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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부는 21C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문화산업을 육성 

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미디어 컨텐츠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컨텐츠제작 지원 시설인 방

송영상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등이 꾸준히 계획되어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택의 세대 간 경계 벽의 차음성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향스튜디오의 차

음벽체에 대한 국내연구는 많이 미흡하고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계획되어 국내 실정에 맞는 경제적이고 효

율적인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차음설계기준을 고찰하

고 최근에 준공된 스튜디오의 벽체를 중심으로 실간 

음압 레벨차와 수음실의 잔향시간을 측정하여 흡음력

보정에 의한 영향 값을 평가하고, 국내 공기전달음 평

가 방법 중 측로전달음을 고려한 겉보기음향감쇠계수

(R')로 비교분석하여 스튜디오의 설계 및 시공 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차음설계 개요

2.1 차음설계 기준
음향스튜디오의 차음벽체에 대한 국내연구는 많이 

미흡하고 스튜디오와 같은 고차음벽체의 차음성능은 

주로 외국 설계사례 와 차음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내 대규모 

방송국의 차음설계가 일본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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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Japan Boradcasting Corporation)에서 제시하

고 있는 실간 음압레벨 차의 예로 그림 1.과 그림 2.
와 같다.

그림 1. 라디오 스튜디오 공간의 500Hz에서 실간 
음압레벨차의 예(NHK)

그림 2. 재즈밴드 녹음 시  500Hz에서 실간 음압레벨 
차의 예(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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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점선으로 에워싼 것은 동일 블럭을 나

타 내며 동일 블록 내의 실간 음압레벨 차는 중심주

파수 500Hz에서 50 ~ 60 dB를 차음 설계기준으로 하

고 있으며, 스튜디오와 조정실간 음압레벨 차는 50dB, 
메인스튜디오와 부스튜디오 간의 음압레벨차는 60dB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블럭 간 음압레벨 차는 75 
~ 85dB로 차음 설계기준이 높으며, 스튜디오와 조정실 

간 음압레벨 차는 75dB, 스튜디오 간 음압레벨 차는 

85dB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음원의 발생 레벨이 큰 경우에는 블록 

간 음압레벨 차는 최대 90dB로 설계기준을 높게 규정

하고 있으며, *1, *2 와 같이 유리창이 있는 경우 25 ~ 
30dB로 설계기준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음벽체 설계 시 스튜디오의 용도와 음원

의 발생레벨의 크기를 고려하여 차음벽체를 설계해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2 각종 음원의 발생레벨
음원의 발생레벨의 크기를 고려하여 차음벽체의 설

계를 위해 각종음원의 발생레벨을 조사할 필요가 있

으며, 표 1.은 일본 건축 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

튜디오에서의 각종음원의 발생레벨의 예 이다.

       표 1. 각종음원의 발생레벨의 예   (단위: dB)

음원명
중심 주파수(Hz)

125 250 500 1k 2k 4k

TV Studio
94~
109

94~
109

91~
106

84~
99

85~
98

84~
94

부조정실
음악재생음

86~
93

79~
90

79~
91

71~
87

70~
84

69~
80

세트 제작 
및 해체

79~
93

82~
93

82~
92

76~
88

69~
87

68~
85

라디오
Studio

53 64 63 61 58 53 

Studio 
부조정실

67~
80

73~
82

78~
87

70~
81

70~
80

65~
64

방송국
(사무실)

66~
72 

72 
73~
76 

67~
74

64~
68 

57~
60 

음향중계실 75 68 65 60 60 50 

음원의 발생레벨은 max  값이며, 중심주파수별 음

원 발생레벨의 범위가 10dB 이상 편차가 있으므로  

차음 설계기준 설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측정 방법 및 개요 

3.1 측청 대상 시설 및 측정방법
측정대상 스튜디오는 최근에 건립된 방송영상스튜

디오, 음향스튜디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별로 주

요 차음구조를 선정하여 KS F 2809(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규격에 준하여 측정 및 평가 하

였다.

3.2 측정 대상 벽체
차음측정의 대상은 TV Studio(A,B), News Studio(C), 

Sound Mix Studio(D), Recording Studio(E ~ H)로 구분

되며, 스튜디오별로 주요시설의 차음벽과 방음문을 선

정하여 총 8군데에서 측정하였으며 재료의 구성 및 

벽체 두께는 표 2.과 같다.

표 2. 차음벽체의 구성        (단위: mm)

Studio  측정 차음벽체 재료의 구성
두께
(mm)

A
석고보드15t*3+RC200+공기층(400)+8”BLOCK

+석고보드15t*3
690

B RC200+공기층(100)+8”BLOCK(몰탈 15t 양면) 550

C
석고보드 15t*2+공기층(645)+RC200+석고보드 

15t*2(케이블덕트 미 시공 상태)
905

D RC200+공기층(80)+석고보드 15t*2+합판18t 328

E

차음석고보드15t*2+단열재 
50+차음석고보드15t*3+단열재 
50+차음석고보드15t*2+단열재 

50+차음석고보드15t*3

510

F
차음석고보드12.5t*2+단열재+조적 
200+단열재+ 차음석고보드12.5t*2

(방음시창 포함)
696

G 이중방음문(방음문100t+공기층400+방음문100t) 500

H 편개방음문(100t) 100

4. 측정결과 및 분석

4.1 잔향시간 측정 및 등가흡음력 산출
잔향시간을 ISO 3382에서 규정하는 임펄스 응답 적

분법(integrated impulse response method)에 의해서, 옥타

브 밴드로 측정하였으며, 다음식에 의해 수음실의 등

가흡음력을 산출하였으며, 각 주파수별 잔향시간과 등

가흡음력은 표 3.과 같다.

