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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new method was proposed to set the area of a living room based on the vibration
behavior of the floor slab. The area of a living room studied in this study was named as the
“effective plate” which was referred to the plate theor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effective
plate on floor impact noise, a modal test was conducted, and the floor impact noise was measured in
a mock-up structure with two different living room sizes with non-floating slab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imilar vibration responses and floor impact noises were obtained for the different living
room sizes. This was because although there was about 34 % difference in floor area of the two living
rooms, the effective plates of those cases were same as 40 m2. In the high frequency range with sufficient mode density, similar vibration responses were obtained because the effective plates were similar
in size, resulting in similar floor impact noises. In contrast, however, for the frequency bands below
100 Hz with low mode densit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ibration responses were observed due to
the shape of the plate and location of the load-bearing wall. Consequently, it was determined that the
living room shape and boundary condition, such as position of load-bearing wall, wer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for floor impact noise in the low frequency range, whereas the size of the plate was
the main influencing factor in the high frequency range.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requency band in the design of a floating floor to effectively reduce the floor impact noise.
1)

1. 서 론
바닥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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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맨발로 생활하는 거주 문화
특성 상 저주파 대역의 소음 피해가 공동주택 소음
민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이러한 바닥충격원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중량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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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음과 경량충격음으로 구분하여 KS F 2810과 KS F
2863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 및 평가하고 있다. 중량
충격음은 1/1 옥타브 밴드의 63 Hz ~ 500 Hz까지를

에서는 거실 공간을 세대 내 경계벽을 기준으로 정의
하고 있으나, 실제 바닥 슬래브의 진동은 부엌 및 복
도가 함께 진동 거동하기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방사

뱅머신을 이용하여 측정하며(1), 경량충격음은 1/1 옥
타브 밴드의 125 Hz ~ 2000 Hz까지를 태핑머신을 이
용하여 측정한다(2).

면적을 고려한 새로운 평면의 정의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벽식 실증주택을 대상으로 국내의 대
표적인 평형인 전용면적 59 m2와 84 m2에서 모달 테스

일반적으로 바닥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완충재를
적층한 표준바닥구조(3)를 적용하거나,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적용한다. 완충재을 이용한 방법
은 절연기(isolator)를 이용하여 에너지 전달을 저감시
키는 방법으로(4), 경량충격음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다(5,6).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증가하는 방법은

트와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였으며, 바닥 슬래브의 진
동 특성을 분석하여 진동 거동을 고려한 거실 공간을

슬래브의 굽힘 강성을 증가시켜 진동 응답 크기를 저
감시키는 방법으로(7), 국내에서는 최소 슬래브 두께
를 규정하여 2015년도에는 210 mm이상으로 슬래브
두께를 규정하고 있다(3).
하지만 저주파 대역을 측정하는 중량충격음의 경
우, 완충재를 적용한 표준바닥구조 및 슬래브 두께
증가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완
충재를 적용한 뜬바닥구조의 경우 완충재의 탄성계수
가 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완충재가
1-자유도 시스템의 스프링과 같이 작용한다. 따라서
뜬바닥구조에 충격 가진 시 공진 모드가 발생하며,
이러한 공진 모드에 의해 맨슬래브 대비 저주파 대역
의 바닥충격음이 증폭하는 현상이 발생한다(8). 슬래
브 두께 증가의 경우에는 진동 모드의 변화로 인해
평가 옥타브 대역에서 소음 편차가 발생한다. 특히
저주파 대역의 개별적인 진동 모드의 영향이 크기 때
문에 강성 변화에 따른 진동 응답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바닥 슬래브
의 진동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이상적인 바닥충격음
저감 방안 제시가 가능하다(9).
하지만 공동주택의 다양한 평면 및 평형에 대해 개
별적인 바닥충격음 저감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평면 및 평형을 분류하
여 획일적인 바닥충격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거실 공간의 면적, 장·단면비 등과 같은 기하학 변수
를 선정하고 있으나 실제 바닥 슬래브의 진동 거동을
대변하지는 못하여 바닥충격음의 상관성을 제시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조, 평형 등에 대한 대표
성을 분류할 수 있는 변수를 연구하였다. KS F 2810

새롭게 정의하였다.

