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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에 의한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잔향실에서의 흡음률 

측정과 바닥충격음 성능평가 시험동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흡음률 측정은 흡음 석고보드,

흡음석고보드+글라스울, 흡음 석고보드 이중 천장재(흡음 석고보드+글라스울+흡음 석고보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측정결과, 흡음 석고보드의 경우 200 Hz과 630 Hz 대역에서 약 0.1~0.5의 흡음률을 나타냈으며, 글라스울을 추가

하였을 때 전체 측정 주파수대역(50 Hz ~ 630 Hz)에서 흡음률이 상승하였다. 흡음 석고보드를 추가 설치하였을 때 

250 Hz 대역까지 흡음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315 Hz 이상 대역에서는 흡음률이 감소하였다. 상기 3개의 흡음석고

보드 및 일반 석고보드 천장재와 맨슬래브(천장 무)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실험동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 흡음석고보드+글래스울과 흡음석고 보드 이중 천장재의 일반 석고보드 대비 중량충격음의 

저감량은 단일평가지수 기준으로 3 dB ~ 4 dB인 것으로 나타났다. 맨슬래브 대비 중량충격음의 저감은 주로 125 Hz ~ 

500 Hz 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250 Hz 대역에서 최대의 저감량을 나타냈다.

핵심용어: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 중량충격음, 흡음률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absorbent gypsum board in the ceiling on low-frequency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 through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and floor impact sound measurement.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were measured with sound absorbent gypsum board, glass wool on gypsum board, 

and a double panel absorbent gypsum board (absorbent gypsum board + glass wool + absorbent gypsum board). 

Result showed that the absorbent gypsum board had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of 0.1 ~ 0.7 from 200 and 630 

Hz octave band.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was increased in all frequency range by adding glass wool. 

Additional absorbent gypsum board increased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up to 250 Hz octave band, but 

decreased over 250 Hz.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s were measured in test building for three materials above, 

gypsum board, and bare slab. Result showed that glass wool on gypsum board and a double panel absorbent 

gypsum board reduced by 3 dB ~ 4 dB (single number quantity)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 Comparing with 

bare slab condition, floor impact sound reduction was mainly found from 125 Hz to 500 Hz octave band, and the 

maximum reduction was shown in the 250 Hz octav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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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하기 위한 차음기술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

으나 건물의 노후화 및 차음 기술의 한계로 인해 층

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층간소음 중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바닥

충격음은 구조, 재료, 천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바닥충격음의 영향요소 중 천장

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과 배선, 냉방

기의 설치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설치되어 있는

데, 일반적으로 천장설치에 따라 저주파 대역에서 

중량충격음이 증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바

닥충격음 크기에 영향을 주는 천장의 구성요소로는 

달대와 표면재의 면밀도, 천장내부의 구성요소(흡

음재)가 있으며, 천장재의 의한 수음실의 음장변화 

또한 바닥충격음과 관련이 있다. 슬래브의 진동이 

천장구조로 전달되지 않는 무달대 천장 구조 실험의 

경우, 100 Hz 이상에서 바닥충격음 차단효과가 있었

지만 100 Hz 미만에서는 차단효과가 발생되지 않았

다.[3] 표면재의 면밀도에 관한 연구로 천장에 석고보

드 증가(2겹)하였을때 중량충격음의 개선이 미비 하

였고,[1] 공기층 증가 시 증폭 주파수가 125 Hz에서 63 

Hz로 이동 하였다.[2] 또한 천장의 공기층 제어를 위

해 흡음재를 천장에 설치하였을 경우 일반 천장 대

비 중량충격음 저감에 효과가 있었으며,[1,4-6] 타공형 

천장부재[4] 및 공명기형 흡음재[7]의 중량충격음 차

단성능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반 천장 대비 단

일평가지수 기준 2 dB ~ 4 dB 저감 효과가 나타났으

나, 맨슬래브 대비 63 Hz 대역에서 증폭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수음실의 잔향시간에 변화에 따른 

