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주거공간의 목적이 단순히 환경적 외부요인으로부터 인

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간을 쾌적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감성적 측면의 기술적 발전이 최근의 주거환경을 대

표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의 감성적 측면의 요구사항 중. ,

소음 진동으로부터의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건축음향적인,

측면의 만족을 주거공간에서 향유하고자 요구가 날로 증대

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장 잘 대변.

하는 공간이 홈시어터룸이 될 수 있는데 거주자의 요구사

항에 비추어 볼 때 실제적인 성능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홈시어터룸을 설계 시공 사용함에. , ,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각 건축요소의 차음성능일

수 있다 거주자 본인에게는 음향적 감성적으로 만족감을. ,

느낄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으나 인접한 세대의 경우 이러,

한 상황이 소음으로 발현되어 불쾌감을 유도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건축요소의 차.

음성능을 고려하여 홈시어터룸의 각 구성요소의 차음성능

요구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홈시어터룸에 사용되는. ,

저주파음을 담당하는 우퍼에 대한 진동영역을 통한 소음의

전달 검토도 필요하다 이는 홈시어터룸에서 음을 발생시킬.

경우 상부세대보다는 하부세대에서 우퍼의 진동으로 인해

소음 전달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각 건축요소별 차음성능에,

대해 에 의한 측정방법에 준하여 측정KS F 2809 : 2001

하고 로 평가하였으며 홈시어터룸의, KS F 2862 : 2002 ,

우퍼에 대한 진동 영향을 측정하여 차음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 실무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개요평가 개요평가 개요평가 개요2.2.2.2.

평가 대상은 대전 건축환경연구센터의 주거환경실험동에

서 진행되었으며 중간층의 홈시어터룸에서 음원을 발생시키,

고 상하부세대 및 각 건축요소별로 차음성능을 평가하였다.

홈시어터에서 음원이 발현될 때 소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경로인 상하세대간 세대내 방문을 통한 누음 창호를 통한, ,

누음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의 구성 및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Table. 1Table. 1Table. 1Table. 1 평가대상 및 항목

측정대상

가로 세로 높이× × 4.3×7.2×2.3

구조 형식 무량판 구조

상부세대 바닥구조

석고보드 경량철골천장틀9.5mm + 70mm

슬라브 바닥완충층+ 210mm + 110mm

원목마감+

하부세대 천장구조

원목마감 바닥완충층+ 110mm + 210mm

슬라브 경량철골천장틀+ 70mm +

석고보드9.5mm

방문 구조 단면 일반 구조내부 충진 없음50mm ( )

창호 구조
슬라이딩 창호 암5mm + 12A + 5mm +

막커튼

평가에 사용된 공간의 홈시어터룸의 크기는 내벽체 기준

으로 이며 상하부세대의 수음실(4.3 m × 7.2 m × 2.3 m)

침실의 크기는 내벽체 기준으로( ) (4.3 m × 3.8 m × 2.3

이다m) .

차음성능에 대한 평가는 홈시어터룸과 인접한 상부세대

및 하부세대 홈시어터룸의 주 출입구인 세대내 방문 및 외,

부로 통하는 발코니창과 암막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평가 음원별 조건에 대해서는 무지향성 스피커와 화이트

노이즈를 사용한 평가 및 홈시어터 스피커 중 진동을 유발

할 수 있는 우퍼를 사용한 실제 영화상영시 차음성능을 평

가하였다 실제 영화상영시 장르별 최대소음도가 발생하는.( 5

편에 대해 평균한 결과임)

또한 실제 홈시어터를 사용할 때 우퍼에 의한 진동전달,

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건축요소별 실제 영화상영시 진동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다 스피커의 방진 여부는 무지향성스.

피커의 경우 삼발이에 방진이 되어있지 않은 타입이며 홈,

시어터 스피커의 경우 방진처리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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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평가 결과평가 결과평가 결과3.3.3.3.

