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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에는 차음과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공간에 벽

돌이나 블록 등을 사용한 습식 조적방식을 주로 사

용했으나, 최근에는 경량화와 건식공법을 위해 도입

된 석고보드 고정칸막이벽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종래의 습식 조적방식은 벽돌이나 블록을 쌓고 벽

면을 모르타르 미장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긴 양생시

간이 필요하며 건물의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대량 시공이 이루어지는 대

부분의 공간에서 석고보드 건식공법을 적용하고 있

다. 이들 건식공법중 대부분은 알루미늄 철골인 스

터드를 석고보드 규격에 맞게 지면과 수직방향으로 

세우고 석고보드를 스터드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

공된다. 따라서 석고보드를 견고히 고정하기 위해서

는 스터드가 정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식공법중 하나인 레질리

언트(Resilient) 시스템을 개발하여 높은 차음성능을 

요구하는 공간에 적합한 벽체를 개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레질리언트 채널 개발 배경 
레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은 1960 년 미

국 USG 社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의 

철골스터드가 아닌 목재스터드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목재 스터드의 경우 건조변형에 따른 뒤틀림 현상으

로 석고보드에 크랙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림 1 처

럼 석고보드를 목재스터드에 직접고정하지 않고 스

터드와 약 1~2mm 정도 이격시켜 레질리언트 채널

에 고정하여 스터드의 변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그림 1 개발초기의 레질리언트 채널 형상 

하지만 레질리언트 채널은 보드의 크랙방지 기능 

이외에도 석고보드와 목재스터드를 이격 시킴으로 

인해 진동전달량이 감소되고 채널의 굽힘 부위에서 

스프링작용을 하여 차음성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된다.  

2.2 기존 레질리언트 구조체의 문제점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레질리언트 채널은 석고보

드 건식벽체의 차음성능을 STC 13 이나 개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차음성능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레질리언트 채널이 적용된 
실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높은 차음성능 개선량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공성에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사

용되는 스터드는 철골 스터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

에 레질리언트 채널을 스터드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철골자재 끼리 나사못으로 고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종래의 레질리언트 채널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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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량시공을 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시공과정은 매우 번거롭게 여겨지고 실제 시

공시간도 일반공법에 비해 1.5 배 이상 소요된다.  

3. 레질리언트 구조체 개선방향 

3.1 레질리언트 채널 시공용 스터드 개발 
레질리언트 구조체의 시공상 가장 큰 문제점은 나

사못 고정방식이다. 전체 공정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치수도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나사못 고정방식이 아닌 스

터드에 클립과 같은 홈을 형성하여 레질리언트 바를 
끼움고정할 수 있도록 레질리언트 채널용 스터드(R-
Stud)를 개발하였다. R-Stud 는 기존의 C-Stud 에 일

정한 간격으로 펀칭으로 하여 레질리언트 채널을 삽

입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끼움고정식 시공방법 

3.2 레질리언트 구조체의 시공성 개선 내용 
기존 C-Stud 공법은 스터드에 석고보드가 고정되

므로 석고보드 규격에 맞게 정확한 위치에 스터드를 

세워야 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레

질리언트 구조체는 석고보드가 레질리언트 채널에 

고정되기 때문에 스터드 간격에 제한이 없다. 따라

서 스터드를 정확한 위치에 세울 필요도 없으며 그 

간격도 (600~900)mm 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전체 

시공시간은 오히려 다소 빨라지게 되었다. 

3.3 레질리언트 구조체의 차음성능 개선 내용 

 
그림 4. R-구조체 차음성능 개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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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목업시공 개요 및 시험결과 

항목 일반구조체 R-구조체 
보드 12.5mm 양면 2 겹 

스터드 C-Stud 65 mm R-Stud 50mm 
벽두께 115mm 125mm 
Rw+C 43(등급 외) 58(1 등급) 

4. 결  론 

레질리언트 채널을 활용한 구조체의 시공성을 개

선하여 다음과 같은 신규 구조체를 개발하였으며 내

화/차음 인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구조체의 주 
용도는 주상복합 건물의 세대간 경계벽, 엘리베이터

홀 경계벽, 대용량의 실외기에 인접한 벽, 병원의 병

실간 경계벽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이나 오피스 빌딩과 같이 공간의 활용에 민감한 
장소에는 얇은 벽두께에서 차음등급 1 등급을 확보

할 수 있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구조와 비교할 때 이중벽 구조(Double 

Stud)에 비해 m2 당 일위대가가 17% 절감되고 벽두

께는 50mm 얇게 시공되지만 차음성능은 동등한 수

준을 유지할 수 있다. 
  

표 2. 레질리언트를 활용한 신규구조체 

기존 C-Stud 공법과 레질리언트 구조체의 차음성

능을 비교 평가한 그래프는 그림 4 와 같다.  

레질리언트 구조체는 C-Stud 공법에 비해서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10dB 이상 차음성능이 개선되었다. 

특히 저주파대역의 차음성능은 15dB 이상 향상되어 

이중스터드 공법과 동등수준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였

다. 

구조명 벽두께 
(mm) 

차음성능 
(Rw+C) 

내화성능 
(시간) 

K-12DIG 125 58 1 
K-15DIG 135 62 1.5 
K-19DIG 141 63 2 

또한 구조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평하중 

저항성능과 내충격성능을 자체 테스트한 결과

(BS5234-Part 2 에 의해 평가함) 모두 SD 등급을 

확보했다. SD(Severe Duty)는 대형 다중이용 시설용 

벽체로 적용될 수 있는 성능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

급이다. 

※ KCC 중앙연구소 자체테스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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