2. 배경 이론
2.1 판의 진동
Fig. 1과 같이 유한한 크기의 평면(plate)에 입사된
파(wave)는 시스템 끝단에서 반사되어 반사파가 생성
된다. 이때 반사파의 크기와 위상은 끝단 경계조건인
임피던스(impedance)에 의해 결정되며, 입사파와 반
사파의 위상이 같은 경우 정재파(standing wave)가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을 모드(mode)라 하며, 정재파
의 형상은 모드 형상(mode shape)이라 한다(4). 평판
의 모드는 판의 크기, 경계조건 및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균일한 재료로 구성된 유
한한 직사각형 평판의 모든 끝단이 단순지지(simple
support)로 지지되어 조건에서는 식 (1)을 이용하여
진동 모드를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10).
 


   

  








 
 
 

  

(1)

여기서, ρt는 판의 면밀도(kg/m2), nx와 ny은 각 축의
모드 차수, lx와 ly는 각 축의 판의 길이(m)를 나타낸
다. D는 판의 굽힘 강성(bending stiffness) (N/m)을
의미하며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E는
재료의 탄성계수(Pa),  는 푸아송비, h는 판의 두께
(m)를 의미한다.

Fig. 1 Sign convention and coordinate systems for a
rectangular plate excited by a poin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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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g. 1과 같이 가진력 Fz가 판의 (x1, y1) 지점에 가
진되는 경우 (x2, y2)지점의 운동(transverse displacement)은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ψm
는 m차 모드 형상, M은 질량(kg)을 의미한다.
각 차수의 모드 형상은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한한 크기의 판의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진동 모드 분석이 요구되며, 재료
물성, 판의 길이 및 경계조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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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에서 음향 공간으로 방사되는 공간 평균 음향 파
워는 식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11).

rad 〈〉    rad

(7)

여기서 υ는 구조물의 진동 속도(transverse velocity),
ρ0는 공기의 밀도(kg/m3), c0는 공기의 음속(m/s), A는
판의 면적(m2), σrad는 방사효율(radiation efficiency)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공간 평균 진동 속도 (space-average
mean-squared transverse velocity)는 식 (8)과 같이 하

dp

(4)

즉, 모드 밀도가 적으면 옥타브 내 존재하는 모드
개수가 적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드 기여도가 높으며,
모드 밀도가 높으면 옥타브 내 모드의 중첩으로 인하
여 개별적인 모드 특성이 저감된다.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바닥충격원의 진동 에너지
전달은 굽힘파(bending wave) 형태로 전달되며, 굽힘
(bending) 진동에 대한 모드 밀도는 식 (6)과 같이 정
의된다(11). 여기서 h는 슬래브의 두께(m), cl은 판의
종파 속도(longitudinal wave speed)를 나타낸다.



 
 

진동하는 판의 표면에서 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음
향 방사(acoustic radiation)라 하며, 무한한 크기의 구

중 F에 대해 공간 평균속도를 구할 수 있다.

2.2 판의 모드 밀도
주파수 대역을 옥타브 대역으로 변환하는 경우 대
역 내 포함된 모드들을 중첩하여 응답을 설명하며,
여기서 각 모드 기여도는 모드 밀도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유하게 된다. 모드 밀도(mode density)란
단위 주파수 당 평균 모드의 수로 정의되며, 식 (5)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여기서, N은 옥타브 내 존
재하는 모드 개수, △ω는 옥타브 대역폭을 나타낸다.
 
∆

2.3 판의 소음 방사

〈〉    
  

(8)

여기서, η는 손실계수(loss factor), ρt는 판의 면밀도
(kg/m2), κ는 h/√12, Gdp는 가진점에서의 모빌리티
(driving point mobility)를 나타낸다. 평판의 Gdp는
식 (9)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11).



dp  

(9)

결과적으로 하중 Fz에 의해 방사되는 음향파워는
식 (10)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12), 여기서 ρ0는 공
기의 밀도(kg/m3), c0는 공기의 음속(m/s), σrad는 방사
효율, ρt는 판의 면밀도(kg/m2), cl은 판의 종파 속도
(m/s)를 나타낸다. 상기 식과 같이 평판의 방사 파워
는 구조물의 두께와 밀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rad



rad  

    




