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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ound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an 
apartment house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slab system. In order to satisfy the boundary condition of the 
apartment house, the whole floor is modelled with FEM model for three different structural system : wall, 
RC, flat slab system. From the analytical results, it is shown that heavy weight floor impact noise of wall 
type slab is larger than that of the other slab systems and the noise radiated from the wall have great effect 
on the sound pressure level.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vibration energy of RC or flat slab system is 
widely distributed over the whole slab, which is main reason that the noise induced by the slab systems is 
reduced in comparison with wall slab system. 

1) 
1. 서  론

현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을 바닥슬래브의 중량 

증가와 뜬바닥구조를 통해 소음의 저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현재 그 성능 개선의 한계에 도달해 있

다. 210 mm의 슬래브 두께와 그 상부의 뜬바닥 구

조로 구성되는 표준바닥구조라 할지라도 50 dB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단성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존

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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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정바닥구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정서

를 부여받은 인정바닥구조를 보면 경량충격음에 최

우수등급인 1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중량충격음

은 대부분 4급의 등급을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량충격음 저감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중량충격음은 슬래브 표면의 속도장에 의해 슬래

브하부에 형성된 음압분포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슬

래브의 물성, 동적특성, 면적 등에 영향을 받으며 지

지조건, 벽체의 유무에 민감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특히 충격하중에 의해 형성된 단발성 진동

에 의해 경량충격음과 달리 음압형성이 비정상(non-
stationary)상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음압의 측정위치

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슬

래브는 평면과 벽체배치 유형이 다양하고 인접세대, 
상하세대와 일체되어 있어 음압형성이 더욱 난해해 

질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량충격음 성능평가 단계에서

는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2). 실험에 의한 성능평가에 있어서도 바닥구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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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전체와 벽체

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에 의한 진동에너지의 전달 및 

소음 배출조건이 실제 구조물 조건과 달라져 성능시

험에서의 음압예측결과가 실구조물에 적용한 바닥구

조시스템의 성능과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시스템의 특

성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바닥구조에 한정하여 

완충재등과 같은 단편적 구성요소에 의존하여 중량충

격음 성능개선을 시도해온 것이 현재의 한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벽

식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해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대를 구성하는 슬래브, 벽

체를 모델링하여 실구조물에 가까운 경계조건, 동적

특성을 구현하고 슬래브와 벽체에서 배출되는 소음을 

예측함으로써 중량충격음의 발생 메커니즘을 고찰한

다. 또한, 공동주택의 구조시스템을 무량판 슬래브나 

라멘구조로 변경하였을 때 벽식구조에서 배출되는 소

음과 비교함으로써 구조시스템에 따른 소음배출 특성

을 평가하였다. 좀 더 엄밀한 소음해석을 위해서 완

충재등 바닥구조에 대한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하지

만, 구조시스템의 경계조건 등 구조특성에 따른 소음 

배출 특성 평가를 주된 관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

석의 단순성을 위해 천정 마감재가 없는 나 슬래브를 

대상으로 표준 중량충격음을 가진한다고 가정하였다. 
천정 마감재나 바닥 완충재가 중량충격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지만, 이들 마감재가 없는 동일

한 조건에서 구조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소음 

배출특성 평가를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여 나 슬래브

를 해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대부분 구조체 슬래브

와 마감층 사이에 완충재를 삽입하는 공법을 사용하

고 있으나, 이는 경량충격음의 저감에는 효과를 발

휘할 수 있는 반면 중량충격음의 저감에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표준바닥구조로써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슬래브의 두

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건축물의 층고를 증가시키고 

구조체의 자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진하중의 크기를 

확대시켜 내진설계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으

로써, 공사물량 및 공사비 증가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량충격음 저감 방안을 보안하는 방

법으로 새로운 구조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조시스템의 공구법에 따른 슬래브의 동

적 특성의 변화, 지지조건에 따른 영향 등 중량충격

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소음배출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구조시스템에 대한 동적해석 및 소음해석과 구조시

스템에 따른 중량충격음의 저감을 비교 평가할 해석

적인 방법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 이 연구에서 제시

한 해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2. 해석모형의 특성  

2.1 해석 대상 구조물의 형상  
공동주택은 평형, 공간 계획에 따라 다양한 평면

배치를 가지고 있어 정형의 평면을 선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현행 법규에 의하여 중량충격음은 

거실에서 계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실의 크기에 중점을 두어 공동주택 

평면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구조물의 

평면이 Fig. 1에 나타나 있다. 이 구조물은 모 업체

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거성능 실험동으로 상하세대

간 화장실 차음 및 바닥충격음 성능을 평가하고 바

닥과 천정 마감재에 따른 저감방안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하여 벽식구조로 건립한 것이다. 
평면 구성을 보면 왼쪽에 독립된 2개의 거실(거실

