

도 응답은 210mm 일때보다 증가되었으며, 70-100 Hz에서는 감소되

었다. 

고유진동수가 벽식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난 flat plate 1은 31 Hz의 

(1,2) 모드응답에 의한 최대 가속도 응답이 240mm 슬래브 두께의 

벽식구조보다 크게 나타났다. 주파수 영역별 가속도 응답 크기를 

240mm 슬래브 벽식구조와 비교할 때 40-60 Hz 영역에서는 작고 

60-80 Hz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거실의 스팬을 증가시킨 flat plate 2는 최대 응답이 19 Hz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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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20-50 Hz 응답은 모든 구조시스템 중 가장 낮은 가속도 응

답을 나타내었다. 60-200 Hz 응답은 flat plate 1과 유사한 응답을 보였

다. 

 

(a) Acceleration FRF 

 

(b) Aceeleration level (rubber ball) 

Fig. 10.33 Accelerati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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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4은 거실 중앙 P1을 가진한 경우에 대한 거실 코너 수음점

P2에서의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30 Hz 이상 

주파수에서 피크음압은 음향모드 고유진동수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크기는 바닥 진동에 의한 직접음 보다 크게 나타났다.  

벽식구조 해석모델의 슬래브 두께증가로 35 Hz의 음압 응답은 감소

되었지만 고유진동수 증가로 인해 52 Hz의 음압응답은 증가되었다. 

그 이상 주파수에도 음압응답은 슬래브 두께 증가에 의한 진동응답 

저감효과로 음압 또한 저감되어 나타났다.  

Flat plate 1은 (1,1) 진동모드 고유진동수가 30 Hz 부근에 위치하면서 

35 Hz에서 음압 응답은 네개 구조시스템중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52 Hz 응답은 벽식구조에 비해 크게 저감되었다. 52 Hz의 음압응답 

저감은 40-60 Hz에서 flat plate 1의 진동응답이 벽식구조보다 낮게 나

타났기 때문이다.  

Flat plate 2는 19 Hz에서 가장 높은 음압 응답을 나타내었고 35 Hz에

서는 240mm 벽식구조보다 높은 음압 응답을 나타내었다. 35 Hz 부

근에서 거실 중앙점의 가속도 응답은 flat plate 2가 240mm 벽식구조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Fig.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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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4 Acoustic pressure FRF 

 

10.4.3. 바닥충격음 레벨 

네가지 구조시스템에 대한 고무공과 뱅머신의 바닥충격음 레벨을 

비교하여 각각 Fig. 10.35, Fig. 10.36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1/1 옥타

브 밴드로 변환하여 Table 10.4, Table 10.5에 나타내었다.  

1/3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은 고무공과 뱅머신 두 충격원 모두에 

대해 전 주파수 대역에서 flat plate 2가 가장 낮은 음압레벨을 나타

내었다. 80 Hz 이상 주파수에서 210mm 벽식구조 시스템이 가장 높

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240mm 슬래브 두께의 벽식구

조와 무량판구조 시스템은 유사한 음압레벨을 보였다. 

각 구조시스템에 따른 음압레벨 차이는 50 Hz에서 가장 크게 발생

되었다. 50 Hz에서 무량판 구조시스템이 벽식구조 시스템보다 음압

레벨이 낮게 나타났으며, flat plate 2가 flat plate 1 보다 더 낮은 음압

레벨을 나타내었다. 50 Hz에서 슬래브 두께를 30mm 증가시킨 

240mm 벽식구조는 슬래브 고유진동수 증가로 210mm 벽식구조보

다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내었으며, 네 가지 구조시스템 중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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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레벨을 나타내었다.  

1/3 옥타브 밴드의 50, 63, 80 Hz 중심주파수는 1/1 옥타브 밴드의 

63Hz에 해당되며, 세 중심주파수에서 음압레벨이 가장 크게 발생되

는 50 Hz의 음압레벨은 1/1 옥타브 밴드의 63 Hz 바닥충격음 레벨을 

결정한다. 따라서 50 Hz의 음압레벨이 가장 작게 나타난 flat plate 2

의 단일 수치 평가량은 Table 10.4, Table 10.5에서 고무공과 뱅머신 

각각에 대해 49, 46 dB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무공과 뱅머신에 대한 1/1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과 단일 수치 

평가량을 나타낸 Table 10.4과 Table 10.5에서 벽식구조 시스템의 슬

래브 두께를 증가시킨 경우 슬래브 고유진동수 증가로 63 Hz의 음

압레벨은 증가된 반면 바닥판의 질량 증가로 125 Hz 이상 주파수의 

음압레벨은 저감되었다. 무량판 구조시스템은 240mm 벽식구조 시

스템에 비해 125 Hz 이항 주파수에서의 음압레벨은 유사하지만 63 

Hz에서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효과적으로 저감되었다. 63 Hz에서 음

압레벨이 가장 낮게 나타난 flat plate 2의 구조시스템은 고무공과 뱅

머신 모두에 대해 가장 낮은 단일 수치 평가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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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5 1/3 Octave band room average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or rubber ball 

 

 

Table 10.4 1/1 Octave band room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or 

rubber ball 

1/1 Octave Struuctural wall 
(210mm slab) 

Struuctural wall 
(240mm slab) 

flat plate 1 
(240mm slab) 

flat plate 2 
(210mm slab) 

31.5 84.8 82.0 90.1 83.7 

63 71.1 74.2 66.0 63.1 

125 71.0 67.0 66.0 66.2 

250 62.3 60.4 60.9 58.1 

500 51.4 49.0 49.3 48.9 

Li,Fmax, AW 54 51 5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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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6 1/3 Octave band room average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or bang machine 

 

 

Table 10.5 1/1 Octave band room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or 

bang machine 

1/1 Octave Struuctural wall 
(210mm slab) 

Struuctural wall 
(240mm slab) 

flat plate 1 
(240mm slab) 

flat plate 2 
(210mm slab) 

31.5 92.8 89.8 97.9 91.5 

63 79.9 82.8 74.6 71.5 

125 69.3 64.6 63.7 64.0 

250 54.9 53.0 52.6 50.9 

500 44.0 43.1 43.4 43.4 

Li,Fmax, AW 53 52 4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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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음향 파워 

Fig. 10.37는 음향파워레벨에 대한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

프이며, 단위힘 1N 가진에 대한 1-600 Hz에서의 거실과 주방을 포

함한 공간에서의 천장 바닥판과 벽체 속도응답과 식 (66)를 이용하

여 계산되었다. Fig. 10.37의 음향파워레벨 주파수 응답함수는 구조체 

진동 속도응답을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Fig. 10.33의 바닥 가속도 

응답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40mm 슬래브두께의 벽식구조 시스템은 고유진동수 증가로 100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는 210mm 벽식구조에 비해 특정 주파수에서 

음향파워가 증가되어 나타났지만 약 200 Hz 이상부터는 슬래브 질

량 증가에 의한 감쇠력이 효과적으로 작용되면서 210mm 벽식구조

보다 음향파워 레벨이 낮게 나타났다. 이 200 Hz 이상 주파수에서

240mm 슬래브 두께를 갖는 모든 구조시스템에 대한 음향 파워 레

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유진동수가 240mm 벽식구조와 유사한 flat plate 1은 240mm 벽식

구조에 비해 약 30-40 Hz 에서는 바닥 고유진동수 영향을 받아 240 

mm 벽식구조보다 음향파워가 크게 나타났지만, 40 Hz 이상에서는 

벽식구조보다 작게 나타났다. 

Flat plate 2는 19 Hz 에서 가장 큰 진동응답을 발생키기고 그 이상 

주파수에서의 진동응답은 작게 나타나 20-60 Hz의 저주파 영역에서 

음향파워레벨은 다른 구조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작게 나타났다. 이 

20-60 Hz는 중량충격원의 충격력 에너지가 집중되는 주파수로 이 

주파수에서의 음향파워 레벨 저감은 결과적으로 중량충격음을 저감

시키는 효과로 나타나 Table 10.4과 Table 10.5의 63 Hz 바닥충격음 

레벨과 단일 수치 평가량을 저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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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7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or Acoustic power 

 

Fig. 10.38은 고무공과 뱅머신에 대한 음향파워레벨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뱅머신과 고무공의 충격력 스펙트럼 특성에 따라 음향파워

레벨의 크기와 주파수 특성은 차이가 나타났지만 네가지 구조시스

템에 따른 각 중심주파수에서의 음향파워레벨 크기 순서는 충격원

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25, 31.5, 40 Hz 중심주파수에서 flat plate 2의 구조시스템이 가장 낮은 

음향파워 레벨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음향파워레벨 주파수 특성은 

Fig. 10.35과 Fig. 10.36의 바닥충격음 레벨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유

사하게 반영하고 있다. 단 31.5 Hz 중심주파수에서 flat plate 2의 음

압레벨이 flat plate 1 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파워 레벨은 

낮지만 특정 수음점에서 음향모드의 영향을 받아 음이 증폭되는 현

상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50, 63, 80 Hz의 음향 파워는 무량판 구조가 벽식구조보다 낮게 나타

났으며, flat plate 2는 flat plate 1보다 50 Hz에서 낮은 음향파워를 나타

내었다. 50 Hz에서 구조시스템에 따른 음향파워레벨 차이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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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Fig. 10.35과 Fig. 10.36의 바닥충격

음 레벨 특성과 동일하다. 단 구조시스템에 따른 음향 파워 레벨차

이는 바닥충격음 레벨 차이에 비해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1/1 옥타브 밴드의 63 Hz에 포함되는 50, 63, 80 Hz에서 

음향파워레벨은 50 Hz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각 구조시스템별 

50 Hz의 음향 파워 레벨이 가장 낮게 나타난 flat plate 2는 최종 1/1 

옥타브 밴드의 63 Hz 바닥충격음 레벨이 효과적으로 저감되어 중량

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 Acoustic power level for rubb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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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oustic power level for bang machine 

Fig. 10.38 Acoustic power level of enclosed living room 

 

10.4.5. 고찰 

벽식구조 공동주택과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에 대해 유한요소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바닥 진동응답, 음향파워, 중량충격음을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거실 스팬이 짧은 무량판 구조는 동일 두께의 슬래브 

두께를 갖는 벽식구조 공동주택과 유사한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었고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도 유사하였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의 기둥

위치를 변경하여 거실 스팬을 증가시킨 구조시스템은 거실 부분의 

바닥 진동응답 특성이 크게 변화되면서 바닥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켰다. 