(10)

3. 바닥 슬래브 두께 및 평형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
3.1 실증주택을 이용한 바닥충격음 측정
벽식구조의 실증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측
정하였으며, 실증주택은 국내의 대표적인 평형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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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면적 59 m2와 84 m2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주택 내
바닥 슬래브 두께 150 mm와 210 mm인 세대에서 중
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을 측정하였으며, 중량충격음
측정 시에는 임팩트볼을 추가하였다.
실증주택의 상부층 바닥은 완충재 마감이 되지 않
은 맨슬래브 상태이며, Table 1과 같이 59 m2 세대(슬

(a) 59 m2, 1500 mm

(b) 59 m2, 210 mm

래브 두께 150 mm)를 제외하고 모든 수음실에는 석
고보드로 마감된 동일한 구조의 천정(120 mm)이 설
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였다.
바닥충격음 측정 시 RION 사의 주파수 분석기
(SA-02)와 GRAS 사의 마이크로폰(146AE)을 사용하였
으며, KS 2810에 의거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였다(1,2).
Fig. 2는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과
같이 맨슬래브 조건에서 중량충격음(뱅머신, 임팩트 볼)
은 100 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서 높은 소음도가 발생
하고 있으며, 경량충격음은 100 Hz 이후 대역에서 비교
적 균일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평가 시 KS F 2863의 단일 평가량인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Li,Fmax,AW)을 사용하
고 있으며, Table 2에 측정된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단일 평가량으로 계산하여 정리하였다(13,14). 추가적으
로 측정결과를 A-weighting 후 전체소음도를 계산하
는 단일 평가량인 A특성 가중 최대 바닥 충격음 레벨
Table 1 Test set-up of each living room
Thickness

Type
59 m2
84 m2
59 m2
84 m2

150 mm
210 mm

(c) 84 m2, 150 mm

Bang
Machine

Impact
Ball

Fig. 2 Free body diagram of the plate element

Ceiling
-

Non-floating
floor

Coffered
ceiling
120 mm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floor impact noise
Impact
Source

(d) 84 m2, 210 mm

Floor

Tapping
Machine

Flat information
Type
59
84
59
84
59
84
59
84
59
84
59
84

Thickness
150
210
150
210
150
210

Single number quantity
Li,Fmax,AW
55
54
50
51
54
53
47
48
77
71
65
65

LiA,Fmax
60.1
59.1
53.9
55.3
59.0
57.3
51.9
52.7
72.2
65.2
60.1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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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Fmax)을 함께 정리하였다(15). 이 실증주택의 전용면
적 59 m2과 84 m2의 거실 크기가 각 13.4 m2와 20.1 m2
으로 약 34 %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일 슬래브 두께

시 이론적으로 약 4.4 dB의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12), 임펙트볼 가진시 평균적으로 약
6 dB 저감효과가 존재하였으며 (뱅머신 가진시는 평

조건에서 1 dB편차 수준으로 유사한 역 A 가중 바닥
충격음 레벨(Li,Fmax,AW)이 분석되었다. A특성 가중 최
대 바닥충격음 레벨(LiA,Fmax) 측면에서도 태핑머신 가
진 시 최대 1.9 dB 편차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슬래브 두께가 150 mm에서 60 mm(약 30 %) 증가

균 4 dB 저감), 임팩트볼 가진 시 역 A 특성 가중 바
닥 충격음 레벨에서 최대 7 dB(A특성 가중 최대 바
닥 충격음 레벨은 7.1 dB)의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가
존재하였다.
3.2 슬래브 두께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Table 2와 같이 슬래브 두께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바
닥충격음 단일평가량이 평면에 무관하게 유사한 측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옥타브 대역에서 바닥충격음 측정