중량 충격음에 관한 연구[9]는 있었지만 천장 조건에 

따른 수음실의 음장 변화로 인한 바닥충격음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서 천장과 슬래브 사이 공기층의 제어

를 위해 글라스울 등 흡음재를 사용하였으나,[1,4,5,6] 

이는 시공이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천장재 자체가 흡음성능을 

갖고 시공성이 우수한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를 제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장 공기층 제어의 일환으

로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 설치에 의한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를 잔향실에서의 흡음률 측정과 바닥충격

음 성능평가 시험동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 통

해 조사하였다.

II.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천장 마감재로 사용하

고 있는 석고보드의 흡음률은 NRC (Noise Reduction 

Coefficients) 기준으로 0.06에 해당되어 흡음률이 낮

은 재료이다. 한편,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는 흡음형 

재질로 되어있어 일반석고 보드 대비 높은 흡음력을 

가지고 있다. Fig. 1과 같은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두

께: 15 mm, 면밀도: 약 10 kg/m2)는 크기는 600 mm2 × 

600 mm2로 구성된 흡음 석고보드이다. 흡음 석고보

드 이중천장재는 판진동과 공명기형 흡음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결과[5]를 바탕으로 직경 50 mm의 구멍이 있는 

상판과 하판을 흡음 석고보드로 사용 하였고, 상판과 

하판 사이에 글라스울(24 K, 25 mm)을 채워 넣었으며 

사이드 부분에 30 mm × 30 mm 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

여 이중 판구조로 제작하였다.

Fig. 1. Sound absorbent gypsum board.

Fig. 2. Schematic diagram of perforated absorbent 

gypsum board using two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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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흡음률 실험

3.1 방법

흡음률 실험은 Fig. 3과 같이 KS F 2805:2014(잔향

실법 흡음 성능 측정방법)[9]에 따라 잔향실(용적: 

209 m3)에서 실시하였으며, 시험편의 면적은 10.8 m2 

(3.0 m2 × 3.6 m2)이었다. 총 6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

하였으며, 마이크로폰 간 1.5 m 간격을 두었고 음원

으로부터 2 m, 잔향실 시험편의 표면과 1 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음원의 경우 서로 다른 위치에

서 2 개의 무지향 스피커를 사용하여 잔향시간을 측정 

하였다.

실험은 Table 1과 같이 4단계의 실험으로 진행되

었다. 실험체는 600 mm × 600 mm 흡음천장재를 (5 

ea×6 ea) 배열하여 설치하였다. Type A는 일반 석고

보드의 흡음률을 측정 하였고, Type B는 흡음 석고보

드 단판이며 천장 공기층 내부에 흡음률 측정 결과

를 알기위해 배면으로 측정 하였다. Type C는 흡음 

석고보드 위 글라스울을 설치하였으며, Type D-1은 

Fig. 2과 같이 타공 상판을 이용한 흡음 석고보드 이

중판구조로 하였다. Type D-2의 경우 Type D-1를 뒤

집은 시료이며, 상판에는 구멍이 없고 하판에 구멍

이 있는 구조로 상판의 타공유무에 따른 성능을 비

교하고자 하였다. Type E의 경우 바닥충격음 실험 비

교를 위한 맨슬래브이기 때문에 흡음률 측정을 하지 

않았다.