Fig. 10.36의 1/3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에서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

조의 바닥충격음 레벨 차이는 50 Hz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50 Hz에서의 음압레벨 차이는 63 Hz의 바닥충격음 레벨을 결정하였

다. 50 Hz 중심주파수에서 음압 레벨은 Fig. 10.34의 음압 주파수 응

답 함수에서 52 Hz의 음압 응답 크기 차이로 발생되었다. 52 H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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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체 속도 응답 결과와 수음실 음장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나

타낸 Fig. 10.39의 그림에서 벽식구조의 52 Hz의 음압 응답은 (1,2,0) 

음향모드 응답이고 이 응답이 크게 발생된 원인은 무량판 구조에 

비해 벽식구조 바닥의 진동응답이 크게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Fig. 

10.33의 가속도 응답을 비교한 그래프에서 벽식구조는 무량판 구조

에 비해 50 Hz의 가속도 응답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무량판 구조의 가속도 응답도 약 48 Hz 에서 피크 응답이 발생되었

지만 이 진동응답은 52 Hz에 해당하는 수음실의 음향모드 응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벽식구조에 비해 가속도 피크 응

답이 약 4-5 Hz 낮게 발생된 효과가 63 Hz의 바닥충격음 레벨을 저

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a) Sructural wall system (240 m)      (b) Fat plate system 1 (240 m) 

Fig. 10.39 Numerical analysis results of structure velocity response and 

acoustic field at 52 Hz 

 

중량충격음은 음압레벨이 가장 높게 발생되는 63 Hz의 바닥충격음 

레벨이 중량충격음의 평가값인 역A 특성 바닥충격음 레벨(Li,Fmax,AW)

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량충격음 저감을 위해서는 63 Hz 음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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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인 63 Hz 밴드(44-89 Hz)에서의 바닥 진동응답 저감이 반드

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거실의 스팬을 증가시킨 무량판 구조의 바닥 

진동응답은 19 Hz에서 바닥 진동응답이 크게 나타났지만 (1,1) 모드

의 최대 피크 응답이 매우 낮은 주파수에서 발생된 영향에 의해 

30-100 Hz 영역의 구조체 진동과 음압 응답은 효과적으로 저감되었

으며, 스팬이 짧은 무량판 구조에 비해 현저히 낮은 크기로 나타났

다. 기둥의 위치변화는 거실 또는 주방 부분의 스팬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된 공동주택 평면에서 기둥의 위치변화는 전체 

세대 바닥판의 최대 스팬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즉 동일한 슬래브 

두께로 설계된 무량판 구조시스템은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기둥의 위치가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방보다 거실의 스팬을 

증가시킬 때 거실 바닥판의 진동응답 특성이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

과적으로 변화되었다.  

거실의 스팬 증가를 통해 모든 경우에서 63 Hz 밴드의 바닥 진동응

답을 저감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스팬 증가로 63 Hz 밴드에 존재

하는 진동 모드 밀도가 증가되고 증가된 모드 밀도는 수음실에 존

재하는 다양한 음향모드를 가진시켜 바닥 충격음을 더욱 증가 시킬 

수 있다. 공동주택의 평형과 평면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조

건에서의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 발생특성은 각각의 다른 조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Fig. 10.36의 바닥 충격음과 Fig. 10.38의 음향파워는 주파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특정 주파수에서 음향파워가 작다면 그에 

따른 바닥충격음도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음향파워는 수음실의 음

향해석을 거치지 않고 구조체의 속도응답을 통해서만 계산되기 때

문에 계산이 간단하고 해석시간이 매우 짧아 다양한 조건에 대한 

변수분석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구조체 진동응답 해석을 통한 음

향파워레벨을 이용하여 바닥충격음 크기를 평가하는 것은 수음실의 

공간 평균 음향에너지를 대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5개 수음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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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음실의 바닥충격음 크기를 평가하는 현행 기준보다 보다 오히

려 표준화된 평가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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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슬래브 두께 

10.5.1. 서론 

공동주택의 슬래브 두께는 슬래브의 동특성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

요한 영향요소로 바닥충격음 특성변화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150, 180, 210, 240mm 의 슬래브 두께를 갖는 바닥충격음 표준실험동

에서 측정한 Fig. 7.3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슬래브 두께 

증가는 슬래브의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키고 또한 가속도 응답 크기

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슬래브 동특성변화는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

킬 수 있지만 음향모드가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슬래브 고유진

동수가 증가할 경우 오히려 바닥충격음을 증가시킬 수 있다. Fig. 7.9

의 네가지 슬래브 두께에 대한 고무공 바닥충격음 측정결과에서 슬

래브 두께 증가에 대해 바닥충격음은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지만 슬

래브 두께증가로 인한 고유진동수 변화로 바닥충격음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발생되어 30mm 슬래브 두께 증가로 40, 80, 125, 160 Hz에서 

음압이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40mm 바닥

구조는 210mm 바닥구조보다 단일 수치평가량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0.4과 Table 10.4의 해석결과에서도 210mm 벽식구조 보다 

240mm의 벽식구조에서 63 Hz의 바닥충격음레벨이 높게 발생되었으

며, 경우에 따라 63 Hz 바닥충격음 증가는 바닥충격음 단일 수치 

평가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이 슬래브 두께 증가는 특정 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을 증가

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바닥충격음이 저감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동주택 평면 조건

에서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

만 슬래브 두께증가는 수직하중 증가로 수평부재뿐만 아니라 수직

부재의 단면을 증가시키고 건물 기초에 큰 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으며, 지진하중 증가로 안정성 에 문제

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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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 선정은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 대비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해 반드시 검토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슬

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바닥 충격음 저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75m2와 107m2의 공동주택 평형과 180, 210, 240 mm의 콘크리트 슬래

브 두께에 대해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바닥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을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구조체의 고유진동수 및 모드

형상과 거실 중앙점 가진조건에 대해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 음

향파워, 그리고 5개 수음점에서의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을 

비교하였다. 

Fig. 10.40에 75m2과 107m2 평형에 대한 구조평면도를 나타내었다. 

75m2 평형과 107m2 평형의 거실폭은 각각 3.15 m와 4.65m이며, 거

실의 길이는 75m2 평형의 경우 거실과 주방이 일체화 되어 거실과 

주방을 합한 길이가 5.9m로 107m2 평형의 거실 길이 5.2m 보다 길

다. 75m2과 107m2 평형의 큰방과 거실을 포함한 전체 세대의 폭은 

각각 6.9m와 9.3m 로 107m2 평형의 폭이 더 길고 전체 세대의 길

이는 각각 11.5m와 11.8m 로 유사하다.  

구조시스템은 모두 내력벽식 구조시스템으로 방을 구획하는 모든 

벽과 외벽, 그리고 세대간벽은 200mm의 콘크리트 벽으로 모델링 

하였다. 두 세대 모두 발코니가 있는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거실과 

발코니가 연결되는 문에 대해서는 경계조건 적용없이 연속된 슬래

브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10.41에 구조해석모델과 음향해석모델을 나타내었다. 75m2 공동

주택은 거실이 세대간벽을 사이에 두고 인접 세대의 거실과 바닥판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세대를 같이 모델링 하였으며, 107m2 

공동주택은 계단실을 포함하여 1개 세대 전체를 모델링 하였다. 음

향해석 모델은 거실 공간과 공기매질이 연속되는 주방과 복도를 포

함하여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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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5 m2 

 

 

(b) 107 m2 

Fig. 10.40 Structural plan of apartment build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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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5 m2 

  

(b) 107 m2 

Fig. 10.41 Structural and acoustic FE models 

 

10.5.2. 진동 모드 형상과 주파수 응답함수 

Fig. 10.42는 공동주택 평형과 슬래브 두께별 진동모드 형상과 고유

진동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1차 진동모드에 대해 30mm의 슬래브 두

께 증가는 약 3 Hz의 고유진동수 증가로 나타났으며, 모드 차수가 

증가할수록 고유진동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 30mm 슬래브 두께 

증가로 2차 모드는 6-12Hz, 3차모드는 8-11 Hz 고유진동수가 증가하

였다. 바닥 슬래브 두께 증가에 대해 벽체 두께는 200mm 로 일정

하기 때문에 고유치 해석결과에 따른 바닥 모드 형상이 변하여 최

대 변형 크기와 변형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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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42 Vibration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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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43은 거실 중앙점 P1 가진에 대한 P1 위치에서의 가속도 주

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고

유진동수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피크 응답 크기가 저감되어 나타났

다. 75m2 공동주택은 1차모드 고유진동수에서의 피크 응답보다 2차

모드 고유진동수에서 피크응답이 더 크게 발생되어 180, 210, 240 

mm 슬래브에 대해 100 Hz 이하에서 최대 응답 주파수는 56, 61, 65 

Hz에서 발생되었다. 반면 107m2 공동주택은 100 Hz 이하에서의 최

대 응답은 1차모드 고유진동수에서 나타나 180, 210, 240 mm 슬래브

에 대해 27, 31, 34 Hz에서 피크 응답이 나타났고 40-70 Hz에서의 가

속도 응답은 75m2 공동주택보다 작게 나타났다. 

