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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승강로 근접세대에 대한 진동 및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승강기 가이드 레일 브라
켓에 방진라이너를 적용하여 그 효과들을 분석하였다. 방진라이너 성능 분석결과, 카 측에서는 65.49%, 카운터 측에서
는 90.05%의 방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 브라켓의 방진라이너의 진동저감 효과
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방진라이너 적용의 경우 제진빔 적용에 비해 승강기 운행통로(승강로) 면적은 7.26 ∼ 22.22%
감소, 재료비와 설치비는 3,840,000원 ∼ 9,780,000원의 절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량물인 제진빔에 비해
경량물인 방진라이너를 적용할 경우, 설치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엘리베이터, 세대 옹벽, 레일 브라켓, 방진라이너, 가속도 센서, FFT 비교분석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vibration absorption liner into the 
guide rail bracket as a part of method to reduce the vibration and noise on the high–rise apartment 
. As the result of vibration absorption liner performance, it was checked that the level of vibration and 
noise was reduced around 65.49% in the car side and around 90.05% in the counterweight side. 
Therefore, the vibration absorption effect by the vibration absorption liner of elevator guide rail 
bracket became fairly good. In case of the vibration absorption liner application, there was an effect 
on the reduction of 7.26 to 22.22% at hoistway section area, 3,840,000 to 9,780000 KRW at the cost 
of  material and installation by comparing with the damping beam application. Also, in case of the 
vibration absorption liner application with light weight instead of damping beam with heavy weight, 
it was thought to become significant effect at preventing the safety from the accidents  on installation 
site.

Key Words : Elevator, Hoistway wall, Rail bracket, Vibration isolation liner, Acceleration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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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엘리베이터가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교통수
단으로 자리매김한지 꽤 오래 되었다. 공동주택의 고층 
또는 초고층화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엘리베이터 또한 
고속화 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공간활용 등의 다양한 요
구와 건축자재 경량화 등의 상반관계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승강기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이 
승강로 근접세대에 전달됨으로서 입주자들과 건설사, 승
강기 제조사 간의 분쟁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건물 용도
별 설치추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전체의 
54.28%를 차지하고 있어 소음과 진동의 민원은 필연적
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국내 승강기 이용자들의 대체적
인 성향으로는 소음과 진동에 상당히 민감하다. 특히, 고
층의 공동주택 승강로 근접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에 의
해 발생되는 고체전달음과 공기 전달음이 소음 및 진동
문제를 발생시켜 주변 소음이 적은 야간에 수면방해 등
을 제공하여 입주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승강기 가이드레일과 레일 브라켓 사이에 
방진라이너 설치 유무에 따른 진동저감 효과 분석을 위
하여, 신규 설치현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로 카
(CAR), 카운터(CWT) 측에서의 가이드 레일, 레일  브라
켓, 세대 옹벽에 가속도센서를 설치하고 반복운행 시의 
진동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각 위치별 진동 값은 
FFT(Fast Fourier Transform)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측정대상이 되었던 엘리베이터 각 호
기마다 방진라이너 유무가 정해져 있어 동일조건의 한 
호기에서 방진라이너 유무에 따른 진동측정을 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비교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방진라이너 적
용에 따른 방진성능을 분석하였다[1-9]. 

2. 연구 결과  

2.1 승강기 진동·소음 전달경로
Fig. 1은 가장 일반적인 승강기 구조로서 세대로 전달

되는 진동·소음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발생원은 각각 공
기전달음과 고체전달음의 형태로 전달되며 기계실에서는 
모터, 기어, 브레이크, 제어반의 동작에 의한 진동소음이 
발생되는데 승강기 운행통로에서의 진동소음의 주요원인
은 카 및 균형추의 운행 시 가이드 레일에서 발생한다. 
공동주택 세대전달 진동 및 소음 전달경로들은  다음과 
같다.