각 건축요소의 필요 차음량각 건축요소의 필요 차음량각 건축요소의 필요 차음량각 건축요소의 필요 차음량3.13.13.13.1

홈시어터룸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각 건축요소를 통한 소

음전달량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필요차음량의 경우.

배경소음 과의 차이를 까지 허용하는(27dB(A)) 3dB(A)

을 목표 소음도로 설정하였으며 순간적으로 들리30dB(A) ,

는 소음에 대응하기 위하여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Lpeak

이다.

구분

소음도 (dB(A))

Leq Lpeak
필요추가

차음량

홈시어터룸 내부 82.4 87.0 -

세대내 방문 65.1 72.5 42.5

창문 암막+ 62.2 67,5 37.5

창문 64.0 68.6 38.6

상부세대 32.1 37.1 7.1

하부세대 33.8 40.0 10.0

Table. 2Table. 2Table. 2Table. 2 실제상영소음이 각 건축요소를 통과한후 소음도

차음성능 평가 결과차음성능 평가 결과차음성능 평가 결과차음성능 평가 결과3.23.23.23.2

방법에 따라 상하세대의 차음성능을 평가하였을 때와KS

홈시어터 스피커를 이용하여 실제 영화상영시 차음성능을

평가하였을 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Fig.Fig.Fig.Fig. 1111 음원발생 스피커 및 음원별 차음성능

과 같이 상부세대로의 음의 전달보다는 하부세Table. 3

대로의 음의 전달이 기준으로 값 보정전 약 가Rw (C ) 3~5dB

량 더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홈시어터 스피커를 음원.

으로 사용할 때의 상하세대간 차음성능 차이가 무지향성 스

피커를 사용할 때 보다 감소한 것은 스피커의 방진여부에

따라 하부세대로 전달된 진동량이 상이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소음 전달 경로인 세대내 방문 창호 및. ,

암막의 차음성능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에서 보면 음원으로 사용된 스피커의 변화여부Table. 4

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에서의 결과는 상하부세대로 전달되는 음원의 진동Table. 3

량에 따라 차음성능이 상이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차음성능Rw(C)

상 하부세대 무지향성 스피커/ - 64(-2)/59(-6)

상 하부세대 홈시어터 스피커/ - 55(-1)/52(-2)

Table. 3Table. 3Table. 3Table. 3 음원발생 스피커 및 음원별 차음성능

구분 차음성능Rw(C)

세대내방문 무지향성 홈시어터 스피커- / 24(-1)/24(-1)

창문 암막 무지향성 홈시어터 스피커+ - / 24(0)/24(-1)

창문 무지향성 홈시어터 스피커- / 20(-1)/20(-1)

Table. 4Table. 4Table. 4Table. 4 음원발생 스피커 및 음원별 차음성능

진동 평가 결과진동 평가 결과진동 평가 결과진동 평가 결과3.33.33.33.3

는 각 건축요소에 따라 음원으로 사용된 우퍼의Table. 5

진동전달을 평가한 결과이다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

부세대로의 전달보다는 하부세대로의 전달이 유효하게 작용

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홈시어터룸의 방음을 위해

서는 바닥방진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가속도(mm/s
2
)

우퍼위 홈시어터룸 슬래브/ 37.7/21.7

상부세대 슬래브 벽체/ 1.21/1.53

하부세대 벽체 2.93

Table. 5Table. 5Table. 5Table. 5 각 건축요소별 진동전달량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거주자의 다변화된 요구가 공동주택 내부에 전용 홈시어

터 공간에 대한 욕구를 창출 하였으며 이로 인한 소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건축요소별 차음성능을 파악하고 소

음의 전달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크게 세가지 건축 요소인 상하세대간 세대,

내 방문 창호 및 암막에 대한 차음성능을 파악하였으며 각,

요소별 필요 차음성능을 알아보았다 상하세대간 차음성능에.

서는 음원으로 사용된 스피커의 진동 전달에 따라 하부세대

가 상부세대보다 차음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홈시어터룸의 설계시 바닥방진의 전달률을 계산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향후 각 건축 요소의 차음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소공간의 모드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음향설

계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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