Fig. 10.44은 거실 중앙점 P1 가진에 대한 수음실 코너 수음점 P2 

위치에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피크 응답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거실 형상에 따른 음향모드 고유진동수에

서 발생되었으며, 최대 응답 주파수는 거실의 가속도 최대 응답이 

발생되는 주파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00 Hz 이하에서 음압 주파

수 응답함수에 대한 최대 응답이 발생되는 주파수는 75m2 공동주

택의 경우 55-57 Hz에서 발생되었으며, 107m2 공동주택은 31-34 Hz에

서 발생되었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최대 응답 크기는 전주파

수 대역에서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100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는 슬래브 고유진동수 증가로 인해 음향모드에 의한 응답이 더 크

게 발생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Fig. 10.45는 210 mm 슬래브 두께에 대해 75m2와 107m2 공동주택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와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한 그래프

이다. 107m2 공동주택은 75m2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거실 면적

이 넓기 때문에 유사한 모드 형상에 대해 고유진동수가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최대 응답이 발생되는 주파수는 

30-40 Hz 영역에서 발생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유진동수가 높은 

75m2 공동주택은 50-60 Hz 영역에서 최대응답이 발생되었다. 41 Hz

에서 거실 중앙에서의 가속도 응답은 75m2 공동주택이 107m2 공동

주택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42 Hz에서의 음압 응답은 107m2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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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a) 75 m2                       (b) 107 m2 

Fig. 10.43 Acceleration frequency response function 

 

 

(a) 75 m2                       (b) 107 m2 

Fig. 10.44 Acoustic frequency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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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leration FRF            (b) Acoustic pressure FRF 

Fig. 10.45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acceleration and acoustic 

pressure 

 

10.5.3. 음향파워 레벨 

Fig. 10.46는 음향파워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음향

파워는 단위힘 1N에 대한 음향모델을 둘러싼 구조체(바닥 및 벽체)

의 속도응답을 통해 계산되었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음향파

워의 최대 응답이 발생되는 주파수는 증가하고 최대 응답 크기는 

저감되어 나타났다. 음향파워레벨은 주파수가 증가될수록 감소되며, 

최대 음향파워 레벨은 75m2 공동주택의 경우 55-57 Hz에서 발생되

었으며, 107m2 공동주택은 31-34 Hz에서 나타났다. 공동주택 평형에 

따른 음향파워 레벨을 비교한 Fig. 10.47의 그래프에서 평형에 따른 

음향파워 레벨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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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5 m2                     (b) 107 m2 

Fig. 10.46 Acoustic power level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ig. 10.47 Acoustic power level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75 and 

107m2 area types of apartmen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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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48은 거실 음향모델과 연결된 구조해석모델의 천장바닥과 

구조벽에 대한 음향파워레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75m2 공동주택

에서 47 Hz 주파수 대역에서는 벽체와 바닥의 음향파워 레벨이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07m2 공동주택은 약 52 Hz 영역에서 벽체

와 바닥의 음향파워레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a) 75 m2                     (b) 107 m2 

Fig. 10.48 Acoustic power level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upper 

floor and structural wall 

 

10.5.4. 바닥충격음 레벨 

Fig. 10.49은 거실 중앙가진에 대한 5개 수음점에서의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벨 (고무공)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평형 모두 슬래

브 두께 증가에 따라 바닥충격음 레벨이 저감되어 나타났다.  

180mm 슬래브 두께에 비해 210, 240mm 슬래브 두께의 바닥충격음 

레벨은 최대 응답이 발생되는 중심주파수가 1개의 특정 주파수에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75m2의 공동주택은 180mm 슬래브 두께

의 경우 50, 63 Hz 그리고 125, 160 Hz 에서 음압 레벨이 높게 나타

났지만 슬래브 두께가 두꺼운 210, 240mm 에서는 63 Hz와 125 Hz에

서 최대 음압레벨 집중되고 인접한 50 Hz와 160 Hz의 음압레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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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107m2의 공동주택에서도 180mm 슬래브 두께는 25, 

31.5, 40 Hz와 100, 125, 160, 200 Hz 에서 음압 레벨이 높게 나타났지

만 슬래브 두께가 두꺼운 210, 240mm 에서는 31.5 Hz와 125, 160 Hz

에서 최대 음압레벨 집중되고 인접한 주파수에서의 음압레벨은 낮

아졌다.  

 

 

(a) 75 m2                     (b) 107 m2 

Fig. 10.49 1/3 Octave room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or 

rubber ball 

 

고무공과 뱅머신 가진에 대한 거실 평형별 바닥충격음 레벨을 Fig. 

10.50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충격원에 관계없이 최대 음압레벨이 

발생되는 주파수는 거실 평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최대 음

압 레벨은 거실 면적이 넓은 107m2 공동주택은 31.5 Hz, 75m2의 공

동주택은 63 Hz에서 발생되었다. 고무공 충격원의 경우 충격력 스

펙트럼 특성이 바닥충격음 특성에 나타나 107 m2의 공동주택은 63 

Hz의 음압레벨 보다 125 Hz의 음압레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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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bber ball                 (b) Bang machine 

Fig. 10.50 Room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of 75 and 107m2 

area types of apartment building for rubber ball and bang machine 

 

Fig. 10.51과 Table 10.6, Table 10.7에 거실 평형과 슬래브 두께 그리고 

고무공과 뱅머신 충격원에 대한 1/1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을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75m2의 공동주택은 180mm 슬래브 두께에서 

210mm 로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킬 경우 바닥 충격음 레벨이 효과

적으로 저감되어 63 Hz의 바닥충격음은 고무공과 뱅머신에 대해 각

각 3.2, 6.6 dB 저감되었으며, 125 Hz의 바닥충격음은 4.9, 4.9dB 저감

되었다. 반면 107m2 공동주택은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바닥충격

음 저감은 31.5, 63 Hz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증가되는 경우도 있

었으며, 250 Hz 이상 주파수에서는 75m2 공동주택에 비해 슬래브 두

께 증가에 따라 바닥충격음 레벨이 효과적으로 저감되었다.  

75m2 공동주택은 180mm 에서 240mm로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킨 

경우 고무공과 뱅머신에 대한 단일 수치 평가량이 각각 5, 7 dB 저

감된 반면 107m2 공동주택은 3, 2dB 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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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bber ball                 (b) Bang machine 

Fig. 10.51 1/1 Octave room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or 

rubber ball (a) and bang machine (b) 

 

 

Table 10.6 1/1 Octave room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rubber 

ball, impact center P1) 

 
75 m2 

180 mm 

75 m2 

210 mm 

75 m2 

240 mm 

107 m2 

180 mm 

107 m2 

210 mm 

107 m2 

240 mm 

31.5 71.8 67.8 64.4 88.8 90.6 85.6 

63 80.4 77.2 73.1 71.0 71.6 69.9 

125 66.5 61.6 62.4 67.3 65.9 66.3 

250 62.5 61.1 58.5 63.3 59.7 57.0 

500 51.6 52.0 50.7 51.7 49.6 47.4 

Li,Fmax, AW 54 52 49 52 5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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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7 1/1 Octave room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bang-

machine, impact center P1) 

 
75 m2 

180 mm 

75 m2 

210 mm 

75 m2 

240 mm 

107 m2 

180 mm 

107 m2 

210 mm 

107 m2 

240 mm 

31.5 75.0 71.0 68.2 86.3 85.2 82.2 

63 82.6 76.0 73.5 72.7 72.2 71.6 

125 64.8 59.9 58.1 63.6 59.9 57.5 

250 55.3 52.6 50.2 56.9 52.9 50.9 

500 44.6 43.4 41.6 45.5 43.6 41.8 

Li,Fmax, AW 59 56 52 51 50 49 

 

10.5.5. 고찰 

75, 107 m2의 평형에 대해 슬래브 두께를 180, 210, 240mm 로 적용시

킨 수치해석모델에 대해 거실 중앙점 가진에 대한 가속도응답, 음

압 주파수 응답함수, 음향파워, 그리고 수음실 평균 바닥충격음 레

벨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바닥 슬래브

의 진동응답 감소로 바닥충격음은 저감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107m2의 공동주택에서는 31.5, 63 Hz에서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음압레벨이 증가되는 현상도 발생되었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는 75m2의 공동주택이 107m2의 공동주택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107m2의 공동주택은 63 Hz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 저감이 미비하였다. 

바닥충격음 레벨이 가장 크게 나타난 중심주파수는 75m2의 공동주

택은 63 Hz이고 107m2의 공동주택은 31.5 Hz 이다. 최대 음압 레벨

이 발생된 중심 주파수의 밴드는 슬래브의 바닥 진동응답이 가장 

크게 발생된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Fig. 10.43에서 75m2의 공동

주택이 가장 큰 가속도 응답을 나타낸 주파수인 54-60 Hz와 1072의 

공동주택의 최대 가속도 응답이 나타난 27-34 Hz 는 각각 63 Hz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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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Hz 밴드에 포함된다.  

구조체의 최대 진동응답은 진동모드 형상과 가진위치에 영향을 크

게 받는다. 충격력이 크더라도 모드 변형이 크기 않은 곳을 가진하

면 해당 주파수의 진동응답은 크게 발생되지 않게 된다. 107m2 공

동주택은 (1,1) 모드 형상이 거실중앙 가진위치에서 변형이 크게 발

생되는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1,1) 모드 고유진동수에서 

최대 응답이 발생되었다. 반면, 75m2의 공동주택은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지 않고 연속된 슬래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 모드 보다 

(1,2) 모드 형상이 거실 중앙 가진점 위치에서 형상변화가 크게 나

타났으며, 이러한 모드 형상으로 인해 (1,2) 모드의 고유진동수에서 

최대 가속도 응답이 발생되었다. 

