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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ferred dimensions of the test opening for a window are 1 250 mm × 1 500 mm according to 
ISO 10140-1:2010. But tests done at actual size generally because not standardized for windows. In 
this study, we know the sound insulation characteristics by the size of windows using the single 
windows and double windows, consider the more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1)1. 서  론

창은 선박 및 건축물 등 실내외 벽에 설치되는 

대표적인 건물부재 중 하나로써 다양한 구조와 크기

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창의 차음 성능은 건물 

실내외로 투과되는 소음해석에 있어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며, 잔향실을 이용한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

되고 있다(1). 관련 규격인 ISO 10140-1:2010(3)에 따

르면 창의 경우 크기를 1250 mm × 1500 mm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창의 경우 크기가 정형화되

어있지 않아서 실제 제품 크기로 시험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하지만 관련 업체에서는 제품 개발 및 설

계 단계에서 크기별로 차음 성능을 도출하기란 비용

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쉽지가 않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창의 크기에 따른 차음 

성능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성능 평가 방

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실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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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 대상
실험을 위해 제작된 시편은 건축에 흔히 사용되

고 있는 단일창과 이중창이며, 일반 건축용 창호보

다 크기가 조금 작은 소형창(Small size window)과 

거실창과 유사한 크기를 갖는 대형창(Large size 
window)으로 나누어 각각 제작되었다. 실험에 사용

된 시편의 제조사는 총 4군데이며, 상세 시편 목록

은 Table 1에서 보여준다.

2.2 차음 성능 측정 방법
본 실험은 ISO 10140-2:2010(4) 시험 방법에 준하

여 수행하며, 음원실에서 음원(스피커)을 발생시켜 

음원실과 수음실에서의 평균 음압 레벨을 측정하여 

아래 식에 따라 음향감쇠계수 을 산출한다. 측정 

개략도는 Figure 1에서 보여준다.

       log
  

여기에서, , 는 음원실, 수음실에서의 평균 

음압레벨이며, 는 시료의 면적, 는 등가흡음력을 

의미한다. 
차음 성능 평가는 ISO 717-1:2013(5)에 따라 가중

음향감쇠계수 Rw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시편의 설치 면적은 소형창이 1.2 m2 (1200*1000), 

대형창이 7.2 m2 (3550*1550)이며, 나머지 개구부는 

Rw 50 dB 이상의 고차음 채움 벽체로 설치하였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2



Table 1 List of Test Specimen
No. Object Maker Remark

1 Single window

A 1-A-S, 1-A-L

B 1-B-S, 1-B-L

C 1-C-S, 1-C-L

2 Double window

A 2-A-S, 2-A-L

B 2-B-S, 2-B-L

C 2-C-S, 2-C-L

D 2-D-S, 2-D-L

* S : Small size, L : Lagre size

Figure 1 Diagram of measurement system

(a) Small size window (b) Large size window
Figure 2 Installation of the specimen

3. 실험 결과

Figure 3는 단일창의 크기에 따른 음향감쇠계수

(Sound Reduction Index, SRI)를 비교한 것이다. A
사의 경우 전주파수에서, B사의 경우 630 Hz ~ 
2000 Hz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C사의 

경우는 크기에 상관없이 차음 성능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사의 시편 모두 크기에 

상관없이 일치주파수(coincidence frequency) 영역이 

1250 Hz로 일치하며, 차음 특성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창과 프레임 간의 기밀성만 

확보한다면 시편의 크기와 상관없이 충분히 유사한 

결과를 토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Figure 4은 이중창의 크기에 따른 음향감쇠계수를 

비교한 것이며, 단일창과 마찬가지로 최대 Rw 4dB
의 차이를 보이며, 적게는 Rw 1dB의 차이를 보인

다. 하지만 단일창에 비해 크기별 음향감쇠계수가 

더욱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중

창이 단일창에 비해 기밀성 정도가 더 유리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이중창도 단일창과 

마찬가지로 차음 특성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Figure 3 Sound reduction index of single window

Figure 4 Sound reduction index of double window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창과 이중창에 대한 크기에 

따른 차음 성능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창의 크기에 따른 차음 성능 평가 결과, Rw 

1dB에서 최대 4dB까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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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치주파수 영역 등 차

음 특성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창의 기밀

성만 확보된다면 시편 크기에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단일수치평가량 Rw로 비교했을 때 단일창의 

경우보다 이중창의 경우 좀 더 유사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중창이 기밀성 확보에 유리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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