3.2 결과 및 토의

Fig. 4는 흡음 석고보드 4종류 시료의 흡음률을 나

타내고 있다. 흡음률의 주파수 대역은 중량충격음의 

평가대상인 50 Hz ~ 630 Hz를 대상으로 하였다. 흡음

률 실험결과 Type A(일반석고보드)의 흡음률은 50 

Hz ~ 200 Hz 대역에서 0 에 근접하고 200 Hz ~ 630 Hz 

대역에서 0에서 0.1까지 증가한다. Type B(흡음 석고

보드 단판)의 흡음률은 50 Hz ~ 160 Hz 대역에서 흡음

률이 0에 근접하다가 200 Hz ~ 630 Hz대역에서 흡음

률이 0.1에서 0.5까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흡음 

석고보드 단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석

고보드(NRC 0.05)에 비해 높은 흡음률을 나타냈는

데 이는 흡음석고보드의 재료가 흡음형 구조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실험 결과 

정면과 배면의 흡음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ype C(흡음 석고보드+글라스울)는 50 Hz 

~ 63 Hz까지 흡음률이 0에 가깝다가 80 Hz ~ 630 Hz대

역에서는 0.1에서 1까지 흡음률이 증가하는 특성을 

Fig. 3. Absorption coefficient measurement of absorbent 

gypsum board.

Table 1. Test specimen of absorbent gypsum board 

for absorption coefficient measurement.

Type Experimental condition

A Gypsum board (12.5 mm) 

B Absorbent gypsum board (15 mm) 

C
Absorbent gypsum board (15 mm)+Glass wool (24 K, 

25 mm)

D-1
Absorbent gypsum board (15 mm)+ Glass wool (24 K, 

25 mm)+Perforated  absorbent gypsum board (15 mm) 

D-2
Perforated  absorbent gypsum board (15 mm)+ Glass 

wool (24 K, 25 mm)+Absorbent gypsum board (15 mm)

E None

Fig. 4. Absorption coefficient of absorbent gypsum 

board  with respect to experimental condition; GB 

(Gypsum Board), AGB (Absorbent Gypsum Board), 

PAGB (Perforated Absorbent Gypsum Board), GW 

(Glass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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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흡음 석고보드와 글라스울은 

같은 흡음형 구조의 흡음재이기 때문에 두 시료가 

같은 거동을 보이고 시료의 전체 두께 또한 증가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ype D-1(흡음 석고보드 이중

천장재)의 경우 Type C(흡음 석고보드+글라스울)와 

비교하였을 때 흡음률이 63 Hz ~ 250 Hz 대역에서 약 

0.1 ~ 0.4 정도 높았지만 315 Hz ~ 630 Hz 대역에서는 

낮은 흡음률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 석고보드와 면

밀도가 유사한 흡음석고보드를 각재로 고정하였는

데 이에 따른 판진동의 효과로 인해 63 Hz ~ 250 Hz대

역에서 흡음률이 증가 했고, 표면이 노출된 흡음석

고보드의 영향으로 315 Hz 이상의 주파주 대역에서 

판진동의 특성을 보이지 않고 흡음률이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된다. Type D-2(흡음 석고보드 이중천장재, 

상판 타공 없음)는 타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ype D-1(흡음 석고보드 이중천장재)과 흡음률 차이

가 크지 않았다. 이는 흡음 석고보드 판이 기존 타공 

석고보드 판과 달리 흡음형 구조로된 재료이기 때문

에 타공 유무에 따른 흡음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IV. 바닥충격음 실험

4.1 실험방법

바닥충격음 측정은 바닥충격음 실험동에서 측정 

하였으며 해당 실험실은 면적 4.5 m2 × 5.1 m2과 층고 

2.5 m의 내력벽 구조(RC구조, 마감없음)이며 슬래브 

두께 는 180 mm이었다. 실험 대상은 Table 1와 같이 

일반천장(석고보드 12.5 mm, 면밀도 7 kg/m2 ~ 9 kg/m2), 

흡음석고보드, 흡음석고보드+글라스울, 흡음 석고

보드천장재, 맨슬래브(천장 무, 완충재 없는 비바닥 

마감)의 5가지 조건에서 중량충격음을 측정하였다. 

천장 밑면과 바닥슬래브 사이의 거리를 120 mm가 

되도록 통일하였다.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는 T바 시

스템을 사용하여 Figs. 5와 6과 같이 시료를 T바에 올

려놓는 방식으로 시공이 비교적 간편한 방식이다. 