 

10.6. 요약 

유한요소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

에 대한 구조체 진동응답과 바닥충격음을 예측하였다. 유한요소 수

치해석 모델에 대한 예측결과는 비교적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각 가진점 및 수진점, 그리고 수음점에서 응답을 유사하게 

예측하여 수치해석 모델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유한요소 수채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구조시스템에 대해 바

닥충격음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벽식구조 시스템 보다는 무량판 

구조 시스템이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이었고 무량판 구조시스템

에서도 기둥의 위치는 거실의 진동응답 특성을 크게 변화시켜 바닥

충격음 레벨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슬래브 두께 증가는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이 큰 평형의 공동주택보

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평형 공동주택은 동일 슬래브 

두께의 큰 평형 공동주택에 비해 바닥충격음이 크게 발생되었다. 

작은 평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이 크게 발생된 이유는 거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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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작아 1, 2차모드 고유진동수가 큰 평형 공동주택보다 

높고 이 저차모드 진동응답은 63 Hz 중심주파수에 포함되어 63 Hz 

바닥충격음 레벨을 크게 하기 때문이다. 큰 평형의 공동주택은 

31.5 Hz 중심주파수 대역에서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의 최대 응답

이 발생되었으며, 이 효과로 63 Hz 중심주파수에서의 응답은 저감

되어 나타났다. 

유한요소 수치해석은 고유치 해석을 통해 진동모드 및 음향모드 형

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진동과 음압 응답에 대한 장(field)을 가시

적으로 보여주어 모드응답에 대한 기여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험적으로 계측이 불가능한 음향파워, 

판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음향파워에 대한 주파수 특성과 진동응답 또는 바닥충격음 주파수 

특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향파워는 구조체 속도 응답해석 

만을 이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 

음향파워를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구조시스템의 초기설계 단계에

서 주요 평가 파라메터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구조해

석 모델에 대한 변수 분석과 최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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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감구조 일체형 바닥구조 시스템 

바닥 충격음 저감을 위해 2005년부터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 표준바

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로 시공되었다.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

바닥구조는 주로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로 시공되며, 콘크리

트 슬래브의 두께가 기존 120~150 mm에서 210 mm로 증가된 바닥

구조이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를 210 mm로 크게 설정한 이유는 

바닥충격음의 저주파 대역 차단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뜬바닥 구조 조건에서의 중량충격음 저감 특성에 대한 다양

한 연구결과에서 뜬바닥구조로 마감구조를 시공한 이후 125Hz 대

역 이상 주파수에서는 소음이 저감되었지만 63Hz 대역의 저주파 

소음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41, 42]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조가 125Hz 이상의 바닥충격음 

저감에는 효과적이지만 63Hz 이하 저주파 대역의 바닥충격음 저감

에 큰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뜬바닥구조가 저주파대역에서 좋지 않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나

타내는 요인은 바닥 상부구조의 공진에 의한 2차 발생음과 콘크리

트 슬래브를 가진하는 충격력 스펙트럼의 변화 때문이다.[3]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공진을 줄임으로써 저주파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바닥 상부구조와 콘크리트 슬래브가 일체화

된 바닥구조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콘크리트 슬래브와 경량기포콘

크리트, 온돌축열층 등의 상부구조가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구조에 

의하여 100 mm 정도의 슬래브 두께 증가 효과와 함께 상부구조 공

진에 의한 2차 발생음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1.1. 뜬바닥 구조 문제점과 대안 

국립환경과학원[4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기준 시행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단일수치 평가량은 경량충격음 13 dB 저감, 

뱅머신 중량충격음 1.5 dB 저감, 그리고 고무공 중량충격음 8.7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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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수음실의 위치(거실, 안

방), 평형 등의 조건이 반영되어있지 않았다. 충격원에 따른 바닥 

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은 125 Hz 에서 태핑머신 6.8 dB 저감, 뱅머신 

6.2 dB 저감, 고무공 8.8 dB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 주

파수에서는 이보다 바닥충격음 저감 레벨이 더욱 증가하였다. 반면 

63 Hz의 저주파 대역에서의 중량 충격음은 뱅머신 2.7dB 증가, 임

팩트볼 0.4 dB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공동주택의 평균 

두께는 법제화 전과 후 각각 149, 210 mm로 법제화 이후 평균 60 

mm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증가가 있었다. 슬래브 두께가 증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후 사용된 바닥구조는 63 Hz에서 두 가

지 표준 중량 충격원에 대해 바닥 충격음 저감 성능을 나타내지 못

하였다. 

최근 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장의 가장 큰 원인이 아이들의 뛰거나 

발걸음(73.4%)로 조사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2014년부터 새로

운 중량충격원으로 도입되는 고무공 충격원과 아이들이 뛰거나 점

핑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주파수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2, 6, 7] 이러한 실생활 충격력이 고무공 충격원과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점을 고려해보면, 125 Hz 이상의 바닥충격소음은 완충

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조를 통해 저감시킬 수 있지만 63 Hz 이하 

저주파 소음은 기존 연구결과처럼 현행 바닥 구조 시스템을 통해서

는 저감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층간 소음 분쟁의 원인이 주로 저

주파 바닥 충격 소음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로 사용되는 뜬바닥 구조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

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근본적으로 저주파 대역의 바

닥 충격 소음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대역의 진동응답이 작은 바닥구

조 시스템이어야 한다.  

저주파 바닥 충격 소음은 슬래브의 질량과 휨 강성을 높일 때 다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바닥구조의 휨 강성 

증가는 바닥 구조의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킨다. 중량 충격원의 경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충격력이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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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의 고유진동수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진동에너지가 큰 저차 

모드에 의한 공진이 충격력이 작은 주파수에서 발생되어 그에 따른 

진동응답을 저감시킬 수 있다. 바닥구조의 단위 면적당 질량을 증

가시키면 외부 힘에 저항하는 바닥구조의 관성력은 동일하지만 바

닥 가속도 값은 낮아지기 때문에 바닥 충격음을 발생시키는 소음원

인 바닥의 진동을 원천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 마감 구조로 사용되고 있는 경량 기포 콘크

리트와 마감모르타르는 물과 반응하여 일정 시간을 거치면 응결-경

화를 통해 일정 강도를 갖는 건축 재료이다. 이러한 마감 구조의 

재료 특성을 이용하면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 마감층을 단순 시공

하는 것만으로 전체 바닥구조의 휨강성과 단위 면적당 질량을 동시

에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닥 상부구조와 콘크리트 슬

래브가 일체된 바닥구조의 두 가지 기대효과, 1) 100mm 정도의 슬

래브 두께 증가 효과와 2) 상부구조 공진에 의한 2차 발생음 제거 

효과에 의하여 63Hz 대역의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이 향상될 수 있

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11.2. 연구 개요 

11.2.1. 마감구조 일체형 바닥구조 시스템 

Fig. 11.1은 실험에 사용된 바닥구조의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150, 180 mm), 경량기포 콘크리트 

70 mm, 그리고 마감 몰탈 40 mm로 구성된다. 바닥 구성층은 경량기

포 콘크리트와 마감몰탈의 습식시공을 통해 일체화 되었으며 바닥 

상부구조와 콘크리트 벽은 절연되지 않았다.  

바닥 상부구조 재료 특성으로 경량기포콘크리트는 0.4 품(KS F 

4039), 마감몰탈은 44일 재령 기준 최대 압축강도 23 MPa, 정적 탄

성계수 12.1 GPa, 그리고 프아송비 0.27이다.(KS F 2438, 공시체 100×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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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Cross-section of floor structure 

 

11.2.2. 실험 개요 

수음실의 구조평면도와 측정위치를 Fig. 11.2에 나타내었다. 수음실

과 음원실의 실의 크기는 5.0×4.5×2.7m(안목치수)로 동일하며, 구조

형식은 벽식구조로 벽체 두께는 150mm이다.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는 150, 180 mm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실험되었다.  

천장구조는 경량철골 + 석고보드 9.5 mm + 공기층 90 mm로 마감되

었으며, 바닥 및 벽체의 표면은 마감되지 않았다. 

바닥 상부구조 시공 전∙후의 바닥구조에 대해 중량충격음(고무공), 

가속도 응답(고무공), 가속도 및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 그리고 25

개 측정지점에 대한 진동모드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바닥 상부구

조 일체형 바닥구조를 대상으로 4.5 mm PVC 바닥 마감재에 대한 

경량충격음 저감량을 계측하였다.  

뱅머신에 대한 중량충격음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충격력-바닥진동-

음압 관계의 주파수 선형 특성을 이용하여 바닥 상부구조 시공 전∙

후의 뱅머신에 대한 중량충격음을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와 뱅머신

의 충격력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바닥충격음 측정위치는 Fig. 11.2에서 5개 가진점 P1~P5와 4개의 수

음점 P1~P4이다. 수진점은 수음점과 동일한 위치이며 가속도계는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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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였다. 바닥충격음과 가속도 응답은 

측정장비의 입력 채널수 제한으로 동일한 가진 행위를 2번 반복하

여 계측하였다. 