2.1.1 고체전달음
1) 기기(권상기, 제어반 등) ⇒ 방진재 ⇒ 기계대빔 ⇒  

머신 룸 슬래브 ⇒ 세대 옹벽 ⇒ 세대
2) Guide shoe ⇒ Guide rail ⇒ Rail bracket⇒ 세

대 옹벽 ⇒ 세대

2.1.2 공기 전달음
1) 머신 룸 ⇒ Rope hole ⇒ 세대 옹벽 ⇒ 세대
2) 머신 룸 ⇒ 머신 룸 출입문 ⇒ 계단 ⇒ 세대

2.2 진동측정 적용제품
본 연구에 사용된 엘리베이터 방진라이너는 고체전달

소음 즉, 구조전달 소음 저감을 목적[10-15]으로 하중과 
방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라미네이트(Laminate)방
식으로서 네오프랜 고무와 Steel의 적층식 구조이다.

Fig. 1. Household vibration & noise transmission path

Fig. 2는 승강기의 카(CAR), 카운터(CWT)에 적용되
는 방진라이너와 방진와셔 규격을 나타내고, Fig. 3은 방
진라이너와 방진와셔의 적용위치이다.

대부분 8인승∼24인승 승강기의 레일반력 값이 250
∼450Kgf이다. 방진라이너 스프링 상수 값은 승강기 레
일반력 값을 고려하여 306 ∼ 374Kgf/mm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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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8K, 13K Vibration isolation liner and vibration
isolation washer standard

Fig. 3. Application position

2.3 방진라이너 적용유무에 따른 진동측정
2.3.1 측정개요
현장 승강기 운행통로에서의 측정대상은 승강로 가이

드 레일, 레일 브라켓, 세대옹벽이다. 측정은 명일동 래미
안 재건축 현장의 방진라이너 미적용 호기와 방진라이너 
적용호기 승강기를 3회씩 반복 운행시켜 진동을 측정하
였고, 측정 장비로는 Fig. 4의 가속도 센서와 Fig. 5의 진
동 및 소음 측정분석기를 사용하였다. 

Fig. 4. Acceleration sensor

Fig. 5. Vibration·Noise measurement analyzer

2.3.2 측정방법
Fig. 6은 방진라이너가 미 적용된 호기에서  Fig. 7은  

방진라이너가 적용된 호기 카(CAR) 및 카운터(CWT)의  
가이드 레일(Ch. 1), 레일 브라켓(Ch. 2), 세대 옹벽(Ch. 
3) 3지점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진동을 측정하였다.

 

Fig. 6. Vibration measurement(No vibration isolation l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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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ibration measurement(Application of vibration 
isolation liners)

2.4 방진라이너 적용 유무에 따른 진동분석
승강기 운행 시 발생하는 구조 전달 소음 즉, 가이드 

레일과 레일 브라켓을 통해 세대 옹벽을 거쳐 세대내로 
전달되는 구조에서 방진라이너를 가이드 레일과 레일 브
라켓 사이에 설치하여 진동저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 분석에 있어 가이드 레일 진동과 동일하거나 비슷
한 형태(주파수)로 전달되는 레일 브라켓 및 세대 옹벽의 
진동 값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의 데이터 중 최대 진동치
를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2.4.1 카 측 진동 FFT(주파수) 비교분석
FFT분석 기준은 승강기 운행에 따라  가이드 레일로 

전달되는 진동과 방진라이너 적용 유무에 따라 레일 브
라켓에 전달되는 진동을 비교 측정하였으며, 방진성능은 
제조사 내부 기준 50% 이상으로 하였다. 방진라이너 적
용유무에 따른 승강기의  카 측 가이드 레일, 레일 브라
켓, 세대 옹벽에 전달되는 진동 FFT(주파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8에서와 같이 방진라이너 미적용 카(CAR)의 경
우에는 가이드 레일에서 발생한 진동(107.5Hz 대역 
1.83gal, 253.0Hz 대역 2.09gal)이 레일 브라켓에서도 
비슷한 형태(103.0Hz 대역 0.60gal이고, 257.0Hz 대역 
0.89gal)로 전달되고 있으며, 세대 옹벽에도 가이드 레일
과 비슷한 진동(105.5Hz 대역 0.13gal, 257.0Hz 대역 
0.50gal)이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방
진라이너 미적용 카(CAR)의 진동 RMS값은 가이드 레일 
0.29gal, 레일 브라켓 0.23gal, 세대 옹벽 0.10gal이다. 
방진라이너가 적용된 카(CAR)의 진동 RMS값은 가이드 
레일 0.22gal, 레일 브라켓 0.20gal, 세대 옹벽 0.10gal
이다. 종합해보면, 방진라이너 미적용 카(CAR)의 진동 
값은 Fig. 8과 같이 가이드 레일에서 발생한 진동