일반천장의 경우 흡음 석고보드 천장과의 비교를 위

해 T바 시스템에 일반 석고보드를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험은 KS F 2810-210]

에 따라 충격원은 표준 중량 충격원 특성 1을 갖는 뱅

머신과 충격원 특성2를 갖는 고무공을 사용하였고 

측정점은 중앙점을 포함하여 가진점과 수음점 모두 

5지점으로 하였다.

4.2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4.2.1 바닥충격음 레벨

Fig. 7의 (A)는 뱅머신을 충격원으로 사용한 바닥

충격음 측정결과를 1/1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에 

따른 충격음 레벨(Li,Fmax)과 단일 수치 평가량(Li,Fmax,Aw)

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Type A(일반 석고보드)의 

경우 63 Hz ~ 500 Hz 전 주파수 대역에서 48 dB ~ 74 dB

의 레벨을 보였고 단일 수치 평가량은 51 dB인 것으

로 나타났다. Type B(흡음석고보드 단판)의 경우 전 

대역에서 43 dB ~ 74 dB로 나타났고, 단일 수치 평가

량은 50 dB로 Type A(일반석고보드) 대비 1 dB가 저

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Type C(흡음 석고보드+글라

스울)의 경우 전 대역의 음압레벨이 44 dB ~ 73 dB인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수치 평가량은 48 dB로 Type 

A(일반석고보드) 대비 3 dB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

다. Type D-1(흡음 석고보드 이중천장재)의 경우, 전 

대역에서 43 dB ~ 73 dB로 나타났고 단일 수치 평가

량은 48 dB로 Type C(흡음 석고보드+글라스울)와 동

일한 레벨을 나타내어 Type A(일반석고보드) 대비 3 

Fig. 5. Schematic diagram of absorbent gypsum board 

ceiling.

Fig. 6. Installation of the suspended ceiling with double 

panel absorbent gypsum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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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Type E는 맨슬래브의 

결과를 나타내며, 전 대역에서 50 dB ~ 72 dB의 음압

레벨을 나타냈고 단일수치 평가량은 52 dB로 측정 

대상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Fig. 7(B)는 고무공을 충격원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뱅머신 충격음과 

달리 모든 시료 및 맨슬래브에서 125 Hz 대역의 음압

레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ype A(일반석고보

드)의 경우 63 Hz ~ 500 Hz 전체 주파수대역에서 51 

dB ~ 67 dB이고 단일수치평가량은 53 dB인 것으로 

나타났다. Type B(흡음석고보드 단판)의 경우 는 전 

대역에서의 음압레벨은 47 dB ~ 68 dB이고 단일 수치 

평가량은 52 dB으로 Type A(일반석고보드)에 비해 1 

dB 저감되었다. Type C(흡음 석고보드+글라스울)는 

전 대역 47  dB ~ 66 dB의 음압레벨분포를 나타냈고 

단일 수치 평가량이 49 dB로 Type A(일반석고보드) 

에 대비 4 dB 저감되었다. Type D-1(흡음 석고보드 이

중천장재)는 전 대역에서 47 dB ~ 68 dB의 음압레벨

을 보였고 단일 수치 평가량이 50 dB로 Type A(일반

석고보드)에 대비 3 dB 저감 되었으나 Type C(흡음 

석고보드+글라스울)에 비해 1 dB 증가하였다. Type 

E(맨슬래브) 는 125 Hz 대역에서 가장 높은 음압레벨

을 보였고, 천장 시료 대비 63 Hz 대역은 낮은 음압레

벨을, 250 Hz ~ 500 Hz 대역에서는 높은 음압레벨을 

나타냈으며, 단일 수치 평가량은 56 dB로 측정 대상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4.2.2 맨슬래브 대비 저감량

