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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성능 복합 차음패널 개발을 위해 다양한 복합패널 

의 차음 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설계변수 

를 도출하여, 설계제한조건 내에서 최대의 차음성능을 

갖는 복합차음패널을 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Mini-chamber 를 이용함으로서, 차음측정을 위해 사용되 

는 10m2 이상의 시편 대신 0.61『 의 시편을 사용함으로 

써, 시편 제작비 및 개발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주요 설계안으로서 stud 를 최적화 한 결과, 

Mini-Chamber에서는 약 5dB 의 차음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으며, 잔향실 측정의 경우 약 2-3dB의 차음 성 

능이 향상되었다.

1. 개요

건축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복합 패널의 

차음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변수를 도출할 목적으로 

Mini-Chamber 및 잔향실을 이용하여 패널의 차음 성능

2. Dry wall의 차음 특성

2.1 Dry wall의 차음특성

비교 대상 기준시편으로서 Dry Wall의 차음 성능 

을 실제 잔향실（시편 크기 101『）에서 측정 결과가 그림 

1에 나타내고 있다. Dry Wall은 표면재는 석고보드 

（9.5t） 2장 혹은 1장으로, 중심재는 공통으로 글래스울 

（24k, 50t）로 구성되어있으며 샌드위치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요 음향학적 현상은 mass-spring-mass 공진 

주파수（ "I 2"쑈, E..； 중심재의 탄성계수, 

Mt S 4 皿、,."涪 ; 면밀도）이다. 석고보드를 2장에 

서 1장으로 줄이면 표면재의 면밀도가 감소하므로 그림 

1에서 보면 Dry wall （1EA： 석고보드 1장 사용）의 경우 

160Hz에서 발생한 공진주파수가 석고보드 2장인 경우 

100Hz이하의 주파수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현재 Dry Wall은 Mass-spring-tnass 공진주파수를 

100Hz 이하의 저주파수로 이동시켜 차음 성능을 높인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을 즉정하였다. 비교 대상 패널인 Dry Wall의 차음성능 

을 처음에 잔향실 및 Mini-Chamber 에서 계측하고 평가 

하였다. 또한, 석고보드 대체소재로 CRC Board와 Fire 

Master를 이용한 복합패널의 차음 성능을 Dry Wall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개발하고자 하는 복합패널 

의 차음 성능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재 및 구조를 갖는 

패널을 제작하고 Mini-Chamber를 이용해 차음 성능을 

분석/평가하였다. 측정결과로부터 최적의 차음성능을 

갖는 복합패널을 제작한 후 잔향실 시험을 통해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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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ry Wall의 차음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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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기 차음 실험

표면재로 사용된 석고보드에 대한 대체소재로서 

CRC 보드와 F/M(Fire master)으로 구성된 시편과 Dry 

wall에 대하여 mini-chmaber에서 차음실험 및 비교결과 

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Type 1의 

경우 못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표면재 안쪽에 강판 

0.25t를 추가 하였으며 중심재는 우레탄을 사용하였다. 

Type 2와 Type 3는 강판을 제거하고 중심재로 Glass 

Wool을 사용하였으며, Type3는 Type2에 비해 중심재의 

공기층을 크게 하였다.(15tf30t) 그림 2를 보면 세 종 

류 모두 Dry Wall에 비해 면밀도가 46% 이상 증가하였 

으나 400Hz 이상의 중고주파수 영역에서 4-10dB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체소재를 이용한 복합판넬의 

차음 성능을 Dry Wall에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밀 

도 증가 이외에 다른 차음 성능 향상방안이 요구된다.

표 1 1차 시편의 구조(Mini-chamber Test)

시편명
구조 면밀도 

{kg/nb
두께
(砌)상/하 판 중심 재

Type 1

CRC 보드 (3.2t), 

F/M(20t), 

강판 (0.25t)

Air gap (15t) 

우레탄 (20t) 

Stud : ”匸“
41.5 82

Type 2 CRC 보드 (3.2t), 

F/M(20t)

Air gap (15t) 

G/W (25t, 24K) 

Stud :”匸“
40,0 87

Type 3
CRC 보드 (3.2t), 

F/M(20t)

Air gap (30t) 

G/W (25t, 24K) 

Stud : ”匸“
41.7 102

2.3 2차 차음 실험

1차 실험결과를 토대로 표 2처럼 2차시편을 설계/ 

제작하였다. 실험결과가 그림 3에 보이고 있다.

표 2 2차 시편의 구조

♦Resi1ient frame： I

중간재로서 Mineral Wool 60t(80K)를 사용한 Type

시편 
명

구조 면밀도 
{kg/nh

두께
(血)상/하판 중심 재

Type 

A

CRC 보드 (3.2t) 

F/M(20t) 

강판 (0.25t)

미네랄울(60t, 80K) 

Stud： ”匸"
41.7

101.

4

Type 

B

강판 (0.5t) 

F/M(20t) 

강판 (0.25t)

미네랄울(40t, 80K) 

Stud： ”匸“
40.7 81.0

Type 

C

CRC 보드 (3.2t) 

F/M(20t) 

강판 (0.25t)

미네랄울(40t, 80K) 

Stud： ”匸 u + 
♦Resi1ient Frame

38.5 86.4

A의 경우 차음 성능이 Dry Wall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Type B는 표면재중 CRC Board 대신 강판 0.5t 

를 사용한 시편이다. 측정 결과로부터 Type B는 500Hz 

아래에서는 Dry Wall과 동등한 수준의 차음성능이 나타 

내고 있으며 5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Dry Wall보다 

5-12dB 높은 차음성능을 갖는다. Type C는 Stud에 의해 

전달되는 소음 투과량을 줄이고 중심재의 강성을 줄이 

기 위해 탄성 Stud의 형상을 설치하여 제작하였다.측정 

결과 전 주파수 대역의 차음성능이 Dry Wall 대비 동등 

또는 향상되었다. 차음 성능 향상의 원인으로서 Type A 

는 중심재의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日는 표면재의 두께 

가 줄고 면밀도가 증가하였다. Type C는 Stud의 강성을 

감소시켜 차음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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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차 차음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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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차 차음 성능시험 결과.

3. 결언

복합 패널의 차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 

면재의 두께를 줄이고 무겁게 하고, 중심재의 두께를 

크게 하며, Stud의 강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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