(107.5Hz 및  253.0 Hz 대역)이 레일 브라켓(103.0Hz 
및 257.0Hz 대역), 세대 옹벽(105.5Hz 및  257.0Hz 대
역)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슷하거나 동일형태
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방진라이너 적용 카(CAR) 측의 경우에는 가
이드 레일에서 발생한 진동(103.5Hz 대역 1.42gal)은 
레일 브라켓(102.5Hz 대역 0.49gal)과 세대 옹벽
(105.0Hz 대역 0.15gal)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가
이드 레일에서 발생하는 진동과도 무관하게 레일 브라켓
과 세대 옹벽의 진동은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8. Vibration analysis of car side FFT(frequency)

2.4.2 카운터 측 진동 FFT(주파수) 비교분석
Fig. 9에서와 같이 방진라이너 미적용 호기 카운터

(CWT)의 경우 가이드 레일에서 발생하는 진동(87.5Hz 
대역 1.20gal, 246.5Hz 대역 1.11gal)이 레일 브라켓에
서도 비슷한 형태(72.0Hz 대역 0.87gal, 246.5Hz 대역 
0.77gal)로 전달되고 있으며, 세대 옹벽에도 가이드 레일
과 비슷한 진동(82.0Hz 대역 0.17gal, 246.5Hz 대역 
0.10gal)이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방
진라이너 미적용 카운터(CWT)의 진동 RMS값은 가이드 
레일 0.24gal, 레일 브라켓 0.24gal, 세대 옹벽 0.09gal
이다. 반면에, 방진라이너 적용 카운터(CWT)의 진동 
RMS값은 가이드 레일 0.26gal, 레일 브라켓  0.21gal, 
세대 옹벽 0.10gal이다. 종합해보면, 방진라이너 미적용 
카운터(CWT)의 진동 값은 Fig. 9에서와 같이 가이드 레
일에서 발생한 진동(87.5Hz 및 246.5Hz 대역)이 레일 
브라켓(72.0Hz 및  246.5Hz 대역), 세대 옹벽(8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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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46.5Hz 대역)에서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
이드 레일에서 발생한 진동이 레일 브라켓과 세대 옹벽
에 비슷하거나 동일형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Vibration analysis of counterweight side FFT 
(frequency)

2.5 방진라이너 성능분석
방진라이너 적용 시 가이드 레일에서 발생한 진동이 

레일 브라켓에 얼마나 전달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진라이너 적용유무에 따른 진동저감 효과는 Table 1
에서와 같이 가이드 레일에 각기 다른 진동 값이 전달되
더라도 레일 브라켓과 세대 옹벽에서는 분명한 진동저감 
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able 1에서와 같이 
방진라이너를 적용한 카(CAR)에서는 가이드 레일에 발
생한 1.42gal의 진동이 레일 브라켓에서 0.49gal로 저감
되어 65.49%의 방진성능을 보였으며, 카운터(CWT)에서
는 가이드 레일에 발생한 2.11gal의 진동이 레일 브라켓
에서 0.21gal로 저감되어 90.05%의 방진성능을 보였다.

Division Point
None Have

Performance
Max.(gal) Max.(gal)

CAR

Rail 2.09 1.42

65.49%B/K 0.89 0.49

Wall 0.50 0.15

CWT

Rail 1.11 2.11

90.05%B/K 0.77 0.21

Wall 0.16 0.09

Table 1. Performance analyses of vibration isolation 
liners

2.6 방진라이너 적용효과 분석
공동주택 승강기 운행통로 근접세대의 진동 및 소음저

감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제진재로는 제진빔을 들 
수 있다. Fig. 10에서와 같이 제진빔은 H-Beam 
100×100(mm), 125×125(mm)에 제진시트(Damping 
Panel)을 접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Fig. 10. Damping beam structure

본 분석에서는 방진라이너와 제진빔 적용현장을 건축, 
원가, 작업안전 측면으로 비교분석도 진행하였다. 제진빔
이 적용된 현장 승강기 사양은 승객용 15인승, 속도 
105m/min, 층수 22F이다.