-1,2)이 있으며 오른편에 거실(거실-3)과 침실 두개, 
주방과 화장실로 이루어진 단위세대가 있다. 중량충

격음 해석대상은 단위세대에 있는 거실(거실-3)로 평

면 중앙에 위치해 있다. 거실의 크기는 가로 4,690
mm 세로 5,146 mm 이며 앞쪽에 발코니가 인접해 

있으며 위로 주방과 연결되어 있다. 
실험동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저수조 

2,3층은 동일한 평면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 이루어

져 있다(Fig. 2 참조). 층고는 1층과 3층이 3,000
mm이며 2층은 2,900 mm로 약간 작게 시공되어 있

다. 2층과 3층의 층고는 100 mm 정도 차이가 있으

나 바닥과 천정사이의 높이는 2,300 mm로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슬래브의 두께는 2층이 150 mm 3층이 

180 mm이며 이 연구에서는 180 mm 두께의 3층 바

닥을 모델링하여 2층 거실에서 중량충격음을 평가하

였다. 바닥과 천정의 마감재는 중량충격음 성능평가

실험에 따라 변경, 제거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다. 



황 재 승 ․문 대 호 ․박 홍 근 ․홍 성 걸 ․홍 건 호

164/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제 19 권 제 2 호, 2009년

Fig. 2 Section of the apartment house

Fig. 1 Plan of the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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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두께는 외벽의 경우 200 mm이며, 내부벽

체의 두께는 180 mm로 이루어져있다. 구조시스템의 

종류와 벽체유무에 따라 배출되는 소음을 평가하기 

위하여 바닥과 천정 마감재가 없는 단순 해석모형으

로 모델링 하였다. 

2.2 구조 타입별 해석 모델링 
이 연구에서 선정한 주거성능 실험동은 벽식구조

이지만, 구조시스템별 배출소음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벽식구조뿐만 아니라 무량판 구조, 라멘구조

로 모델링을 하였다. 벽식구조의 경우 벽체의 유무

에 따른 소음배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슬래브에

서만 배출되는 소음, 슬래브와 벽체에서 동시에 배

출되는 소음으로 구분하여 중량충격음을 평가하였

다. 거실만을 독립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실

과 인접하고 있는 주변 슬래브에 의한 구속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실에서 발생한 진

동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거실 주변까지 모

델링한 범위가 Fig. 3에 나타나 있다. 
Fig. 3을 보면 주거실험동의 가장 왼편에 위치한 

곳을 제외하고 평면 전체를 모델링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짙게 표현된 거실의 면적에 비하

여 해석모델링 된 부분의 면적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슬래브와 벽체 모두 shell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2층, 3층 상하세대 벽체 모두를 

유한 요소를 모델링한 것이 Fig. 4에 나타나 있다. 무

량판 구조와 라멘구조는 벽식구조와 같이 거실주변을 

동일하게 모델링하였으며, 벽체가 있는 부분을 제거

한 후 기둥으로 대체하였다.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벽

체가 있는 부분을 보로 치환한 후 무량판 구조와 

Fig. 3 Analytical modelling of the apartment house 

같은 위치에 기둥을 배치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를 모델링한 것이 각각 

Figs. 5, 6에 나타나 있다. 모든 구조시스템의 바닥

판 두께는 180 mm로 동일하게 하였다. 무량판 구조

와 라멘구조의 차이점은 Figs. 5, 6에서와 같이 보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Fig. 4 Analytical model of wall slab 

Fig. 5 Analytical model of flat slab 

Fig. 6 Analytical model of RC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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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Flab RC

34.3 Hz 21.2 Hz 26.3 Hz

68.4 Hz 60.8 Hz 50.1 Hz

111.5 Hz 91.5 Hz 100.2 Hz
Fig. 7 Mode shape of slab system 

3. 진동 및 소음해석

3.1 모드해석   
구조시스템별 진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슬래브의 해석모델링 범위가 넓

기 때문에 거실외의 영역에서도 진동모드가 나타나

고 있으나 이러한 모드는 고려대상이 되는 거실하부

의 음압형성에 큰 영향이 없으며, 벽식구조뿐만 아

니라 무량판, 라멘구조도 거실부분은 비내력벽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인근 슬래브에 의해 발생된 소음이 

거실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거실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드를 1~3차 모드까지 나타낸 

것이 Fig. 7에 각각 나타나 있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체에 의하여 구속이 

된 벽식구조시스템이 타 구조시스템에 비하여 고유

진동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둥만

으로 지지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가 상대적으로 작은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모드형상을 보면 벽식구

조의 경우 진동에너지가 거실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닥판뿐만 아니라 벽체에서 진

동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형상에 차이가 있지만 무량판 구조나 라멘구조는 진

동에너지의 분포가 슬래브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차 모드로 

갈수록 진동에너지가 더욱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러한 진동에너지 분포는 직접적으로 슬래

브나 벽체로부터 배출되는 소음과 직접적인 연관성

이 있으며 거실부분에 진동에너지가 집중된 벽식구

조가 타 구조에 비하여 소음의 크기가 증가하는 형

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3.2 소음해석   
구조물 표면에 의해 형성된 속도장으로부터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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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로 전달되는 소음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예측하

였다. 해석의 단순성을 위하여 벽체(내력벽 또는 비

내력벽)에 의한 음의 반사와 거실내부에 있는 가구, 
마감 소재에 의한 흡음률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가정은 엄밀한 소음해석의 측면에서 부정확한 

음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구조시스템별 배

출된 소음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바닥판의 진동에 의해서 배출된 소음의 임의의 지

점(r)에서의 음압(P)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5).

