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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fundamental study on the method of measuring the dynamic stiffness of the 

resilient material for floor impact sound reduction at the construction site. The resilient material is 

one of the factors which greatly influencing the floor impact sound performance of the apartment 

house. This study tried to find a method to measure the dynamic stiffness of the resilient material 

directly in the field.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s in the laboratory condition were compared 

with those in the non - trimmed condition at the concrete slab. And, the dynamic stiffness of the 

cement mortar load plate preliminarily prepared on the resilient material was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e laboratory measurement results.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surement of dynamic stiffness is possible because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ment result using the steel load plate on the steel base plate in laboratory and 

on the concrete slab. The dynamic stiffness measured by the cement mortar loading plate on the 

concrete slab was different from the laboratory results, which is considered to depend on the 

weight per unit area of the load plate.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dynamic stiffness 

of the resilient material before construction of the resilient material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apartment building by deriving the correction value calculation formula by confirming the changing 

trend in the dynamic stiffness measurement result by the weight per unit area of the load plate.

주요어 : 완충재, 동탄성계수, 현장측정, 바닥충격음

Keywords: Resilient materials, Dynamic stiffness, On-site test, Floor impact sound

서 론

국내 주거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공동주택은 좁은 대지에 세대수를 늘려 대지 활용

도를 높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의 주거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보편화 되어, 현재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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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추세에 있다1). 공동주택은 세대간 바닥과 벽을 공유하고 있는 특성상, 단독 주택과 달

리 구조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에 특히 취약한 주거형태라 할 수 있다. 대표적 고체 

전달음인 바닥충격음은 상부층 주거에서 발생된 바닥면의 진동이 하부층 주거의 천장까지 

전달되어 공기 전달음으로 방사되는 소리이며,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에 의한 민원 중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공동주택

의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 단열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바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2).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관련법에 의한 바닥충격음 기

준을 만족하거나, 관련법에 의해 인정받은 등급의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준공 후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성능을 확인하거나, 성능등급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완충

재를 시공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시공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인정구조를 시공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 후 

측정결과 바닥충격음 기준 만족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인정시험이 진행

되는 실험실 조건과 실제 시공되는 현장 조건의 차이가 원인이 되며, 또한 완충재 및 경량기

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가 동일하게 사용됨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특히 

완충재의 경우 플라스틱 비드를 발포시켜 생산한 Expanded Poly-styrene(이하 EPS)제품이 

완충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산 과정의 특성상 물성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바닥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과 깊은 관

련이 있으며, 실제 현장에 시공되는 완충재의 정확한 물성을 파악이 가능해야 바닥충격음 성

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의 품질검사는 현장에서 샘플링이 이루어진 

후 시험기관에서 물성을 확인하거나, 제조 공장에서 동일 스펙으로 생산된 제품을 시험기관

에서 시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반입되고 시공된 완충재의 물

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예측할 수 있고3) 맨바닥 상태의 바닥

충격음 성능과 비교하여 최적의 바닥충격음 저감 구조를 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현장 반입 완충재의 품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실험실 조건의 측정

결과와 현장 슬래브 상부에 완충재 시공 후 동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모사하여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상부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측정에 대해 검

토하기 위해 사전 제작한 시멘트 모르타르 하중판을 이용하여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여 비

교하였다. 

1) 국토교통부. (2017). 2017 인구주택 총조사 최종보고서.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호. (201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3) 송국곤, 김용희, 류종관, 김명준. (2018). EPS 완충재의 동탄성게수 및 두께에 따른 중량 바닥충격음 레벨 분석. 한국소음진동공

학회논문집, 28(6), 7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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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실험실 측정방법4)5)

바닥충격음 저감용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KS F 2868(거주공간 뜬바닥용 완충재의 동탄

성계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Figure 1과 같이 정반 위에 200 mm × 200 mm 이상의 

시료를 놓고, 200 mm × 200 mm 크기, 면밀도 약 200 kg/m2의 금속재 하중판을 얹어 시험을 

준비한 후, 펄스 가진 장치인 임팩트 해머로 하중판 중앙점을 가진하고 이때, 중앙점 인근에 

진동 픽업 장치인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진동파형을 기록하였다. 기록된 결과를 FFT 주파수 

분석하여 진동계의 공진주파수(고유주파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식 (1)을 이용하여 완충재

의 동탄성계수를 산출하였다. 