 

Fig. 11.2 Impact and receive points on structure plan 

 

모드분석실험을 위한 측정위치를 Fig. 11.3에 나타내었다. 임펄스 가

진법을 사용하여 1~25번 가진에 대한 1번과 13번에서의 가속도 주

파수응답함수를 계측하여 진동모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1번과 13번 

측정위치의 가속도계는 마감몰탈 상부와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에 

총 4개를 설치하여 바닥 구성층의 일체 거동 여부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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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Measurement points on floor for modal analysis (roving hammer 

test) 

 

중량충격음 및 경량 충격음은 KS F 2810과 2863을 따라 1/3 옥타브

밴드 주파수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바닥충격음 레벨(Li,Fmax, Ln)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단일 수치 평가량(Li,Fmax,AW, Ln,AW)을 계산하

였다.  

모든 음압, 가속도, 힘에 대한 계측 신호는 샘플링 주파수 65536 Hz

로 디지털 레코딩(Pulse 3560C measurement front-end and time data 

recorder software, Brüel & Kjær)하였으며, 주파수분석 소프트웨어(Pulse 

reflex core ver. 18, Brüel & Kjær)를 이용하여 1/3 옥타브밴드와 FFT 주

파수 분석하였다. FFT 분석은 트리거를 사용하여 계측된 5개의 유

효한 신호에 대해서만 선형 스펙트럼 평균하여 800 Hz까지 1 Hz 단

위로 분석하였다. 

주파수 응답함수에 사용된 임펄스햄머(PCB 086D20, 2406 mV/N,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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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range ±22240 N pk)는 Hard Tip을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유효 가진 주파수 대역은 약 300 Hz이다.  

 

11.3. 실험결과 

11.3.1. 바닥 진동응답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150, 180 mm 에 대한 바닥 마감 구조 시공 

전후의 바닥구조에 대해 실의 중앙점 P1을 가진하였을 때 그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비교하여 각각 Fig. 

11.4의 (a), (b)에 나타내었다.  

 

 

(a) 150 mm concrete slab (center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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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50 mm concrete slab (corner P1) 

 

(c) 180 mm concrete slab (center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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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80 mm concrete slab (corner P1) 

Fig. 11.4 Comparison acceleration FRF of bare concrete slab and finished 

floor 

 

150, 180 mm 바닥구조 모두 바닥 상부구조 시공 후 1, 2차 고유진동

수가 증가되어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평

행이동 되었으며, 100 Hz 이상에서의 가속도 응답 크기도 감소되었

다. 

       

(1,1)                          (1,2) 

Fig. 11.5 Vibration mode shapes of bare concrete slab and finishe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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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은 25개 측정지점에 대한 (1,1), (1,2) 진동모드 형상을 나타

낸 그림이며, 150, 180 mm 두께의 바닥 마감구조 시공 전후의 (1,1)

과 (1,2)의 모드 형상은 Fig. 11.6과 동일하다.  

바닥 마감구조 시공 후 그 이상의 고차 모드에 대한 모드 형상은 

일청한 패턴을 갖고 거동하는 모드 형상이 없어 맨바닥 조건과 상

대비교가 불가능 하였다.  

 

Table 11.1 Natural frequency and modal damping ratio 

Slab 
thickness 

(mm) 

Floor 
finishing 

Mode 
Natural 

frequency 
(Hz) 

Damping 
(%) 

150 - (1,1) 22 1.8 
150 - (1,2) 44 1.8 
150 finished (1,1) 29 (+7) 3.5 (+1.7) 
150 finished (1,2) 48 (+4) 2.5 (+0.7) 
180 - (1,1) 29 2.1 
180 - (1,2) 53 2.1 
180 finished (1,1) 38 (+9) 4.7 (+2.6) 
180 finished (1,2) 58 (+5) 4.6 (+2.5) 

 

바닥마감구조 시공 전․후의 (1,1) 모드와 (1,2) 모드의 고유진동수 

변화 및 모달 감쇠비를 Table 11.1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150, 180 

mm 슬래브는 바닥 마감구조 시공 후 (1,1)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각

각 23⟶30(+7), 30→38(+9) Hz로 증가하였으며, (1,2) 모드는 각각 44

→48(+4), 53→58(+5) Hz로 증가하였다. 마감구조 시공 후 모달 감쇠

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몰탈이 들뜬 부분은 모드 분석 실험에서 실의 특정위치를 임펄

스 햄머로 가진할 경우 소리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소리

를 통해 확인된 마감몰탈이 들뜬 부분은 Fig. 11.3에서 150 mm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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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슬래브는 좌측(5, 25번) 부분 이었으며, 180 mm 슬래브는 우측

(1, 20번) 부분 이었다. 

Fig. 11.6과 Fig. 11.7은 각각 150, 180 mm 바닥마감구조의 마감몰탈이 

들뜬 부분을 가진한 경우에 대한 실 중앙점(13번)과 코너점(1번)에

서의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Fig. 11.6에서 150 mm 바닥구조는 마감몰탈이 들 뜬 부분인 실의 코

너 지점(5번, Fig.3)을 가진하였을 때 마감몰탈와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는 측정 위치에 따라 실 중앙부에서는 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Fig. 11.6, 7-(a)) 실 코너 측정점(1번, Fig. 

11.3)에서는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가속도 응답이 100 Hz 

이상에서 다르게 나타났으며 마감 몰탈의 가속도 응답이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크게 나타났다.  

마감몰탈이 들뜸에 의해 마감몰탈의 가속도 응답이 100 Hz 이상에

서는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100 Hz 미만 저주파 대

역의 진동응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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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Acceleration FRF for accelerometers are on/ underneath of floor 

center (a) and those of floor corner (impact point [5] in fig.3, 150 mm 

concre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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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7 Acceleration FRF for accelerometers are on/ underneath of floor 

center (a) and those of floor corner (impact point [20] in fig.3, 180 mm 

concrete slab) 

 

10
1

10
2

10
-6

10
-4

10
-2

10
0

Frequency(Hz)

A
cc

el
er

an
ce

(m
/s

2/
N

)

 

 
Concrete slab(center)
Finishing mortar(center)

10
1

10
2

10
-6

10
-4

10
-2

10
0

Frequency(Hz)

A
cc

el
er

an
ce

(m
/s

2/
N

)

 

 
Concrete slab(corner)
Finishing mortar(corner)

(a)

(b)



11.3 실험결과 

 
452

11.3.2. 바닥충격음  

11.3.2.1. 고무공 바닥충격음 레벨 

Fig. 11.8, Fig. 11.9는 각각 150, 180 mm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 구조의 

고무공 충격원 가진에 대한 5개 가진점 마다의 수음실 평균 음압 

레벨(Li,Fmax,k)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1.8에서 바닥 마감구조 시공후 125 Hz 이하 저주파대역에서의 

바닥 충격음 레벨이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50, 500 Hz 에

서는 가진 위치에 따라 저감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모드 분석시 

마감몰탈이 들뜬 부분이었던 3번 가진점에서는 500 Hz의 바닥 충격

음이 바닥 마감구조 시공 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9에서 63, 125 Hz의 바닥 충격음은 대부분의 가진점에서 바닥 

마감구조 시공 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1.5 Hz 의 낮은 주

파수에서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180 mm 콘크리트 슬래브는 바닥 마

감 구조 시공 후 (1,1) 모드의 고유진동수가 38 Hz로 증가되었으며 

이렇게 증가된 고유진동수는 31.5 Hz바닥 충격음 레벨을 증가시키

고 있다. 모드 분석시 확인 된 마감 몰탈이 들뜬 부분(2, 5번 가진

점)은 150 mm 바닥 구조와 동일하게 500 Hz의 바닥 충격음을 증가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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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8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Fmax,k) in receiving room 

at each five impact points: the circular and triangular symbols indicate 

bare concrete slab and finished floor respectively. (150 mm concre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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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180 mm 슬래브는 31.5 Hz에서 바닥 마감 구조 시공후 

1.6 dB 바닥충격음이 증가하였지만 63-500 Hz의 소음을 저감 시킬 

수 있었다. 특히 63 Hz의 바닥충격음은 6.2 dB까지 저감되어 나타났

다.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단일 수치 평가량으로 150, 180 mm의 바

닥 마감구조는 각각 3, 2 dB 저감되어 52, 52 dB를 나타내었다. 

 

Fig. 11.9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Fmax,k) in receiving room 

at each five impact points: the circular and triangular symbols indicate 

bare concrete slab and finished floor respectively. (180 mm concre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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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0 mm 

 

(b) 180mm 

Fig. 11.10 Average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Fmax) for rubber-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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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Fmax) for rubber-

ball, dB 

Frequency 
(Hz) 

150 mm 
bare 

150 mm 
finished 

180 mm 
bare 

180 mm 
finished 

31.5 80.2 76.5 (-3.7) 74.3 75.9 (+1.6) 
63 72.5 67.8 (-4.7) 70.5 64.3 (-6.2) 

125 71.9 68.3 (-3.6) 71.6 69.8 (-1.8) 
250 64.7 62.6 (-2.1) 62.9 59.6 (-3.3) 
500 50.5 50.5 (+0) 51.6 51.0 (-0.6) 

Li,Fmax,AW 55 52 (-3) 54 52 (-2) 

 

 

11.3.2.2. 뱅머신 중량충격음 레벨 

문대호[45]의 연구에 의하면 충격력-음압의 관계가 선형인 구조-음

향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충격원에 대한 충격력 스펙트럼과 음압 주

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수음실에서의 음압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뱅머신 중량충격원에 대한 바닥 충격음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바닥 충격음 측정시 모든 바닥 구조에 대해 4개 수음점과 

5개 가진점에 대한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측정하였으며, 뱅머신 

충격력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뱅머신에 대한 중량충격음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11.3은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예측한 고무공 충격

원에 대한 바닥충격음 예측결과와 실험결과의 오차를 나타낸다. 비

교적 예측결과와 실험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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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 Prediction result errors (test results-prediction results) of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or rubber-ball (Li,Fmax), dB 