2.6.1 건축 측면
승강기 운행통로에 방진라이너를 적용한 경우, 추가 

건축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나 제진빔을 적용한 경우,  제
진빔 크기에 따른 설치여유 건축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Table 2 및 Fig. 11에서와 같이 방진라이너 적용 시 제
진빔의 적용에 비하여 승강기 운행통로 면적을 7.26 ∼ 
22.22% 줄일 수 있다.

2.6.2 원가 측면
Table 2에서와 같이 승강기 개별 호기마다 방진라이

너적용 시에는 재료비 2,100,000원 이외에 별도의 설치
비가 필요하지 않다. CWT측에 제진빔을 추가할 경우에
는 재료비 및 설치비는 5,940,000원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측면과 후면에 제진빔을 추가할 경우, 재료비와 설치
비는 11,880,000원으로 분석되어 방진라이너 적용 시, 
제진빔에 비하여 3,840,000원 ∼ 9,780,000원의 원가절
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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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stway area Material & installation cost

Adding side & rear vibration 
beams
- 2,352 × 2,290(mm) = 5.39m2

Material & installation cost 
–11,880,000KRW

Adding CWT side vibration beams
- 2,100 × 2,250(mm) = 4.73m2

Material & installation cost 
–5,940,000KRW

Standard(Vibration isolation liners)
- 2,100 × 2,100(mm) = 4.41m2

Material cost
- 2,100,000KRW
- No additional installation 

cost
Result:
- Application of vibration isolation 
liners
- 7.26 ∼ 22.22% reduction of 

hoistway area

Result:
- Application of vibration 
isolation liners
- 3,840,000 ∼ 

9,780,000KRW reduction 

Table 2. Comparison of damping beams and vibration 
isolation liners

Fig. 11. Application position of damping beam

2.6.3 작업안전 측면
중량물인 제진빔에 비해 경량물인 방진라이너를 적용

할 경우에, 엘리베이터 설치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많
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10-15].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 운행 시, 발생하는 구조전달소
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방진라이너 적용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최근 설치된 공동주택 승강기 운
행통로 카(CAR), 카운터(CWT)의 가이드 레일, 레일 브
라켓, 세대 옹벽 3곳에 가속도센서를 설치하고 3회 반복
운행을 통하여 측정위치에 대한 각각의 진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방진라이너 미적용 카(CAR), 카운터(CWT)의 진동 

값은 승강기 운행통로 가이드 레일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레일 브라켓, 세대 옹벽에서도 비슷하거나 동일형태로 전
달됨을 확인하였다. 

2) 방진라이너 적용 카(CAR), 카운터(CWT)의 진동 
값에서는 승강기 운행통로 가이드 레일에서 발생하는 진
동이 레일 브라켓과 세대 옹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고 가이드 레일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무관하게 레일 브
라켓과 세대 옹벽의 진동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3) 방진라이너 성능 분석결과는 카(CAR)측에서는 
65.49%, 카운터(CWT)측에서는 90.05%의 방진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승강기 레일 브라켓의 방진라이너 적용 시의 방진
성능은 제조사 내부 기준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으므
로 진동저감 효과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사료된다.

5) 방진라이너, 제진빔 적용현장에 대한 효과분석을 
건축, 원가, 작업 안전측면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방
진라이너 적용의 경우에 제진빔 적용에 비하여 승강기 
운행통로(승강로) 면적은 7.26 ∼ 22.22% 감소하고, 재
료비와 설치비는 3,840,000원 ∼ 9,780,000원의 절감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량물인 제진빔에 비하여 
경량물인 방진라이너를 적용할 경우, 설치현장에 있어서
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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