Fig. 8(a)는 뱅머신을 충격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Type E(맨슬래브) 대비 저감랑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우선, 모든 시료 공통적으로 63 Hz 대역에서 충격

음이 증폭했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그 증폭의 양은 

시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든 시료의 경우 250 Hz ~ 500 Hz 대역에서 충격음이 

저감되고 대부분 250 Hz 대역에서 저감량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시료별로 살려보면, 우선 Type 

A(일반 석고보드)의 경우 125 Hz 대역에서도 증폭현

상이 발생하였으며 250 Hz ~ 500 Hz 대역에서 2 dB ~ 5 

dB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B(흡음 석고보

드 단판)의 경우는 125 Hz 대역에서 거의 저감되지 

않았으나 250 Hz ~ 500 Hz 대역에서는 약 6 dB이 저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Type C(흡음 석고보드+글라스

울)의 경우 125 Hz ~ 500 Hz 대역에서 3 dB ~ 9 dB의 충

격음이 저감되어, 측정대상 중 가장 큰 저감량을 보

여주었다. Type D-1 (흡음 석고보드 이중천장재)는 

125 Hz ~ 500 Hz 대역에서 2 dB ~ 8 dB 저감되었고 250 

Hz ~ 500 Hz 대역의 저감량은 Type C (흡음 석고보드

+글라스울)와 거의 동일하였다. 흡음 석고보드를 사

용한 모든 시료(B, C, D)는 500 Hz에서 6 dB ~ 7 dB로 

유사한 저감량을 보였다.

Fig. 8(B)는 고무공을 충격원으로 사용 하였을 때 

맨슬래브 대비 저감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주파수 

대역별 맨슬래브 대비 저감량은 뱅머신의 결과와 거

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공 충격음 또한 모

Fig. 7.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Fmax) with 

respect to frequency by bang machine and rubber 

ball for absorbent gypsum board ceiling; Number in 

black box indicates single number quantity (Li,Fmax,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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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료 공통적으로 63 Hz 대역에서 충격음이 증폭

했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그 증폭량은 뱅머신의 경

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시료의 경우 

250 Hz ~ 500 Hz 대역에서 충격음이 저감되고 대부분 

250 Hz 대역의 저감량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Type A (일반 석고보드)의 경우 125 Hz 대역에서도 

미미한 증폭현상이 발생하였으며 250 Hz ~ 500 Hz 대

역에서 4 dB ~ 6 dB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B(흡음석고보드 단판)의 경우는 125 Hz 대역에서 저

감량이 1 dB로 미미하였으나 250 Hz ~ 500 Hz 대역에

서는 7 dB ~ 8 dB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Type C(흡

음 석고보드+글라스울)의 경우 125 Hz ~ 500 Hz 대역

에서 4 dB ~ 10 dB의 충격음이 저감되어, 측정대상 중 

가장 큰 저감량을 보여주었다. Type D-1(흡음 석고보

드 이중천장재)는 125 Hz ~ 500 Hz 대역에서 3 dB ~ 9 

dB 저감 되었고 250 Hz ~ 500 Hz 대역의 저감량은 

Type C(흡음 석고보드+글라스울)와 거의 동일하였

다. 뱅머신 충격음과 동일하게 흡음 석고보드를 사

용한 모든 시료(B, C, D)는 500 Hz에서 7 dB ~ 8 dB로 

유사한 저감량을 보였다.

V. 토  의

5.1 흡음 석고보드 천장에 의한 바닥충격음 저감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의 중량충격음의 저감효과

를 조사한 결과, 일반 천장 대비 단일수치평가량 기

준으로 1 dB ~ 4 dB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 흡음 석고보드 상부에 

글라스울과 추가 흡음석고 보드 설치에 따라 바닥충

격음 성능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향후 천장재, 천장 

상부 공기층에서의 다양한 흡음재의 구성, 두께 및 

배치에 대한 바닥충격음 저감 효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바닥충격음 실험결과 기존

