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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roof systems has widely been used on rooftop of buildings by considering environmental 
benefits in aspects of bio-diversity, storm-water runoff as well as noise reduction. To predict noise 
reduction effect by green roof systems, it is necessary to measure in-situ acoustical properties of the 
components by devices enabling in-situ measurements. In this study, Micro-flown, which is the state 
of the arts device to measure in-situ normalized impedance and absorption coefficient has been used 
to measure acoustical properties of green roof materials according to different water saturation con-
dition in the materials.

1) 

1. 서  론

최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친환경 옥상녹

화재료가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도심 식종의 다양성 확보, 홍수피해 저감 

등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옥상녹화 설치에 따

른 도심 도로교통소음 저감효과와 관련된 실험 및 

해석모델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3).
해석모델을 이용한 옥상녹화의 소음저감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옥상녹화재료의 임피던스, 흡음

률 등의 음향 물성치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일

반적으로, 다공성재료의 음향 물성치 측정은 잔향실

법 흡음률 측정 및 관내법을 이용한 임피던스, 흡음

률 측정으로 진행되어진다. 그러나 현장 조건하에서 

음향 물성치 측정이 필요한 음향재료의 경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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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가능한 실험장비를 사용한 측정방법 적용되

어야 한다. 특히, 옥상녹화재료는 장기간 외부환경에 

노출된 다층구조(배수층, 투수층, 성토, 식물층 등)으
로 구성되어 있어, 관내법 실험을 적용하기 위한 샘

플채취가 어려운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

라 현장조건에서의 음향 물성치 측정이 필수적이다.
최근 네덜란드 Micro-Flown사에서 현장 흡음률 

측정이 가능한 Micro-Flown P/U 장치를 개발하여 

실험결과의 정확성 및 장비의 휴대성을 확보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Micro-Flown 장비를 이용하여 

옥상녹화재료의 함수율 변화 및 종류에 따른 임피던

스 및 흡음율을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2.1 옥상녹화재료 종류 및 물성치
본 연구에서는 Zinco사에서 개발한 Zinco-Substrate 

및 석회질로 구성된 토질 두 종의 옥상녹화재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Zinco의 두께는 5cm, 
10cm 두 종이며, 석회질의 경우 10cm로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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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o Limestone-based

Loose bulk 
density
(g/cm3)

1.02 1.43

Bulk density
at saturation

(g/cm3)
1.26 1.80

Increase in
bulk density

(%)
23.5 26.2

Air filled porosity
(%) 33.5 12.0

Water holding 
capacity

(%)
26.6 29.8

(a) Zinco substrate

(b) Limestone-based substrate

Figure 1 Zinco and limestone-based substrates used 
in the experiment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Zinco and  
limestone-based substrates

2.2 Micro-flown 실험조건
Micro-flown은 네덜란드의 H.E. de Bree(4) 등이 

개발한 것으로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는 두 개의 센

서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여 지향성 임피던스 

및 흡음률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Micro-flown을 이용한 옥상녹화재료 측정은 반무

향실 조건에서 옥상녹화재료 표면으로부터 약 2cm 
높이에서 다지점을 스캔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Figure 2 Appearance of the Micro-flown device

Figure 3 Measurement of acoustical properties of 
green roof materials using Micro-flown

3. 실험결과

3.1 임피던스 측정결과
3종의 옥상녹화재료에 대하여 두께 및 함수율 조

건에 따라서 Micro-flown을 이용하여 수직 임피던

스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그림4와 같다.
건조상태 조건에서의 측정결과, 옥상녹화재료의 

음향임피던스는 고주파수 대역에 피해 저주파수 대

역에서 높게 나와 저주파수 대역에서 상대적으로 흡

음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상태와 수분포

871



(a) dry condition

(b) saturated condition

Figure 4 Normalized impedance of three different 
types of green roof materials using Micro-flown

화상태조건을 비교해보면, 수분포화상태에서 저주파

수대역의 임피던스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양의 수분상태가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음향 

임피던스에 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3.2 흡음률 측정결과
위에 언급된 3종의 옥상녹화재료를 대상으로 함

수율 조건에 따라 수직입사 흡음률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그림5와 같다.

측정결과, 건조상태와 비교하여 수분포화상태에서 저

주파수 대역에서 흡음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두께 10cm의 경우 Zinco가 Limestone
에 비교하여 더 높은 흡음률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a) dry condition

(b) saturated condition

Figure 5 Normalized impedance of three different 
types of green roof materials using Micro-flow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종의 옥상녹화재료를 함수율 조

건에 따라서 Micro-flown 장비를 이용하여 수직입

사 임피던스 및 흡음률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추후 옥상녹화에 의한 소음저감효과를 예측하

기 위한 입력변수로 사용되어 활용할 계획이며, 관

내측정법 및 잔향실 측정법과 비교하여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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