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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의 전통 주거 양식인 한옥은 환경성, 문

화성, 전통성, 심리적 안정감 등의 정서적 장점을 바

탕으로 보급형 주거로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움직

임이 있다. 그러나, 전통한옥은 현대적인 주거생활에 

적용하기에 가격과 성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전통 시공법의 한계로 인해 한옥 부재의 성능

분야에서 현대 주택 수준의 차음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대 주거건축

이 고기밀 창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

급형으로 개발 중인 한옥 창호의 차음성능 향상 연

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통 한옥과 현재 보급형 한

옥 개발을 위해 구축한 목업 한옥 창호의 차음특성

을 분석하여 향후 창호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측정 방법 및 내용

측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창호를 중심으로 실간 구조를 이루는 대청

과 안방 사이 창호의 차음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KS F 2809(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

을 적용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대상 가옥은 대

청이 있는 전통가옥으로 위성룡 가옥, 현대화 한옥

으로 지어진 담양의 청죽헌, 전통한옥을 재현한 목

업 전통한옥을 선택하였다. 주요 분석은 불발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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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운데 교창(채광창)이나 완자창을 짜 넣고 창호

지를 붙여서 채광이 되게 바르는 문) 여부와 문 개

폐 방식(여닫이와 미닫이)에 따른 차이로서 실간 음

압 레벨차(level difference) D로 분석하였다. 

둘째, 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내외부간 차음 성능

을 분석하기 위해 KS F 2235(외벽 및 외벽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방법) 규격의 전체

법(스피커 음원)을 적용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대상 

가옥은 전통한옥인 서당의 방, 전통한옥을 재현한 

목업 전통한옥의 방과 대청, 유닛모델로 제작된 한

옥의 방과 외부 사이의 창호에 대한 내외부간 차음 

성능차이로 주요 분석은 음압 레벨차(D2m)로 주파수 

대역별로 분석하였다. 

3. 측정 결과 분석

실간 레벨차 분석 결과, 여닫이 형태의 문 중에서 

불발기가 없는 문이 불발기가 있는 문에 비해 전주

파수 대역에서 레벨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

발기가 없는 경우 여닫이가 미닫이보다 높은 차음성

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Figure 1 Level difference(D) between Daechung 
and main-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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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은 전통 한옥 구조를 재현한 목업 한옥

의 방에 설치된 이중창 구조(덧창(외창, 여닫이창)과 

갑창(내창, 미닫이창))의 내외부간 음압 레벨차를 주

파수 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닫이창과 미닫이창

을 모두 닫은 구조는 여닫이창만 닫았을 때와 미닫

이창만 닫았을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음압 

레벨차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외창인 여닫이창만 

닫았을 경우가 내창인 미닫이창만 닫았을 경우보다 

높은 음압 레벨차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목재로 제

작되는 한식 창의 경우 목재의 수축에 의해 변형이 

발생될 때 틈이 발생하므로 전통방식의 미닫이창으

로는 충분한 차음성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Figure 2 Level difference(D2m) between outdoor 
and indoor(main-room) space

Figure 3 Level difference(D2m) of outdoor and 
indoor space for unit model test and 
traditional housing

전통 한옥 방식의 침실 목재 이중창과 현대 창호

가 설치된 유닛 모델 성능 테스트동의 차음성능을 

비교해 보았다(Figure 3). 제작된 유닛 모델 성능 테

스트동의 창호는 내부측에 16mm 복층유리 2중창 

구조(미서기창)에 외부측에 여닫이 창호지 바름 창

이 있는 3중창 구조이다. 분석 결과, 복층유리 2중

창 구조가 전체적인 차음성능을 지배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복층유리의 차음특성인 1600Hz 대역

에서의 일치효과로 인해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부분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한식 창에 비해 차음성능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3중창 구조로 처리할 경우, 여닫이 창호지 바름 

창이 추가된 3중창 구조보다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음압 레벨차가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 한

옥 방식에 적용된 이중창 구조(덧창(외창, 여닫이창)
과 갑창(내창, 미닫이창))에서 고주파수 대역이 차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때 창호지 바름 한식 창과 

현대식 창호의 조합을 통해 창호의 성능 개선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한옥에 적합한 창

호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하

였다. 
우선 한식 이중창 창호의 낮은 차음성능을 개선

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적 감각을 

지닌 한식 여닫이 창호와 성능이 우수한 현대식 창

호의 조합을 통해 목표 성능을 확보한다면 충분한 

차음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조합된 창호 구조가 벽보다 두꺼워져 한옥의 이미지

를 상실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 개선을 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도록 한옥의 다른 부재 요소의 차음성 향

상이 수반된 연구를 통해 보급형 한옥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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