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환경부에서는 년 월부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을2009 1

현행보다 강화하면서 고소음장비브레이커 항타기5 dB ( ,

등 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년간) (2 ) 3

의 보정치를 적용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dB
(1)
그러나 고.

소음장비에 대한 현재의 소음저감기술수준과 국내 건설 환

경 등을 고려할 때 도심지에서 강화된 소음기준을 준수하

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의 특성상이동성 충격성( , )

인접한 위치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대부분

의 건설사들은 현장 부지경계선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

설방음벽은 일반 도로용 방음벽에 비해 흡차음성능이 낮고․
설치할 수 있는 최대높이가 에 불과하므로 인근 지6~8 m

역의 소음저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화된 소음기준을.

고려하면 가설방음벽의 소음저감효과를 현재보다 최소한 5

이상 개선할 필요가 있다dB .

본 연구는 가설방음벽의 소음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

구의 일환으로 가설방음판의 설계요소후면판 두께 차음시( ,

트 흡음재에 따른 차음성능 변화를 고찰하였다, ) .

본 론2.

가설방음벽의 운영 현황2.1

가설방음벽 관련 국내 차음성능 기준(1)

도로나 철도변에 사용되는 일반 방음벽에 대해서는 환경

부고시(2)에서 에서 이상 에서500 Hz 25 dB , 1000 Hz 30

이상의 차음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방음벽dB

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가설방음벽의 설치기준에 관한 기존 연구(3)에서 가설방음

벽의 설치기준안으로 에서 이상( ) 500 Hz 20 dB , 1000 Hz

에서 이상의 차음성능을 갖도록 제시한 사례가 있으25 dB

며 일부 가설방음판 생산업체에서는 에서, 1000 Hz 20 dB

의 값을 제품시방으로 하고 있다.

기존 가설방음판의 구조별 차음성능(2)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있는 가설방음판의 구조별

차음성능을 비교하면 표 과 같다 가설방음판의 두께는 일1 .

반적으로 이며 차음성능은 으로서 대30~35 mm Rw 18~23

체로 플라스틱 제품의 차음성능이 금속 제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은 주파수대역별 차음성능을 나타낸 것으. 1

로 에서 에서 로, 500 Hz 16~18 dB, 1000 Hz 20~24 dB

조사되었다.

표 기존 가설방음판의 구조별 차음성능1.

제조사
재질 총 두께

(mm)

차음성능

(Rw)전면판 후면판 흡음재

A 플라스틱 PE 5T 35 18

B 경질PVC( ) PE 5T 35 21

C 강판G.I. 0.4T
폴리에스터

(24k) 20T
30 22

D 강판G.I. 0.5T
폴리에스터

(24k) 20T
31 23

그림 기존 가설방음판의 주파수대역별 차음성능1.

가설방음판 설계요소별 차음성능 분석2.2

후면판 두께(1)

두께의 후면판만을 설치하여0.8 mm, 1.0 mm,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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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음향감쇠계수 를 측정하였다 그림KS F 2808 (STL) .

는 차음시험 결과로서 후면판 에 대하여2 0.8T, 1.0T, 1.2T

각각 로 평가되었다 사 제품전Rw 26, Rw 28, Rw 29 . D (

후면판 과 비교하면 의 후면판만을 사용0.5T, Rw 23) 0.8T

해도 에서 이상 에서 이상500 Hz 20 dB , 1000 Hz 25 dB

의 차음성능을 갖도록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후면판 두께에 따른 차음성능 변화2.

차음시트(2)

두께의 후면판 안쪽에 두께의 가지 종1.2 mm 2.0 mm 2

류의 차음시트를 부착한 후 차음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

은 차음시험 결과로서 부착 전에는 부착 후에는Rw 29, 2

가지 차음시트 모두 로서 차음성능이 값으로 만Rw 32 Rw 3

큼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차음시트 부착 후 와. 500 Hz

에서의 차음성능이 각각 로서1000 Hz 28 dB, 31~32 dB

일반 방음벽 수준의 설치기준까지 충분히 만족함을 볼 수

있다.

그림 차음시트 부착 전후 차음성능 변화3.

흡음재(3)

두께의 후면판과 두께의 전면 타공판1.0 mm 0.6 mm

사이에 가지 종류의 흡음재를 번갈아 삽입하여 차음시험을2

수행하였다 흡음재는 두께의 폴리에스테르. A 20 mm (24k)

소재이고 흡음재는 두께의 고밀도 소재의 제품이B 10 mm

다 그림 는 차음시험 결과로서 후면판 의 차음성능은. 4 1.0T

이고 흡음재 삽입 후에는 로서 차음성능이Rw 28 A Rw 29

값으로 만큼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흡음재 삽입 후에Rw 1 . B

는 고주파대역으로 갈수록 차음성능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저주파대역에서 흡음재 삽입 전보다 차음성능이 다소 저하

됨으로써 단일수치값 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흡Rw 28 . B

음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흡음재 삽입 전후 차음성능 변화4.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후면판 두께 차음시트 흡음재에 따른 가, ,

설방음판의 차음성능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

과 같다.

두께의 후면판 만으로 에서1) 0.8 mm 500 Hz 20 dB

이상 에서 이상의 차음성능을 만족할 수, 1000 Hz 25 dB

있다.

두께의 차음시트를 부착할 경우 값으로2) 2.0 mm Rw 3

정도의 차음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두께의. 1.2 mm

후면판에 부착할 경우 일반 방음판 수준의 차음성능을 만족

할 수 있다.

총 두께의 가설방음판 내부에 두께의3) 30 mm 20 mm

흡음재를 삽입할 경우 값으로 정도의 차음성능을 향상Rw 1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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