(a) Bang machine

(b) Impact ball

(c) Tapping machine
Fig. 3 Comparison of floor impact sound on same
experim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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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수음실 조건(석고
보드 마감 120 mm 전정)이 동일한 59 type( 210 mm)
와 84 type(150 mm, 210 mm)의 총 3세대에 대한 측정
결과를 충격원 별로 구분하여 도시화 하였다.
Fig. 3(a)는 뱅머신, Fig. 3(b)는 임팩트 볼에 대한
중량충격음 결과로, 중량충격음은 1/1 옥타브 밴드의
(63 ~ 500) Hz까지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뱅머신의 충
격력은 약 100 Hz 이하, 임팩트 볼은 약 200 Hz 이하
에 집중되어 있어 가진력 스펙트럼에서 차이가 존재한
다(16). Fig. 3(a)와 3(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0 Hz
이하 대역에서는 슬래브 두께 및 평면에 따라 경향성
이 존재하지 않지만, 100 Hz 이상의 옥타브 대역에서
는 슬래브 두께가 동일한 경우 평면에 무관하게 유사
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슬래브 두께
증가 시 전체 옥타브 대역에서 유사한 소음 저감 효
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Fig. 3(c)는 태핑머신을 이용한 경량충격음으
로, 1/1 옥타브 대역의 125 Hz ~ 2000 Hz까지 평가하
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량충격음은
평면에 무관하게 슬래브 두께가 동일한 경우 전체 옥
타브 대역에서 유사한 측정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슬
래브 두께 증가 시 각 옥타브에서 약 5 dB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 대상의 실증주택의 경우 100 Hz
이상의 옥타브 대역에서는 슬래브 두께가 동일한 경
우 충격원 및 평면 형태에 무관하게 유사한 바닥충격
음 측정 결과가 측정되었다. 반면 100 Hz 이하 대역
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면 및 슬래브 두께의 변화에 따
라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실 평면 또는 평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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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닥충격음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연구의 대상 실증주택에서는 다른 평면에서 유사한
바닥충격음 결과가 도출되었다. 바닥충격음 측정 결

을 기준으로 거실 공간을 설정하여 모달 테스트를 수
행하였다. Fig. 4와 같이 모달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
해 내력벽을 기준으로 거실 공간을 설정하였으며, 거

과가 동일한 것은 두 평면의 거실 바닥이 동일한 음
향 파워를 방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
하기 위해 각 평형의 거실 공간에 대한 평면 분석을

실 공간 단축 방향의 3차 모드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같이 격자를 구성하였다. 전용면적 84 m2의
경우 약 1 m 격자 크기로 총 45개의 격자를 구성하였
으며, 전용면적 59 m2의 경우에는 약 0.5 m의 격자
크기로 총 89개의 격자를 구성하였다.

수행하였다.

4. 유효 평면을 이용한 바닥충격음 영향 분석

바닥 슬래브의 진동 특성 분석은 임팩트 해머를 이용
한 모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2개의 가속도계(PCB,

4.1 바닥 슬래브의 모달 테스트
바닥충격음은 바닥 슬래브 진동에 의해 방사되는
구조-소음(vibro-acoustics) 현상으로(17), 슬래브 진동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바닥 충격음과
관련된 거실 공간의 평면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적으
로 바닥충격음 측정 조건(맨슬래브)에서 바닥 슬래브
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평판의 진동은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 물성과 기
하학 변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하학 변수에는 길
이와 경계조건이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서 바닥충격
음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내력벽을 경계로 거실 공
간의 크기를 정의하였으며(18), 이 연구에서도 내력벽

352C33)를 고정하고 임팩트 해머(PCB, 086D50) 가진
위치를 이동하며 가속도 응답을 측정하였다(19). 주파수
분석기는 SIEMENS의 SCA- DAS-Mobile을 이용하였
으며, 1024 Hz까지 1 Hz 간격으로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임팩트 해머의 팁은 고무팁을
이용하였으며, 이 실험의 경우 고무팁을 사용하면 재
현성(coherence)이 약 300 Hz까지 0.9 이상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바닥 슬래브의 진동 특성 분석은 300 Hz까
지 수행하였다.
Fig. 5는 210 mm 슬래브의 첫 굽힘 모드를 나타내

(a) Same plan with different floor slab thickness
Fig. 4 Experimental set-up to measure vibration characteristic of floor structure

(a) 84 m2: 31 Hz
st

(b) 59 m2: 24 Hz

Fig. 5 1 mode shape of floor slab (210 mm)