Figure 1. Laboratory measurement diagram of dynamic stiffness with pulse exciting method

′   
′             (1)

여기에서 ′  : 시험편의 단위 면적당 겉보기 동탄성계수(MN/m3)

  : 계획된 실험에서 공진주파수(Hz)

′

 : 하중판의 면밀도(kg/m2)

현장 측정방법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모사하기 위해 Figure 2와 같이 콘크리

트 슬래브 위에서 완충재를 시공한 후 실험실 측정방법과 같은 구성으로 동탄성계수를 측정

하였다. 또한 완충재 상부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완충재의 동탄성계

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사하기 위해 Figure 3과 같이 시멘트 모르타르 하중판을 제작하여 동

탄성계수 측정을 진행하여 실험실 측정 결과 및 현장 실험실 측정방법 결과와 비교하였다. 시

멘트 모르타르 하중판은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의 하중을 대체하고 시험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3,000 mm × 4,000 mm 크기, 약 50 mm 두께로 사전 제작하여 완충재 상부

4) ISO 9052-1. (1989). Acoustics – Determination of dynamic stiffness – Part 1 : Materials used under floating floors in 

dwellings.

5) KS F 2868. (2008). 뜬바닥용 완충재의 동 탄성 계수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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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하하고 측정을 진행하였다. 이때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자체의 고유진동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맨바닥 상태의 공진주파수를 사전에 확인하였다. 

Figure 2. Field measurement diagram of dynamic stiffness with pulse exciting method

Figure 3. Field measurement diagram of dynamic stiffness with pulse exciting after loading

실험 설정

현장측정 실험실 조건

현장 측정방법을 모사하기 위한 실험 장소는 Figure 4와 같이 측벽과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 

250 mm 두께로 구성되었으며, 한쪽 벽은 석고보드로 구성된 건식 경량벽체이다. 상부 210 

mm 두께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를 시공한 후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배경소음 및 

배경진동이 없는 야간에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배경소음은 약 20 dB (A) 이하이며 슬래브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하여 완충재 동탄성계수 측정 시 공진주파수와 비교하여 슬래브 자체 진

동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시료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완충재 인정구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PS 완충

재를 시료로 선택하였다6). EPS 완충재는 비드를 고온에서 발포하여 블록을 생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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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동탄성계수를 설계하고 두께에 맞게 절단하는 방법으로 제

작된다. 발포 제품의 특성상 시료의 균질성이 높지 않아 생산 시점 및 생산 과정에서 시료의 

물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된 1개의 블록에서 샘플링 가공된 완충재를 측정에 사

용하여, 시료의 균질성 저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완충재는 

동탄성계수 약 15 MN/m3로 하고, 두께는 약 20 mm로 제작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실험 조

건을 설정하여 동탄성계수 측정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Table 1. List of Dynamic Stiffness Measurement Conditions

Base Plate Load Plate
Measurement Point or 

Sampling Point
Sample Size
(mm × mm)

Repeat

Concrete Slab Cement Mortar 50 mm Corner and Center 3,000 × 4,000 4

Concrete Slab Steel Plate 200 kg/m2 Corner and Center 3,000 × 4,000 4

Heavy Steel Plate Steel Plate 200 kg/m2 Corner and Center 200 × 200 4

바닥판 조건에 따른 동탄성계수 측정결과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측정 시 실험실과 현장의 바닥판 조건에 따른 측정결과, Table 2와 같

이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서 금속재 하중판을 이용하여 측정한 동탄성계수는 모서리와 중

앙점에서 각각 15.8 MN/m3, 14.0 MN/m3로 나타났으며, 실험실 정반에서 측정한 동탄성계

수는 15.5 MN/m3, 15.7 MN/m3로 나타났다. 