Frequency 
(Hz) 

150 mm 
bare 

150 mm 
finished 

180 mm 
bare 

180 mm 
finished 

31.5 -0.8 1.3 -0.5 0.5 
63 0.6 -0.8 0.9 0.5 

125 0.1 1.7 0.7 0.6 
250 -1.1 0 -1.1 0.4 
500 0.8 2.5 0.9 3.3 

Li,Fmax,AW -1 0 0 1 

 

 

뱅머신에 대한 바닥충격음 레벨(Li,Fmax) 예측결과를 Fig. 11.11과 

Table 11.4에 나타내었다. 뱅머신 가진에 대한 63 Hz의 바닥 충격음

은 바닥 마감 구조 시공 후 150, 180 mm 바닥 구조에서 각각 3.5, 

4.4 dB 저감되어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저감 성능 보다는 낮게 나

타났지만 31.5와 125 Hz에서는 더 우수한 바닥 충격음 저감 성능을 

보였다. 단일 수치 평가량은 150, 180 mm 바닥 구조 각각에 대해 4, 

3 dB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고무공 충격원에 대한 

바닥 충격음 예측 결과와 동일한 저감 성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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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0mm 

 

 

(b) 180mm 

Fig. 11.11 Average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Fmax) 

for bang-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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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4 Prediction result of heavy-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for bang-machine (Li,Fmax), dB 

Frequency 
(Hz) 

150 mm 
bare 

150 mm 
finished 

180 mm 
bare 

180 mm 
finished 

31.5 89.5 83.7 (-5.8) 83.4 84.0 (+0.6) 
63 81.0 77.5 (-3.5) 77.3 72.9 (-4.4) 

125 69.8 64.4 (-5.4) 68.1 65.7 (-2.4) 
250 58.8 55.9 (-2.9) 57.0 52.4 (-4.6) 
500 45.9 44.3 (-1.6) 46.5 43.7 (-2.8) 

Li,Fmax,AW 54 50 (-4) 51 48 (-3) 

 

 

 

11.3.2.3. PVC 바닥마감재의 경량충격음 저감 

Fig. 11.12는 바닥 마감 일체형 바닥구조에서 4.5mm 두께의 PVC 재

질 바닥 마감재에 의한 경량 충격음 레벨(Li)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바닥 마감재로 인해 약 500Hz 이상에서의 경량충격음 레벨이 

크게 저감되었으며,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 충격음 레벨(Ln,AW) 

단일 수치 평가량은 150mm 바닥 구조는 10 dB 저감(67⟶57 dB), 

180mm 바닥 구조는 13dB 저감(70⟶57 dB)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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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0 mm 

 

(b) 180 mm 

Fig. 11.12 Average light-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 for 

4.5mm PVC floor 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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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5 Average light-weight impact sound pressure level (′ ) of 

finished floors, floor impact noise level reduction for 4.5mm PVC floor 

covering, and single-number quantity (′,, ′,), dB 

Frequency 
(Hz) 

150 mm 
finished 

150 mm 
finished 

(floor 
covering) 

180 mm 
finished 

180 mm 
finished 

(floor 
covering) 

125 65.7 65.1 (-0.6) 65.0 66.1 (+1.1) 
250 65.9 65.0 (-0.9) 63.2 63.2 (0) 
500 64.0 63.1 (-0.9) 64.3 63.2 (-1.1) 

1000 64.1 59.5 (-4.6) 65.3 60.9 (-4.4) 
2000 65.8 51.3 (-14.5) 68.4 53.4 (-15.0) ′, 67 57 (-10) 70 58 (-12) ′, 64 59(-5) 66 59(-7) 

 

11.4. 고찰 

Fig. 11.4와 Fig. 11.5의 가속도 주파수 응답함수가 약 100 Hz 이상에

서 명확한 피크 응답을 갖지 않는 것을 통해 고차모드에서 명확한 

모드 응답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드형상이 실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완벽한 대칭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Fig. 11.3에서 1-5번 측정점 아래부분인 출입문 밖의 복도 부분

도 진동응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 설치를 위한 날

개벽과 창호 설치를 위한 상하부 비구조벽(시멘트 벽돌)이 저차 모

드의 응답 분포를 줄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무한 평판(infinite plate)의 고유진동수 2w 는 판의 두께 
3h  에 비례하고 단위면적당 질량 m 에 반비례 한다.(식(68)참조) 마

감구조 시공으로 인해 고유진동수가 증가되는 것은 마감 구조로 인

해 바닥구조의 유효 두께가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150 mm 콘크리

트 슬래브에 대해 (1,1) 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23 Hz에서 3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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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7 Hz 증가되었다. 시공된 바닥 마감구조의 두께는 마감몰탈 

40mm+경량 기코콘크리트 70mm로 110mm이지만 슬래브의 동특성

을 변화시키는 (1,1) 진동모드의 유효두께 증가는 식(68)에 의해 약 

46mm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2 0bDk mw- =   (68) 

여기서 D  는 휨 강성(bending stiffness, 3 2/ 12(1 )D Eh n= - ), E  는 

탄성계수, h  는 판의 두께, n  는 프아송 비, bk  는 파수(wave 

number, 2 2 2
b x yk k k= + ), 그리고 m  은 단위면적당 질량을 의미한다. 

 

바닥 구조의 두께 증가에 따른 고유진동수는 식 (1)에 의해 고차모

드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야한다. 하지만 Table 11.1에서 (1,2) 모드의 

고유진동수 증가는 (1,1) 모드 고유진동수 증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바닥구조 유효 두께 증가는 주파수 영역에 따라 다르게 판

단되어야 한다.  

바닥 마감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 습식으로 시공되기는 하

지만 두 구조가 완벽하게 접착 되어 있지 않으며, 바닥 휨 변형에 

따른 중립축 방향 전단력에 대해 각 바닥 구성 층의 표면의 마찰력

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에 의해 

저차모드에서는 표면 마찰력이 증가하여 바닥 구조의 휨 강성을 증

가시키지만 고차모드로 갈수록 표면 마찰력은 휨 강성의 증가 보다

는 진동에너지를 소산 시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바닥 마감구조의 고차모드 응답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다른 이

유는 마감몰탈이 실의 태두리 부분에서 들뜸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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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요약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뜬바닥구조는 125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와 달리 63Hz 대역의 저주파 영역에서는 중량바닥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뜬바닥

구조가 저주파대역에서 좋지 않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나타내는 

요인은 바닥 상부구조의 공진에 의한 2차 발생음의 전달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콘크리트 슬래브와 경량

기포콘크리트, 온돌축열층 등의 상부구조가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구조를 제안하고, 슬래브 두께 증가 효과와 상부구조 공진의 제어

를 통하여 이 바닥슬래브 일체형 바닥구조의 63Hz 대역 바닥충격

음 저감효과를 검증하였다. 현행 바닥 마감 구성층으로 사용되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70 mm와 마감모르타르 40 mm를 콘크리트 슬래

브 상부에 단순 시공하여 전체 바닥구조의 휨 강성과 단위 면적당 

질량을 동시에 증대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바닥 구조 동특성 변

화로 바닥 구조의 진동응답과 중량충격음을 저감 시킬 수 있었다.  

실험된 바닥 마감 일체형 바닥 구조는 현행 바닥 구조인 완충재를 

시공하는 공정만 빠진 바닥구조이기 때문에 시공성이 우수하며 경

제적이다.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 구조보다는 250 Hz 이상의 바닥 

충격음 저감에 불리하지만 거주자의 보행이나 뛰는 행위에 의한 바

닥 충격 소음이 125 Hz 이하 저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

파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바닥 구조라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갖는다. 

고무공을 충격원에 대한 31.5-125 Hz에서의 산술 평균 바닥 충격음 

저감은 150, 180 mm 바닥구조 각각 4.0, 2.1 dB로 나타났으며, 뱅머신

에 대한 바닥 충격음 예측결과에서는 4.9, 2.1 dB 저감되었다. 본 연

구에서 실험된 두 가지 바닥 구조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얇을수록 125 Hz 이하의 바닥 충격음 저감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마감 일체형 바닥 구조는 딱딱한 충격원에 대한 충격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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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부 콘크리트 슬래브로 전달하기 때문에 경량충격음에 매우 취

약한 구조이다. 하지만 이런 딱딱한 충격원에 대한 바닥 충격음은 

바닥 마감재를 이용하여 충격원의 충격력 특성을 변화시켜 고주파

대역의 바닥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46] 본 연구에

서 사용된 4.5 mm PVC 바닥 마감재는 500Hz 이상의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수치 평가량은 10dB 이

상 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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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해 구조적인 요

인과 음향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실험 

및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각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현행 바닥구조로 사용되는 인정바닥구조는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로 2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만족

하는 경우 모든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는 완충재의 동탄성계

수와 완충재 물성에 따라 바닥충격음 증폭 및 저감성능을 달리하

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구조체의 동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 현행 인정바닥구조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관련한 어

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현장에 완충재를 시

공하기 전에는 바닥충격음 성능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 불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 완충재 물성에 따라 공진응답을 발생시키는 

주파수 특성이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이 주파수 특성은 서로 다

른 구조체에 최적의 완충재 선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이다. 