(b) Same floor slab thickness with different plan
Fig. 6 Experiment result of modal test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30(3) : 276~28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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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과 같이 모드 형상이 내력벽을 경계로 거동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전용면적 59 m2의
모드 형상과 같이 비내력벽 모서리가 내력벽 모서리
와 같이 고정(fixed)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고 면과 함
께 거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18)
에서 비내력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방을 함께 모달 테
스트를 수행한 결과 방 6을 포함판 평면이 함께 진동
거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슬래브의 진동 거
동은 내력벽을 경계로 거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내력벽을 기준 평면을 정의해야만 실제 진동
거동 및 바닥충격음을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9).
Fig. 6은 모달 테스트 결과를 1/3 옥타브 밴드로 변
환하여 도시화하였다. 그림과 같이 가속도 응답에서
도 100 Hz 이하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100 Hz 이
상 주파수 대역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가속도 응답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이 연구 대상의 실증주택의 경
우 동일한 슬래브 두께 조건에서 유사한 바닥충격음
과 바닥 슬래브 진동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거실 공
간의 크기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닥 슬
래브의 진동 거동을 기준으로 거실 공간의 면적과 바
닥충격음을 분석하였다.
4.2 유효 평면
바닥 슬래브의 진동은 Fig. 5와 같이 내력벽을 경계
로 진동 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력벽을 기준으로 거실 공간을 새롭
게 정의하였다. Fig. 7과 같이 내력벽을 기준으로 거
실 공간을 설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유효
평면(effective plate)이라 정의하였다.
현재 바닥충격음 측정 시에는 ‘공동주택 바닥충격
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세대 내 벽체를
기준으로 Fig. 7와 같이 거실 공간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과 같이 KS F 2810에서 정의하는 거실공간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거실 공간이 면적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KS 고시에서 제시하는 거실 공간과 이 연구에서 제
안하는 유효평면에 의한 거실 공간의 크기를 Table 3
에 정리하였다. 표와 같이 KS 고시에서 제시하는 방
법으로 바닥 면적을 정의하면 두 평면은 약 34 % 차
이가 존재하는 평면이지만, 유효 평면에 의한 면적
산출에서는 전용면적 59 m2이 40.1 m2, 전용면적 84 m2
이 41.4 m2로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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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finition of living room size to estimate
floor impact noise
Table 3 Comparison of area defined as effective plate and
KS 2810
Definition as

59 Type

KS F 2810
Proposed method

84 Type

13.4 m

2

20.1 m2

40.1 m

2

41.4 m2

Table 4 Mode density of floor slab
Type / Thickness of slab
59 Type
84 Type

150 mm
210 mm
150 mm
210 mm

Area
40.1 m2
41.4 m2

Mode density
0.0225
0.0160
0.0232
0.0166

Table 5 Main parameter to reduce the floor impact noise
considering frequency range
Impact source

Modal density

Geometric parameter
(2D)

Heavy-weight
impact source

Low

Shape of plate, Boundary
condition, etc.

Light-weight
impact source

High

Area size, Thickness of
slab, Density, etc.

이 연구의 대상인 전용면적 59 m2과 84 m2이 평형
및 평면이 다르지만 슬래브의 진동을 결정하는 유효평
면의 크기가 유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바닥충격음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량충격음에 비해 경량충
격음에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는 모드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드 밀
도가 낮은 저주파 대역을 평가하는 중량충격음의 경우
개별적인 모드 기여도가 높아 평면 형상 및 경계 조건
등에 따른 진동응답 및 바닥충격음 차이가 존재하지만,
고주파로 이동할수록 차이는 줄어든다. 특히 경량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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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바닥충격음은 가진원에 의한 바닥 슬래브 진동 응
답에 의해 음의 크기 및 특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바
닥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바닥 슬래
브의 진동 분석이 요구되며, 정밀한 슬래브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실 바닥 공간의 정의가

Fig. 8 Mode number of structure and acoustic cavity(59 m2, slab thickness: 150 mm)