하중판 종류에 따른 동탄성계수 측정결과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완충재를 설치하고 KSF 2868에 따른 금속 하중판과 시멘트 모르타

르 하중판을 거치하여 동일한 측정점에서 동탄성계수를 측정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시멘트 

모르타르 하중판을 이용한 측정결과는 모서리와 중앙점에서 10.6 MN/m3, 10.3 MN/m3로 나

타났고, 금속재 하중판을 이용한 측정결과는 각각 15.8 MN/m3, 14.0 MN/m3로 나타났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3). 공동주택 중량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설정 연구.

Figure 4. Field measurement test room of dynamic stiffness with pulse exci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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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onance Frequency and Dynamic Stiffness Results as Base Plate Conditions

Base 

Plate

Resilient 

Materials

Load 

Plate

Measurement 

Point

Resonance 

Frequency

(Hz)

Load Plate Weight 

per unit Area

(kg/m2)

Dynamic 

Stiffness

(MN/m3)

Average Dynamic 

Stiffness

(MN/m3)

Concrete 

Slab

- - Corner 45.6 - - -

45.7 - -

45.8 - -

45.7 - -

Center 45.5 - - -

45.5 - -

45.6 - -

45.5 - -

Concrete 

Slab

EPS 

20 mm

Steel 

Plate

Corner

(Sample 1)

44.6 200 15.7 15.8

44.7 200 15.8

44.7 200 15.8

44.7 200 15.8

Center

(Sample 2)

41.9 200 13.9 14.0

42.0 200 13.9

42.2 200 14.0

42.2 200 14.0

Heavy 

Steel 

Plate

EPS 

20 mm

Steel 

Plate

Corner

(Sample 1)

44.0 200 15.3 15.5

44.1 200 15.4

44.4 200 15.6

44.4 200 15.6

Center

(Sample 2)

44.4 200 15.6 15.7

44.6 200 15.7

44.7 200 15.8

44.8 200 15.9

Table 3. Resonance Frequency and Dynamic Stiffness Results as Load Plate Types (1)

Base 

Plate

Resilient 

Materials

Load 

Plate

Measurement 

Point

Resonance 

Frequency

(Hz)

Load Plate Weight 

per unit Area

(kg/m2)

Dynamic 

Stiffness

(MN/m3)

Average Dynamic 

Stiffness

(MN/m3)

Concrete 

Slab

- - Corner 45.6 - - -

45.7 - -

45.8 - -

45.7 - -

Center 45.5 - - -

45.5 - -

45.6 - -

45.5 - -

EPS 

20 mm

Cement 

Mortar

Corner

(Sample 1)

44.4 135 10.6 10.6

44.5 135 10.6

44.3 135 10.5

44.4 135 10.6

Center

(Sample 2)

43.8 135 10.3 10.3

43.9 135 10.3

43.8 135 10.3

43.9 135 10.3

Steel

Plate

Corner

(Sample 1)

44.6 200 15.7 15.8

44.7 200 15.8

44.7 200 15.8

44.7 200 15.8

Center

(Sample 2)

41.9 200 13.9 14.0

42.0 200 13.9

42.2 200 14.0

42.2 2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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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의

바닥판 조건에 따른 동탄성계수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측정 시 바닥판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완충재 

설치 후 금속재 하중판으로 측정하고 측정지점 시료를 샘플링하여 실험실 정반에서 측정한 결

과를 비교하였다. Table 2 및 Figure 5와 같이 모서리 지점에서 바닥판에 따른 공진 주파수 및 동

탄성계수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점의 시험결과는 Table 2 및 Figure 6과 같이 바

닥판의 조건에 따라 동탄성계수 1.8 MN/m3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동탄성계수 측정 시 

바닥판과 시료, 하중판 사이의 일체화 또는 틈새 유무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완충재와 바닥

판 사이의 이물질에 의한 틈새 등은 요철형 완충재와 같은 효과로 동탄성계수가 낮게 측정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바닥충격음 완충재 현장 설치 시 슬래브 상부의 청결 상태가 동탄성계

수 뿐만 아니라 바닥충격음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지점에서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여 가장 높은 값을 대푯값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Figure 5. Resonance Frequency as base plate conditions at the corner of slab

Figure 6. Resonance Frequency as base plate conditions at the center of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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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판 조건에 따른 동탄성계수

현장 측정 조건인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서 하중판에 따른 동탄성계수 측정결과를 비교

하였다. Table 3과 같이 시멘트 모르타르 하중판을 이용한 측정결과가 금속재 하중판을 이용

한 측정결과에 비해서 모서리에서는 5.2 MN/m3, 중앙점에서는 3.7 MN/m3 낮게 측정되었다. 