A = 


 

여기에서 A：등가 흡음력()
V：수음실의 용적()
T：수음실의 잔향 시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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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잔향시간 및 흡음력

Studio
중심 주파수(Hz) 용적

()125 250 500 1k 2k 4k

A
잔향시간(s) 1.24 1.06 0.98 1.30 1.19 1.04 

8,200
흡음력( ) 1058 1238 1339 1009 1103 1262 

B
잔향시간(s) 1.52 1.15 0.99 1.34 1.24 1.07 

12,400
흡음력( ) 1305 1725 2004 1481 1600 1854

C
잔향시간(s) 0.57 0.32 0.25 0.28 0.28 0.28 

350
흡음력( ) 98 175 224 200 200 200

D
잔향시간(s) 0.58 0.33 0.25 0.25 0.27 0.27 

200
흡음력( ) 55 97 128 128 119 119

E
잔향시간(s) 0.34 0.23 0.29 0.28 0.39 0.27 

23
흡음력( ) 11 16 13 13 9 14 

F
잔향시간(s) 0.27 0.25 0.24 0.23 0.25 0.26 

82
흡음력( ) 50 53 55 58 53 50 

G
잔향시간(s) 0.25 0.26 0.19 0.20 0.20 0.17 

200
흡음력( ) 127 126 171 164 164 194 

H
잔향시간(s) 0.40 0.33 0.31 0.27 0.27 0.27 

134
흡음력( ) 53 65 68 80 79 80 

A, B Studio는 TV Studio로 영상촬영 시 배경효과를 

위한 얇은 합판으로 구성된 호리전트 벽체의 판진동 

흡음에 의해 250 Hz와 500 Hz에서 잔향시간이 상대적

으로 낮은 특성이 있으며, C Studio 는 News Studio 이
고, D Studio는 Sound Mix Studio 로 125Hz에서 조금 

높은 특성이 있다. 그리고 E~H Studio는 Recording 
Studio로 전주파수 대역에서 고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주파수 및 용적별 잔향시간 비교

4.2  겉보기 음향 감쇠 계수의 산출 및 분석
일반적으로 수음실에 투과하는 음향 에너지는 측정 

대상의 벽 또는 바닥을 직접 투과하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측로 전달에 의한 에너지도 포함된다. KS F 
2809(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규격에서 

측로전달음을 고려한 실간 음압 레벨차(dB)를 겉보기 

음향 감쇠 계수(R′)라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 식에 의

해 겉보기 음향 감쇠 계수를 산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4.와 같다.

R′ = D+10 log


                          ( 1 )

여기에서 D：실간 음압 레벨차(dB)
S：측정 대상의 벽 또는 바닥 면적()
A：수음실의 등가 흡음력()

표 4. 겉보기음향감쇠계수(R′)    (단위: dB) 

Studio
겉보기음향감쇠계수(R') S

()
R'w

125 250 500 1k 2k 4k

A 58.1 72.4 80.0 79.3 79.9 79.3 340 78

B 60.3 60.2 58.2 62.2 72.1 74.2 340 63

C 37.9 46.4 59.3 66.8 71.8 75.8 60 58

D 56.4 64.9 74.7 75.7 81.0 81.0 30 75

E 46.5 50.7 54.3 60.9 68.3 74.8 8 59

F 26.7 46.3 45.6 43.3 54.2 55.9 12 46

G 42.5 47.8 49.2 47.3 50.2 53.9 4 49

H 32.0 34.0 36.2 31.4 33.5 36.9 14 33

그림 4. 차음벽체 면적과 흡음력 비교

식 (1)에서 측로전달음의 영향 값은 두 번째 항인 

차음벽체의 면적() 과 수음실의 등가 흡음력()의 

비를 대수 처리하여 10을 곱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그림 4.에서 측로전달음의 주요 영향 인자는 차음

벽체의 면적에 비해 수음실의 흡음력()이 큰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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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음실의 흡음력 영향 평가
실간 음압 레벨차(D)와 겉보기음향감쇠계수(R')를 

비교 분석하여 수음실의 흡음력에 따른 차음 보정량

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그림 5.와 같다.