이러한 완충재 설계를 위한 물성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바닥구조

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현행 인정바닥구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며,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공동주택의 천장구조는 완충재와 함께 바닥충격음의 저주파 대

역 음압레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증가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이 천장 틀을 가

진하는 충격력으로 작용하여 발생되었으며, 천장틀 자체의 공진 

특성에 따라 바닥충격음 증폭 정도를 달리하였다. 본 연구의 실

험결과 천장구조는 완충재로 인한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증폭

보다 넓은 주파수에서 더 큰 음압 레벨 증폭을 나타내었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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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음 차단성능 인정바닥구조 실험시 천장구조는 바닥충격음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규정된 공기층 20cm의 천장구조를 

시공한 상태에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방법은 완충

재에 의한 바닥충격음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천장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를 미흡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천장구조에 의한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증폭은 달대와 콘크리

트 접합부 개선 또는 달대 간격 조정 또는 천장 틀의 진동응답 

특성 변화 등을 통해 개선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5, 10, 20 MN/m3 완충재를 동일한 평면을 갖는 공동주택에 적용하

여 중량충격음을 실험한 결과 100 Hz 이하 바닥충격음 레벨을 증

폭시키고 125 Hz 이상 바닥충격음은 저감시켰다. 이와 같은 바닥

충격음 발생특성은 현행 인정바닥구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

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아이

들의 보행 또는 뜀에 의한 저주파 바닥충격음이라는 것을 고려했

을 때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의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증

폭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5)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구조체 진동 및 수음실 음압레벨

을 각 가진점과 수진점 또는 수음점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예측

하였다. 유한요소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바닥충격음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구조적 영향요소에 대해 변수연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설

계가 가능하다. 무량판 구조는 벽식구조 공동주택 보다 63 Hz 중

심주파수 대역에서 진동응답 저감효과가 우수하였다. 무량판 구

조는 기둥의 위치 변화에 따라 바닥 진동 및 바닥충격음 특성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최적의 기둥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음향파워와 바닥 충격음의 주파수 특성은 유사하게 발

생되었다. 음향파워를 이용한 바닥충격음 평가는 음향 해석이 불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시스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최적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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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충재가 없는 일체형 바닥구조는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

에 비해 경량충격음 바닥충격음 레벨은 크게 나타나지만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저감에 있어 맨바닥구조보다 바닥충격음을 저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량충격음 저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리모

델링을 위한 얇은 콘크리트에도 적용가능하며, 현행 210mm 콘크

리트 슬래브에 적용시 더욱 우수한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일체형 바닥구조는 단열성능 만족 및 경량충격음 개선 

등의 잠정 문제를 갖고 있지만 층간소음 특히 저주파 바닥충격음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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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건설기술연구원 (출처: http://cert.kict.re.kr/) 

업체명 인정일자 구조명 경량 중량 Ball Bang 

(주)에스아이판 2015.01.05 ECO-N602-

210 

1 2 ●  

(주)에스아이판 2014.12.22 ECO-201N-

210 

3 4 ●  

(주)에스아이판 2014.12.22 ECO-201S-

210 

3 4 ●  

(주)에스아이판 2014.12.22 PA201-210 3 4 ●  

(주)에스아이판 2014.11.23 ECO-301N-

210 

2 4 ●  

(주)에스아이판 2014.11.23 ECO-301S-

210 

2 3 ●  

(주)에스아이판 2014.11.23 PA302-210 1 4 ●  

(주)에스아이판 2014.11.23 ECO-BH302-

210 

2 4 ●  

대림 I&S(주) 2014.11.03 ECO-301N-

210 

2 4 ●  

대림 I&S(주) 2014.11.03 ECO-301S-

210 

2 3 ●  

대림 I&S(주) 2014.11.03 PA302-210 1 4 ●  

(주)에스더블유 2014.10.28 드림 SAND3 

시스템 

1 3 ●  

 

토지주택공사(출처: http://pumjil.lh.or.kr/) 

업체명 인정일자 구조명 경량 중량 Ball Bang 

(주)인희 15.01.14 Z-dB system 

기본형-S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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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수지 15.01.09 DI-I SYSTEM 4 3 ●  

(주)현광 14.12.09 NPEX-

SYSTEM(A) 

1 3 ●  

(주)엘케이비 14.11.12 LKB-I 3 4 ●  

동양화성(주) 14.11.10 노이즈블럭 

G5-210S 

1 4  ● 

동양화성(주) 14.11.10 노이즈블럭 

S3-210S 

1 4  ● 

동양화성(주) 14.11.10 노이즈블럭 

P1-210S 

1 4 ●  

동양화성(주) 14.11.10 노이즈블럭 

G4-210S 

1 4 ●  

에스케이케미칼

㈜ 

14.10.31 습식 FloSys 

12 

1 3 ●  

에스케이케미칼

㈜ 

14.10.31 습식 FloSys 

12 

1 3 ●  

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31 

4 3 ●  

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30 

4 3 ●  

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20 

4 3 ●  

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15 

4 3 ●  

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14  

3 3 ●  

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13 

4 3 ●  

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12 

4 3 ●  

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1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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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지앤지(주) 14.09.23 SOLIDPOL-

30M10 

3 3 ●  

(주)동일수지 14.09.17 DI-II 

SYSTEM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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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Table B.1 Resilient material combination, thickness, and dynamic 

stiffness for 59 types of specimens 

Test No. 

 

Material 

 

Thickness 

(mm) 

Dynamic stiffness 

(MN/m3) 

1 Soft EPS combination 60 1.6 

2 Soft EPS combination 34 3.4 

3 Soft EPS combination 60 2 

4 EPP 20 28.6 

5 EVA 20 6.3 

6 Soft EPS combination 60 1.5 

7 Soft EPS combination 40 2.4 

8 Soft EPS 20 4.7 

9 Soft EPS combination 60 3.4 

10 Soft EPS combination 40 4.5 

11 EPS 20 8.8 

12 Polyester 50 0.7 

13 Polyester combination 100 0.34 

14 EPE 20 23 

15 Soft EPS 20 18.8 

16 Soft EPS 30 3.6 

17 EPS No.1 30 57 

18 EPS No.4 30 49 

19 EPS No.1 20 63 

20 Soft EPS 60 3.4 

21 Soft EPS 40 4.5 

22 Soft EPS + EPS No.1 60 4.4 

23 EPS No.1 + Soft EPS 60 4.4 

24 Soft EPS combination 60 1.6 

25 Soft EPS combination 40 2.4 

26 Soft EPS + EPE 40 3 

27 EPE + Soft EPS 4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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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PE 20 23 

29 EPE combination 40 12 

30 EVA 20 5.4 

31 EPO chip board 20 10.1 

32 EVA 20 10.1 

33 Soft EPS combination 60 1.5 

34 Soft EPS combination 50 2.2 

35 Soft EPS combination 50 1.9 

36 Soft EPS combination 60 1.6 

37 Soft EPS  30 3.4 

38 SKYVIVA combination 60 0.62 

39 SKYVIVA combination 40 0.99 

40 SKYVIVA 20 2 

41 SKYVIVA+EPS No.1+Sky viva+EPP 80 0.99 

42 SKYVIVA+EPS No.1+Sky viva 60 0.98 

43 SKYVIVA+EPP+SKYVIVA 60 0.99 

44 EPP+Sky viva+EPS No.1 60 1.9 

45 EPP 20 9.8 

46 EPP+EVA 40 3.8 

47 EPP+EPS No.1+EVA 60 3.6 

48 EPS No.1 combination 50 31 

49 EPS No.1+EVA+EPS No.1 70 5.2 

50 EVA+SKYVIVA 40 2 

51 EVA+SKYVIVA+EPP 60 1.5 

52 SKYVIVA+EPS No.1 40 2 

53 SKYVAVA+EVA+Soft EPS+EPS No.1 80 0.97 

54 Soft EPS 30 3.4 

55 Soft EPS combination 60 1.7 

56 EVA 20 23 

57 Soft EPS combination 28 3.4 

58 EVA+PE 30 17 

59 EVA+Soft EPS 5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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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동주택 세대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주파 바닥충격

소음(중량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향요소에 대해 분석하였

다. 그리고 이 영향요소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저주파 바닥충격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닥충격음의 신호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공동주택의 바

닥충격음 측정기준과 문제점을분석하였다. FFT 분석과 옥타브 밴드

패스 필터 분석에 대한 신호처리 방법과 평균화 방법에 대한 기술

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주파수 분석방법과 평균화 방법 차이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FFT 분석과 옥타브 분석

은 주파수 분석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1/1 옥타브로 환

산된 바닥충격음 레벨은 차이가 발생되었다. 옥타브 필터 분석을 

이용한 최대 음압레벨은 트리거 기능을 이용하여 유효 신호만 추출

하여 FFT 분석한 ESD 스펙트럼과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었

으며, 1/1 옥타브에서 비교하였을 때 FFT 분석결과는 각 중심주파수

에서 평균 5dB 편차를 나타내었다.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와 뜬바닥 구

조에 대한 콘크리트 슬래브 가속도 응답과 바닥충격음의 주파수 특

성을 분석하였다. 뜬바닥 구조 사용으로 80 Hz 이하 저주파대역 콘

크리트 슬래브 진동응답과 바닥충격음이 증폭되었으며, 그 이상 주

파수에서는 저감되었다. 뜬바닥 구조는 완충재와 마감몰탈의 공진

에 의해 52 Hz에서 바닥진동응답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증폭된 바닥진동에 의해 수음실 음향모드에 의한 바닥충격음 증폭

도 더욱 증가하였다.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고무공과 뱅머신 

가진에 대한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및 뜬바닥구조의 바닥진동응

답과 바닥충격음을 예측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맨바닥 콘크

리트 슬래브 조건에서는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였지만 뜬바닥구조에

서는 고주파 대역에서 예측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준 중량충격원과 성인 보행에 대한 충격력 특성과 바닥충격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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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준 중량충격원과 성인 보행에 대한 충격

력 파형과 스펙트럼은 다른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0 Hz 이

상의 보행충격력은 고무공 또는 뱅머신보다 매우 작은 충격력 레벨

을 나타내었다. 보행 충격력은 70-80 Hz 영역에서 고무공과 유사한 

충격력 레벨을 나타내었고 63 Hz 대역의 바닥충격음은 고무공보다 

크게 나타났다. 큰 걸음 또는 달리기 등의 행위로 발 뒤꿈치 임펄

스 충격파형에 대한 충격지연시간이 감소되고 가진 되는 스펙트럼

의 주파수 대역은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표준 중량 충격원보다 

70-100 Hz에서 높은 충격력 크기를 나타내었다.  