Figure 7 및 Figure 8과 같이 측정된 공진 주파수는 비슷하게 측정되었으나, 시멘트 모르타르

와 금속재 하중판의 면밀도에 의해 동탄성계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Figure 7. Resonance frequency field measurement results as load plate type at the corner of slab

Figure 8. Resonance frequency field measurement results as load plate type at the center of slab

KS F 2868 시험 방법에서는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측정 시 면밀도 200 kg/m2의 금속재 하

중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시공시 완충재 상부에 가해지는 하중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에 기본 가구 및 거주자의 생활 하중을 고려해도 150 kg/m2 정

도이며, 200 kg/m2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면밀도 150 kg/m2의 금속재 하

중판을 제작하여 대상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를 측정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면밀도 200 

kg/m2 하중판을 사용할 경우에 비해 더 낮은 동탄성계수값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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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onance Frequency and Dynamic Stiffness Results as Load Plate Types (2)

Base 

Plate

Resilient 

Materials

Load 

Plate

Measurement 

Point

Resonance 

Frequency

(Hz)

Load Plate Weight 

per unit Area

(kg/m2)

Dynamic 

Stiffness

(MN/m3)

Average Dynamic 

Stiffness

(MN/m3)

Concrete 

Slab

EPS 

20 mm

Cement 

Mortar

Corner

(Sample 1)

44.4 135 10.6 10.6

44.5 135 10.6

44.3 135 10.5

44.4 135 10.6

Center

(Sample 2)

43.8 135 10.3 10.3

43.9 135 10.3

43.8 135 10.3

43.9 135 10.3

Steel

Plate

Corner

(Sample 1)

44.6 200 15.7 15.8

44.7 200 15.8

44.7 200 15.8

44.7 200 15.8

Center

(Sample 2)

41.9 200 13.9 14.0

42.0 200 13.9

42.2 200 14.0

42.2 200 14.0

Steel

Plate

Corner

(Sample 1)

47.2 150 13.2 13.4

47.7 150 13.4

47.7 150 13.4

47.7 150 13.4

Center

(Sample 2)

48.2 150 13.8 13.8

48.0 150 13.7

48.2 150 13.8

48.4 150 13.9

현장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하중판을 이용하여 동탄성계수 측정을 위해서는 하중판 면밀도

에 의한 동탄성계수 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200 kg/m2의 금속재 하중판을 이용한 실험실 측

정 결과값을 추정할 수 있는 보정치 또는 산출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하중 재하시간에 따른 동탄성계수

완충재의 동탄성 계수는 하중 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측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단시간 하중 재하 후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추가 실험을 통

해 하중 재해 시간에 따른 보정치를 도출해 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동탄성계수 측정시 환경조건 영향

공진주파수 측정을 통해 동탄성계수를 확인하는 실험은 배경 진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

로 현장에서 측정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중지 시간 등을 활용하는 등 측정 

환경 조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평탄도 및 

청결 상태에 따라서 동탄성계수 측정 결과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안도 

향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현장 측정방법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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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뜬바닥 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의 동

탄성계수를 시공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콘크리

트 슬래브 위에서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여 실험실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완충재 설치 후 금속 하중판을 이용한 동탄성계수 측정 결과는 시료를 샘플링하

여 실험실 정반 위에서 측정한 동탄성계수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슬래브 자체의 고유 진

동에 의한 실험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실험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시

공 현장에서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의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완충재 상부 경량기포 콘크리트 및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의 완충재 동탄성계수를 확

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충재 상부층을 하중판으로 하여 동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

토한 결과,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용한 측정 결과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하중판의 면밀

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현장 측정 시 하중판 면밀도 및 재하 시간에 의한 동탄성계수 변화를 확인하여, 동탄

성계수 실험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보정치 및 산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슬래브 상

부 표면의 평탄도 및 청결 상태 등에 의한 영향도를 확인하고, 완충재 동탄성계수 현장 측정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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