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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방음벽의 높이를 높이지 않고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음저감장치가 국내에서도 개발, 판매

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설치 요구도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소음저감장치에 대한 

요구 성능으로는 소음 저감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음저감장치는 이러한 음향적 

성능 외에도 자외선, 비, 눈, 바람 등 외부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옥외 사용 시에도 녹이나 

변색, 변형, 물성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소음저감장치의 외형 재질로는 알루미늄, 아연도

금강판, 플라스틱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흡음형의 경우는 흡음재로서 폴리에스테르를 채택한 

제품이 많다.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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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여 음향적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 및 관리 기준

이 부재한 실정이다. 다양한 소음저감장치가 계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현장 적

용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음향적 성능 이외에도 

재질 성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의 재질 

기준 도출의 일환으로, 제품에 대한 요구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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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검토

2.1 내풍하중성
소음저감장치에 풍압이 작용할 때, 제품의 변형, 

파손, 탈락 등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 

방안으로는 하중 재하 시험을 들 수 있다. 방음판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규격(KS) F 4770-1~4에서 내풍

하중성 평가를 위한 하중 변위 시험이 제시되어 있

으며, 단순보에 분포 하중의 형태로 작용하는 하중

과 동일한 크기의 최대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집중 

하중을 구하여 재하하여 처짐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한다. 한편, 한국산업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투명방

음판의 경우, 집중 하중 재하 시 투명한 재질의 판

과 프레임과 단차로 인해 접속부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하중체를 이용한 등분

포 재하 방식이 사용된다. 허용 최대 변위량은 공통

적으로 탄성변형량 50 mm 이하, 영구잔류변형량 

(시험용 방음판 최대길이/500) mm 이하이다.

소음저감장치는 제품마다 형상과 크기가 다양하

므로, 설계 하중 및 시험 하중은 방음판과 동일하게 

설정하되, 집중 하중 방식의 재하보다는 투명방음판

의 경우와 같이 하중체를 이용한 등분포 재하 방식

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Fig. 1).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wind loa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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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후성
옥외에서 사용하는 소음저감장치의 재질은 햇볕

에 노출되어도 변형이나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

다. 또한, 금속 재질의 경우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

지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청 처리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 처리된 금속 재질의 

경우, 금속재 컬러 방음판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인 

KS F 477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막 품질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Table 1 Quality evaluation of paint film of
metallic color soundproof panel

Evaluation category Evaluation method
Gloss

(60° specular gloss) 40% or below

Salt spray test
(500 hours)

Rust shall not be generated 
other than 5㎜ adjacent to 

the 'X' mark

Accelerated weathering test
(fluorescent UV condensation 

method, 500 hours)

Paint film shall not be 
stripped and ΔE*

ab by 
method for specification of 

color difference shall be 
2.0 or below

Tightness test
(Checkerboard line test)

Paint film shall not be 
stripped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이 옥외에 노출되는 경

우에 자외선, 대기의 온도, 습도 및 풍화작용에 의

해 플라스틱의 변색이나 물성 저하가 발생하는 경향

이 있다. 특히, 태양 스펙트럼에서 자외선은 상대적

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나 에너지 강도가 높기 때

문에 플라스틱의 열화를 유발한다. 300~400 ㎚ 영

역의 자외선은 고분자 결합을 끊기 때문에 플라스틱

의 기본 구조를 급속하게 열화시킨다. 예를 들어, 
CH3~CH3 분자의 경우에 주 결합을 끊기에 충분한 

에너지인 340 ㎚ 이상의 자외선이 조사되면 결합이 

끊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목표연도까지 설치 제

품이 자외선에 의해 쉽게 열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는 후면판에 대해서만 촉진 내후성 시험(형광 UV 
시험 500시간 또는 자외선 카본 600시간) 후 황변

도(△YI)가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저

감장치에는 다양한 색상과 종류의 플라스틱 재질이 

사용되므로, 황변도만으로 제품의 내후성을 평가하

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색차, 강도저하율 

등의 물성 변화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2.3 내충격성
소음저감장치는 주로 높은 방음벽의 최상단에 설

치되기 때문에 노면으로부터 튀는 돌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 방음판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별도의 내충격성 기준을 설정하

지 않거나, 필요 시 설치 또는 유지관리상에서 요구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2.4 흡음재 성능
흡음형 소음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기본

적으로 발암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

지 않아야 하며, 화재 및 기타의 화염에 의한 흡음

재의 전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자소성(自消性)
을 가져야 한다. 또한, 소음저감장치의 흡음재에 대

한 연소성 평가는 방음판에 사용되는 흡음재와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방

음판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흡음재의 연

소성 기준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bustibility evaluation of
sound absorbing materials

Evaluation category Evaluation method
Flame remaining time (s) 40 or below

Ash remaining time (s) 30 or below

Carbonized area (㎠) 50 or below

Carbonized length (㎝) 20 or below

3. 결  론

최근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소음저감장치의 음향 

성능 외에 제품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요구성능

에 대해 검토하였다. 향후 제시한 시험항목 및 기준

에 대하여 실제 소음저감장치 제품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기준을 정립할 예정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