 




   (1)

여기서 i는 단위 복소수, r은 음장을 알고자하는 공간 

내 임의의 점을 나타내는 변위벡터, k,  , c는 각각 

wavenumber, 공기밀도, 음속을 나타내며   는 바닥

판 내 임의 점을 나타내는 변위벡터,  는 바닥

판내의 진동이 임의공간지점 r의 음압에 미치는 영

향을 나타내는 green 함수, V는 바닥판의 진동속도

(속도장)를 나타낸다. 
식 (1)을 이용하여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측정위

치에서 구한 음압레벨이 Fig. 8에 나타나 있다. 
Fig. 8에서 flat, RC는 각각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를 나타내며 slab+wall은 벽식구조에서 슬래브

와 벽체에서 배출된 소음의 음압레벨을 나타내며 슬

래브는 벽체에서 배출되는 소음을 무시하였을 때의 

소음레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무량

판 구조시스템의 1차 모드 진동모드와 그로부터 비

롯된 소음이 고유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왼편으로 편

향된 것으로 나타나며 라멘구조, 벽식구조 순으로  

Fig. 8 Pressure level of slab system 

오른편으로 소음분포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영향을 제외한 것은 벽

체가 포함된 소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상대적으

로 작은 음압레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벽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에너지로부터 배

출된 소음의 양이 작아진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 8의 음압레벨을 1/1 옥타브밴드로 나타낸 것

이 Fig. 9에 나타나 있다. 
Fig. 9를 보면 구조시스템별 배출 소음의 크기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량판 구

조와 라멘구조의 음압이 63 Hz 이상의 중심주파수

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벽체를 

제외한 벽식구조, 벽체를 포함한 벽식구조에서 음압

이 전체 진동수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벽식구조시스템은 63 Hz 이하 저진동수 

영역보다 고진동수 부분에서 소음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무량판,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저주파영역

에서 소음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이것은 구조시스템과 상관없이 구조시스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에너지의 크기는 같지만 그 분포가 

저주파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는 무량판, 라멘구조에

서 63 Hz 이상의 소음이 작아짐으로 상대적으로 중

량충격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9의 1/1 옥타브밴드 음압레벨을 역A 곡선을 

이용하여 단일 평가지수로 중량충격음을 나타낸 것

이 Fig. 10에 나타나 있다. 단일 평가지수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벽식구조에서 가장 큰 51 dB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벽식구조 중 벽체에서 배출되는 

소음을 무시한 경우가 48 dB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벽식구조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슬래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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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eavy weight floor impact noise

아니라 벽체의 영향에 의해서 상당량의 소음이 배출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량판

이나 라멘구조의 중량충격음은 벽체를 무시한 벽식

구조보다 더 작은 46 dB로 나타나는데 이것의 원인

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동에너지가 슬래

브 전체로 분산되고 이 결과 거실부분의 진동에너지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이 작아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의 수치해석 결과를 보면, 벽식구조의 경우 

벽체의 구속에 의한 진동모드에 의해 거실 부분의 

진동에너지가 집중되어 중량충격음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벽체의 진동에 의해 중량충격이 배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무량판구조나 라멘구

조의 경우에는 진동에너지가 거실부분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슬래브로 전이됨으로서 거실부분의 진동에

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그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이 저감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구조시스템으로 벽식

구조, 무량판구조, 라멘구조를 선정하여, 실구조물과 

유사한 경계조건을 가지는 유한요소로 모델링하고 

구조시스템에 따른 거실 부분의 중량충격음 배출특

성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벽식구조의 경우 중량충격음이 크

게 나타나고 있으며 벽체의 진동으로부터 중량충격

음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무량

판구조나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벽식구조에 비하여 

보다 작은 음압레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무량

판, 라멘 시스템의 진동모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

동에너지가 거실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하는 슬

래브 전체에 전달됨으로서 거실 부분의 진동에너지

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그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이 저

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해석의 단순성을 위해 바닥마

감과 천정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 슬래브 상태에

서 수행된 것이며, 실내마감에 의한 흡음률, 무량판, 
라멘구조의 경계벽 등 비구조체의 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해석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후 

실험적 검증을 통해 구조시스템에 따른 소음배출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고, 해석적 방법을 보완 개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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