음의 경우 중량충격음에 비해 모드 밀도가 많은 대역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진동 모드의 영향
보다는 판의 크기 또는 물성의 기여도가 지배적이다.
4.3 모드 밀도
실증주택 거실 공간을 유효 평면으로 정의하여 식 (4)
를 이용하여 모드 밀도를 계산하면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
라 모드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용면적 59 m2와 84 m2의 바닥 슬래브의 모드 밀도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은 전용면적 59 m2의 구조물과 음향 공간의
모드 개수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음향 공간은 구
조물에 비해 모드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모드
개수가 증가하는 것은 개별적인 모드의 영향도가 낮
아짐을 의미한다.
즉, 모드 밀도가 충분히 많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음향 공간이 확산 음장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반면,
구조물의 경우 1/3 옥타브 밴드의 중심주파수 300 Hz
에서 모드 개수가 10개가 존재하며, 100 Hz 이전 주
파수에는 이론적으로 Fig. 8과 같이 10개 이하의 모
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모달 테스
트 결과에서는 100 Hz 이하 대역에서 약 6개의 굽힘
모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1 옥타브
대역의 63 Hz에는 3개의 굽힘모드가 존재하였다. 결
과적으로 바닥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유효 평면을
이용한 거실 평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바닥 슬
래브의 모드 밀도를 고려하여 Table 5와 같이 바닥충
격음 저감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하다.
KS F 2810에서는 거실 공간을 세대 내 벽을 경계
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벽식 실증주택을 대상
으로 거실 바닥 모달 테스트 측정 결과 바닥 슬래브
의 진동 응답은 내력벽을 경계로 거동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부엌, 복도 등을 포함한 평면이 함
께 진동 거동 하기 때문에 비내력벽 기준으로 거실
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한다. 연구 대상의
벽식 실증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4 m2은 내력벽을 기
준으로 판의 경계를 정의하여 진동 거동을 정의할 수
있었지만, 전용면적 59 m2의 경우 경량벽체로 구분되
어 있는 모서리는 경계로 작용하지 못하여 인근 방을
포함하여 진동 거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제 거실 공간의 진동 거동은 내력벽을 경계로만 정
의되며, 이 연구에서는 내력벽을 경계로 정의된 거실
공간을 ‘유효 평면’으로 정의하였다.
유효 평면에 대한 바닥충격음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평형인 전용면적 59 m2와 84 m2를 대
상으로 슬래브 두께 150 mm와 210 mm의 거실 공간
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였다.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동일 두께 조건에서 평형에 무관하게 유사한 역A특성
가중 최대 바닥충격음 레벨(Li,Fmax,AW)과 A특성 가중
최대 바닥충격음 레벨(Li,A,Fmax) 측정 결과가 도출되었
으며, 슬래브 두께 60 mm 증가 시 두 평형 모두 약 5
dB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동일 조
건의 모달 테스트 측정 결과 100 Hz 이후 대역은 전체
에너지 측면에서 유사한 진동 응답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이론적으로 동일한 질량을 갖는 평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KS F 2810로 거실 공간의 정의하는 경우 약
34 %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유효 평
면으로 거실공간의 크기를 산출하면 약 40 m2로 동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실을 정의하는 경우
내력벽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닥충격음 분석 및
예측 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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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및 모달 테스트 결과에서 100 Hz 이후
대역에서는 유효평면이 동일하여 비교적 유사한 소음
도 및 진동 응답을 확인할 수 있으나, 100 Hz 이전

(5) Im, J. B., Chung, J. Y., Kim, K. W. and Jeung,
G. C., 2007, A Study on Dynamic Stiffness of
Multi-layered Damping Materials, Proceedings of the

대역에서는 동일 두께 및 유효 평면 조건에서도 차이
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
일 질량의 평판에서도 판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
이한 진동 모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주파 대역의
경우 모드 밀도가 적기 때문에 개별 모드에 의한 차
이가 크며, 고주파로 갈수록 모드 밀도가 많아져서
개별 모드의 기여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
드 밀도가 낮은 저주파 대역을 측정하는 중량충격음

KSNVE Annual Fall Conference, pp. 1149~1152.
(6) Schiavi, A., Prato, A. and Belli, A. P., 2015, The
"dust spring effect" on the Impact Sound Reduction

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면 형상 및 경계
조건이 주요한 변수이며, 모드 밀도가 충분하여 개별
적인 모드 기여도가 작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평면의
크기 및 두께가 지배적인 변수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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