바닥 마감재와 매트에 대한 태핑머신과 고무공의 충격력 변화 특성

과 바닥충격음 저감특성을 분석하였다. 충격력 측정장치를 이용하

여 바닥마감재 하부로 전달되는 충격력을 계측한 결과, 바닥마감재 

하부로 전달되는 충격력과 바닥충격음은 주파수 특성이 매우 유사

하게 나타났다. 바닥 마감재가 소프트 할수록 고주파 대역의 충격

력과 바닥충격음 저감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단일 수치 평가량에 

대해 바닥마감재는 경량충격음을 약 10dB 저감시켰지만 중량충격

음은 저감되지 않았다. 바닥매트는 매트 종류에 관계없이 경량충격

음 단일수치평가량을 약 40dB 저감시켰으며, 중량충격음은 최대 

12dB까지 저감되었다. 바닥마감재를 투과하여 하부로 전달되는 바

닥마감재 저감성능 평가에 있어 수음실 및 구조체의 환경적 영향이 

배제되기 때문에 바닥마감재 고유의 특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향모드에 의한 저주파 바닥충격음 증폭현상에 대해 이론 및 실험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드 밀도가 낮은 100 Hz 이하 저주파 대

역에서 바닥충격음은 수음점 위치에 따라 바닥충격음 레벨이 크게 

변하였다. 현행 1.2m의 수음점 위치는 약 60-70 Hz의 수직방향 음향

모드의 노달 포인트에 위치하여 63 Hz 충격음을 낮게 평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공간 특성에 따라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미치는 

음향모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 측정기준은 수음실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대표값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음향모드에 의한 바닥

충격음의 공간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음향모드 응답이 최대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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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음실 코너 하부 수음점이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한 추가 수

음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바닥충격음 표준실험동에서 슬래브 두께와 가진점 및 수음점 위치 

따른 바닥 진동과 음압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슬래브 두께 증가

에 따라 바닥판의 고유진동는 증가되고 진동응답 크기 및 바닥충격

음은 저감되었다.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슬래브 고유진동수 증

가로 저주파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

기도 하였다. 25개 바닥 그리드에서 계측된 평균 가속도 주파수 응

답 크기는 중앙 가진점이 단부 가진점 보다 10-40 Hz 높게 나타나

고 40-200 Hz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음실 평균 음압레벨은 

전 주파수 대역에서 중앙 가진점이 단부 가진점 보다 높게 나타났

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1개 방에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와 달대가 있

는 일반 나무틀 천장구조를 시공하고 표준 경량충격원과 중량충격

원(고무공)에 대한 천장구조 진동과 바닥충격음을 계측하고 분석하

였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진동이 달대를 통해 천장구조로 전달되면

서 천장구조의 저주파 진동응답이 증폭되었고 저주파 대역 바닥충

격음도 천장구조의 영향으로 증폭되었다. 달대가 없는 천장구조는 

일반 천장구조에 비해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 증폭이 없지만 저감

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125 Hz 이상 대역에서 바닥충격음은 일반 천

장구조보다 높게 나타났다. 

바닥충격음 실험실과 공동주택 시공현장에서 다양한 완충재에 대해 

바닥진동과 바닥충격음 저감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실에서는 완충

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경량 및 중량충격음이 저감되었지만 

공동주택 시공현장에서 낮은 동탄성 계수의 완충재는 저주파 대역 

바닥충격음을 증폭시켜 실험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완충

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는 마감몰탈과 완충재의 공진에 의해 특정 

주파수에서 바닥 진동응답이 증폭되었으며, 완충재의 동탄성계수가 

낮을수록 공진주파수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마감몰탈과 완충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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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하여 하부로 전달되는 임펄스 충격력은 충격력 역해석 분석결

과 저주파 충격력을 증폭시켰으며, 이에 따라 저주파 진동 응답 및 

바닥충격음도 증폭되었다. 뜬바닥 구조에서 완충재 하부로 전달되

는 충격력을 시스템 역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계측할 수 있으며, 계

측된 역해석 충격력 스펙트럼은 보완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구조체 

동특성 및 음향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완충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

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공

동주택 거실의 바닥충격음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실험결과와 예

측결과는 1/3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의 주파수 특성이 유사하였으

며, 1/1 옥타브 바닥충격음 레벨은 0.6-2.9dB 오차를 보였다. 단일 수

치평가량은 계측결과보다 1dB 높게 나타났다. 수치해석 모델을 이

용하여 실험된 벽식구조 공동주택 평면에 무량판 구조시스템을 적

용하고 기둥위치에 따른 바닥충격음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무량

판 구조는 벽식구조 공동주택에 비해 63 Hz 대역의 바닥진동 및 바

닥충격음 저감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기둥위치에 따른 거실의 바닥 

진동특성 변화는 바닥충격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작은 평형과 큰 평형 공동주택에 슬래브 두께를 180, 210, 

240mm로 적용한 수치해석 모델을 만들고 슬래브 두께에 따른 구

조체 진동 및 바닥 충격음 저감 성능을 분석하였다. 작은 평형은 

큰 평형에 비해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라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큰 평형 공동주택은 슬래브 두께 증가 대비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높지 못하였다. 

완충재를 사용한 뜬바닥구조의 저주파 바닥충격음 저감에 대한 기

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감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를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일체화시킨 바닥구조를 개발하였다. 일

체형 바닥구조는 슬래브의 휨 강성 증가 효과와 단위면적당 질량 

증가로 고유진동수는 증가되고 진동응답 크기는 감소되었다. 전 주

파수 대역에서 중량충격음 레벨이 저감 되었으며, 특히 63 Hz의 바

닥충격음은 최대 6dB까지 저감되었다. 일체형 바닥구조는 경량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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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취약할 수 있지만 바닥마감재를 이용하여 경량충격음을 저감

시킬 수 있다. 개발된 바닥구조에 PVC 재질 바닥바닥마감 적용하

였을 때 500 Hz 이상 주파수의 바닥충격음이 효과적으로 저감되었

으며, 역A특성 단일수치평가량은 5-7dB 저감된 59dB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바닥충격음, 중량 충격원, 임팩트볼, 뱅머신, 태핑머신, 시

스템해석, 주파수 응답함수, 유한요소, 천장구조, 바닥마감재, 음향

모드, 충격력, 신호처리, 주파수 분석, FFT, 옥타브, 완충재, 뜬바닥

구조, 바닥구조, 구조시스템 

학번: 2010-30162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 목적 및 범위
	1.3. 논문 개요

	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
	2.1. 표준 및 기준
	2.2. 신호 처리
	2.3. ACOUSTIC WEIGHTING (FREQUENCY WEIGHTING)
	2.4. BANDWIDTH
	2.5. 고찰

	3. 주파수 응답함수의 활용
	3.1. 실험개요
	3.2.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
	3.3. 충격력 특성
	3.4.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출력신호 예측
	3.5. 요약

	4. 충격원
	4.1. 서론
	4.2. 충격력 측정장치
	4.3. 실험개요
	4.4. 표준 중량충격원
	4.5. 보행에 의한 충격력 및 바닥충격음
	4.6. 큰 걸음에 대한 충격력
	4.7. 성인 5명에 대한 보행 충격력
	4.8. 고찰
	4.9. 요약

	5. 바닥 마감재 및 바닥 매트
	5.1. 연구 방법 및 재료
	5.2. 실험결과
	5.3. 고찰
	5.4. 요약

	6. 음향모드
	6.1. 연구방법
	6.2. 닫힌 공간에서의 음장
	6.3. 음향모드
	6.4. 실험결과
	6.5. 고찰
	6.6. 요약

	7. 측정점
	7.1. 실험개요
	7.2. 슬래브 두께에 따른 바닥충격음 및 바닥진동
	7.3. 가진점과 수진점의 관계
	7.4. 가진점과 수음점의 관계
	7.5. 바닥 진동과 바닥충격음
	7.6. 고찰
	7.7. 요약

	8. 천장구조
	8.1. 실험 개요
	8.2. 시공단계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
	8.3. 거실에서 일반 천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8.4. 방에서 무달대 천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8.5. 고찰
	8.6. 요약

	9. 완충재
	9.1. 연구개요
	9.2. 뜬바닥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거실의 바닥충격음 및 바닥진동 특성
	9.3. 실험실 1, 59개 완충재
	9.4. 실험실 2, EVA와 EPS 완충재
	9.5. 실험실 2, 단일층 EPS 완충재
	9.6. 공동주택 거실, 3개의 EPS 완충재
	9.7. 요약

	10.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한 공동주택 구조시스템 설계
	10.1. 서론
	10.2. INTODUTION OF VIBRO-ACOUSTIC FEM
	10.3.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구조체 가속도 응답과 바닥충격음 예측
	10.4. 구조시스템
	10.5. 슬래브 두께
	10.6. 요약

	11. 마감구조 일체형 바닥구조 시스템
	11.1. 뜬바닥 구조 문제점과 대안
	11.2. 연구 개요
	11.3. 실험결과
	11.4. 고찰
	11.5. 요약

	12. 결론
	REFERENCES
	APPENDIX A
	APPENDIX B
	APPENDIX C
	초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