연구[1-4]와 마찬 가지로 맨슬래브 대비 63 Hz 대역에

서의 증폭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활용한 뜬바닥구조와 본 연구의 맨슬래브 조건을 대

상으로 천장에 의한 63 Hz 대역에서의 증폭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바닥충격음 저감 원인: 천장 상부 공기층과 

수음실 음장의 제어

본 연구에서 흡음 석고보드의 설치에 따라 바닥충

격음 레벨이 저감되었는데, 이는 천장 상부 공기층

과 수음실의 음장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4]에서는 천장 공기층 내부에 미네랄울 50 

mm를 설치하였을 때 일반 천장 대비 중량충격음이 

63 Hz ~ 500 Hz 대역에서 1.4 dB ~ 5.4 dB 저감하였다. 

또한 목재틀 천장(공기층 40mm)에서 흡음재를 25 

mm 와 40 mm로 차이를 두어 비교 한 결과 흡음재 25 

mm의 경우 63 Hz ~ 125 Hz대역에서 4.5 dB ~ 6.1 dB 저

감하였고, 흡음재 40 mm 사용한 경우 63 Hz ~ 500 Hz 

Fig. 8. Improvement in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Fmax) by installing absorbent gypsum board 

ceiling with respect to frequency on bare slab for 

bang machine and rubb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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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에서 0.4 dB ~ 5.9 dB 저감하였다.[5]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의 중량충격

음 레벨의 저감은 흡음 석고보드와 글래스울과 같은 

흡음재료가 천장 공기층에서 소음을 제어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흡음재가 천장공기층 내부

뿐만 아니라 수음실 음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5.3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흡음형 천장구조의 

흡음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두 재료(Type C & D-1)의 흡음률 실험

결과와 바닥충격음 실험결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음 석고보드 Type D-1(흡음 석고보드 이

중천장재)의 흡음률은 63 Hz ~ 250 Hz 대역에서 0.1 ~ 

0.6으로 Type C(흡음석고보드+글래스울)보다 높았

지만 바닥충격음 실험에서는 오히려 Type D-1(흡음 

석고보드 이중천장재)의 저감량이 Type C (흡음석고

보드+글래스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흡음형 천장재의 흡음성능 평가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는 흡음형 천장재를 잔향실 바닥에 설치하여 공

기층에 대한 영향이 배제된 상황에서 평가가 되었

다. 이는 바닥충격음 저감 원인이 천장 상부 공기층

에서의 소음 제어에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것으

로, 수음실에서의 음장 제어 효과의 평가에는 어려

운 방법이다. 따라서 향후 천장 상부 공기층을 반영

한 흡음형 천장구조의 흡음성능 평가가 필요하며, 

그 흡음성능과 수음실에서의 바닥충격음 및 잔향시

간의 비교를 통해 수음실의 음장 제어 효과를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흡음률 실험과 바닥충격음 실험을 

통하여 흡음 석고보드 천장재의 중량바닥충격음 저

감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흡음석고보드+글

래스울과 흡음석고 보드 이중천장재는 일반석고보

드 대비 중량충격음을 단일수치평가량 기준으로 3  

dB ~ 4 dB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음 석고보

드 단판의 경우도 1 dB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가 나

타났다. 맨슬래브 대비 중량충격음의 저감은 주로 

125 Hz ~ 500 Hz 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250 Hz 대역

에서 최대의 저감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

존 연구와 비교 하였을 때[1,4-6] 천장재와 슬래브 사이

의 공기층 제어를 통해 중량바닥충격음을 효과적으

로 저감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맨슬래

브 대비 63 Hz 대역에서 일반천장과 동일하게 증폭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대역에서의 

음의 증폭현상의 원인 규명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들의 잔향실에서의 

흡음률 실험결과와 바닥충격음 실험결과가 다소 상

이하게 나타났는데, 흡음형 천장재의 천장 상부 공

기층 및 수음실 음장제어 효과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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