표 5. 흡음력에 따른 차음 보정 값      (단위: dB)  

Studio
중심 주파수(Hz)

125 250 500 1k 2k 4k

A

D 63.0 78.0 86.0 84.0 85.0 85.0

R' 58.1 72.4 80.0 79.3 79.9 79.3

10log(S/A) 4.9 5.6 6.0 4.7 5.1 5.7 

B

D 66.1 67.3 65.9 68.6 78.8 81.6

R' 60.3 60.2 58.2 62.2 72.1 74.2

10log(S/A) 5.8 7.1 7.7 6.4 6.7 7.4

C

D 40.0 51.0 65.0 72.0 77.0 81.0

R' 37.9 46.4 59.3 66.8 71.8 75.8

10log(S/A) 2.1 4.6 5.7 5.2 5.2 5.2

D

D 59.0 70.0 81.0 82.0 87.0 87.0

R' 56.4 64.9 74.7 75.7 81.0 81.0 

10log(S/A) 2.6 5.1 6.3 6.3 6.0 6.0

E

D 52.0 57.9 60.4 67.2 73.2 81.2

R' 46.5 50.7 54.3 60.9 68.3 74.8

10log(S/A) 5.5 7.2 6.2 6.3 4.9 6.5

F

D 33.0 52.9 52.4 50.3 60.8 62.2

R' 26.7 46.3 45.6 43.3 54.2 55.9 

10log(S/A) 6.3 6.6 6.8 7.0 6.6 6.3

G

D 49.3 54.5 57.2 55.2 58.1 62.6

R' 42.5 47.8 49.2 47.3 50.2 53.9 

10log(S/A) 6.8 6.7 8.1 7.9 7.9 8.6

H

D 37.9 40.8 43.2 39.1 41.1 44.6 

R' 32.0 34.0 36.2 31.4 33.5 36.9 

10log(S/A) 5.9 6.8 7.0 7.7 7.6 7.7

(a) Studio A (b) Studio B

(c) Studio C (d) Studio D

(e) Studio E (f) Studio F

(g) Studio G (h) Studio H

그림 5. 흡음력 보정에 따른 차음량 비교

수음실의 흡음력에 따른 차음 보정량을 평가한 결

과 주파수 대역별 보정량의 편차가 적으며, 주파수 대

역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보

정 값이 산출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측로전달

의 영향 평가 시 주파수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현

장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4.4  스튜디오 차음설계 기준과 비교 평가
일본 NHK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간 음압레벨 차의 

설계기준과 현장 측정한 차음벽체의 실간 음압레벨차

(D)와 측로전달음을 고려한 겉보기음향감쇠계수(R')를 

비교 하고, 또한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단일 수치 평

가량인 가중겉보기음향감쇠계수(R'w)로 차음벽체의 성

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 6.과 같다.

표 6. 차음벽체의 차음성능 평가   (단위: dB) 

Studio
중심 주파수 500(Hz)에서 차음량

R'w설계기준
(NHK)

D 값 R' 값

A 85 86.0 80.0 78

B 60 65.9 58.2 63

C 60 65.0 59.3 58

D 85 81.0 74.7 75

E 60 60.4 54.3 59

F 50 52.4 45.6 46

G 60 57.2 49.2 49

H 40 40.8 36.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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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차음벽체의 차음성능 비교

실간 음압 레벨차(D)는 대부분 설계기준에 부합하

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흡음력을 보정한 겉보기

음향감쇠계수(R')로 비교하면 6~8dB 정도 낮게 평가되

며, 또한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단일 수치 평가량인 

가중겉보기음향감쇠계수(R'w)와 비교하면 주파수별 차

음 특성에 따라 R'값 보다 5dB 정도 높은 벽체(B,E)와 

-3dB 정도 낮은 벽체(H)등 차음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에 준공된 스튜디오의 차음벽체의 

차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8가지 종류의 벽체를 대상

으로 실간 음압레벨차(D)와 수음실의 잔향시간을 측정

하여, 겉보기음향감쇠계수(R')와 비교 평가 하였으며, 
일본 NHK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차음성능을 평가 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스튜디오 음원의 발생레벨은 중심주파수별 음원 

발생레벨의 범위가 10dB 이상 편차가 있으므로  차음 

설계기준 설정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2. KS F 2809(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

법)규격의 겉보기 음향 감쇠 계수(R′) 산출 방법 중 측

로전달음의 주요 영향 인자는 평가 대상인 차음벽체

의 면적에 비해 수음실의 흡음력()인 것으로 평가

된다.

3.수음실의 흡음력에 따른 차음 보정량을 평가한 결

과 주파수 대역별 보정량의 편차가 적으며, 주파수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보정 값

이 산출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측로전달의 영

향 평가 시 주파수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현장 측

정 및 평가 방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4.일본 NHK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기준과 비교한 

결과, 실간 음압 레벨차(D)는 대부분 설계기준에 부합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흡음력을 보정한 겉보

기음향감쇠계수(R')로 비교하면 6~8dB 정도 낮게 평가

되며, 또한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단일 수치 평가량인 

가중겉보기음향감쇠계수(R'w)와 비교하면 주파수별 차

음 특성에 따라 R'값 보다 -3dB ~ +5dB 정도의 차음

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현장실험의 결과이므로 결과 값에 미치

는 영향 인자는 현장 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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