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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ight of soundproof panels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design of both panels and 
supporting structures. The soundproof panels in noise barriers have to carry their net weight in wet 
condition respectively the reduced weight and also the weight of the above installed panels in wet 
condition without showing any failing. In this study, a compression test and a flexural test were per-
formed to determine the maximum vertical load which a wood plastic composites (WPC) panel can 
bear. In addition, the maximum loading number and height of WPC panels in a noise barrier were 
calculated for full, simple, and continuous support conditions.

1) 
기 호 설 명

 : 단면적(mm2)
 : 파단면 면적(mm2)
 : 작용 모멘트(N․mm)
 : 파단면 작용 모멘트(N․mm)
 : 단면 2차 모멘트(mm4)
 : 파단면 단면 2차 모멘트(mm4)
 :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mm)
 : 모멘트 팔길이(mm)

1. 서  론

목재 방음판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투명 방음판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

우 투시성을 함께 갖추게 되어 도로 주변 거주민들

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1). 그러나 목재는 옥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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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 내구연한 향상을 위해 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방부․방충처리가 요구되며, 플라스틱 재료에 비해 성

형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최근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수지와 목분(木粉)을 혼합한 소재인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ood Plastic Composite, 이하 

WPC)가 목재의 대체재로서 바닥판, 울타리, 창틀 

등을 중심으로 활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WPC 재질을 사용한 방음판도 제작, 출시되고 있다.

도로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에 사용되는 방음

판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내풍 안전성 확보

를 위한 하중변위시험이 제시되어 있다(3). 그러나 

도로 주변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높이 10 m 이상의 

대형 방음벽의 설치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금속재 또는 콘크리트 

재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성이 약한 재질의 방음판

은 수직하중에 의해 변형,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설계, 제작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WPC 재질의 방음판 시험체에 대

하여 수직하중에 대한 내하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험 

및 구조 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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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판 수직하중 검토 및 실험

2.1 방음판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방음판은 그 위에 적층된 방음판들의 누적 자중

(自重)을 수직 하중으로 받게 되며, 특히 최하단의 

방음판은 전단력, 그리고 지점 조건에 따라 모멘트

를 받게 된다. 이때, 하단의 방음판은 설치된 형태

(지지 조건)에 따라 방음판 단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지지 조건은 크게 ‘전단면지지’, 
‘양단지지(단순보)’ 및 ‘3점지지(연속보)’로 구분할 

수 있다(Fig. 1).

 

(a) Full support

(b) Simple support

(c) Continuous support
Fig. 1 Theoretical models of support conditions

일반적으로, 최하단 방음판의 양 끝단은 지주 플

레이트에 걸쳐 있으며, 콘크리트 기초와의 이격 공

간은 고무 패드 등의 누음 차단재를 설치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누음차단재가 놓이는 중간 지점에 보강

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안

전성을 감안하여 현장 설치 조건은 ‘양단지지’ 조건

으로 간주하였다.

2.2 수직하중시험
방음판을 적층할 경우, 대상 방음판이 견디는 수

직하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능시험기를 이용한 수

직하중시험을 실시하였다.
방음판의 수직하중시험에 대해서는 KS 인증 규격

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KS D 6021의(4) '정하

중 시험' 등 유사한 목적의 시험방법을 참고하여 시

험기 정반 위에 H-beam(150×150×7×10 mm) 지그

를 설치하고, 방음판 시험체(105×250×1,000 mm)를 

올려놓은 후, 그 위에 고무판(두께: 6 mm)을 깔고 

H-beam 지그를 얹은 다음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연

직 방향으로 재하 하중을 일정한 속도로 가하여 압

축시험을 실시하였다(Fig. 2).
한편, 일반적으로 현장에 설치되는 방음판은 단부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놓인 단순보 지지 구조로서 

단부에 더 큰 전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부 H-beam 지그의 양단 위에 

강재판(두께: 24 mm) 설치하고 굽힘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였다(Fig. 3).
시험대상 방음판은 WPC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전면에 흡음을 위하여 다수의 원형 타공부가 존재하

며, 특히 외관 향상을 위한 전면부 표면의 돌출 부

위에는 전단력이 모멘트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수직 

하중에 의해 균열, 파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다. 이번 시험에서는 방음판 파손 발생 시

의 하중을 구하였다.

Fig. 2 Compression Test (Full support)

Fig. 3 Flexural Test (Simpl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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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수직하중시험
수직하중시험 결과, 전단면지지를 가정한 압축시

험과 양단지지(단순보)를 가정한 굽힘시험의 경우, 
각각 51.05 kN, 20.14 kN의 하중에서 전면판에 파손

이 발생하여 ‘양단지지’ 조건의 경우, ‘전단면지지’ 
조건에 비해 방음판이 견디는 최대하중이 크게 낮아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적층 가능 높이 산정
(1) 압축시험 결과를 활용한 적층 가능 높이 산정

압축시험 시 만능시험기의 최대 하중은 51.05 kN
이며, 상부 지그로 사용한 H-beam의 하중은 0.35
kN이므로, 파단 시의 압축 하중()는 51.40 kN이

며, 파단 시 응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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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 응력 발생 시 지점 하중()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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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 응력 발생 시 등분포 하중()은 다음과 같

이 산정된다.

  


 N

 

 × 


×
  kNm

건조 상태의 경우, 0.25 m 높이의 방음판 1 m의 

무게는 0.076 kN/m이므로, 적층 허용 개수와 적층 

허용 높이는 각각 34.82개 및 8.5 m이며, 습윤 상태 

고려 하중계수 1.5를 적용하면(5) 0.25 m 높이의 방

음판 1 m의 무게는 0.114 kN/m이므로, 적층 허용 

개수와 적층 허용 높이는 각각 23.54개 및 5.75 m
로 산정되었다.

(2) 굽힘시험 결과를 활용한 적층 가능 높이 산정

굽힘시험 시 만능시험기의 최대 하중은 20.144
kN이며, 상부 지그로 사용한 H-beam의 하중은 

0.35 kN이므로, 파단 시의 압축 하중()는 20.494
kN이다.

파단 시 단부 전단력() 및 등분포 하중()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N   kN

  





  kNm

건조 상태의 경우, 0.25 m 높이의 방음판 1 m의 

무게는 0.076 kN/m이므로, 적층 허용 개수와 적층 

허용 높이는 각각 34.68개 및 8.5 m이며, 습윤 상태 

고려 하중계수 1.5를 적용하면 0.25 m 높이의 방음

판 1 m의 무게는 0.114 kN/m이므로, 적층 허용 개

수와 적층 허용 높이는 각각 23.46개 및 5.75 m로 

산정되었다.

(3) 연속지지인 경우 적층 가능 높이 산정

연속지지의 경우, 만능시험기의 최대 하중은 

51.05 kN이며, 상부 지그로 사용한 H-beam의 하중

은 0.35 kN이므로, 파단 시의 압축 하중()는 

51.40 kN이다.

파단 시 응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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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 응력 발생 시 지점 하중()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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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 응력 발생 시 등분포 하중()은 다음과 같

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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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m

건조 상태의 경우, 0.25 m 높이의 방음판 1 m의 

무게는 0.076 kN/m이므로, 적층 허용 개수와 적층 

허용 높이는 각각 57.32개 및 14.25 m이며, 습윤 상

태의 경우, 습윤 상태 고려 하중계수 1.5를 적용하

면 0.25 m 높이의 방음판 1 m의 무게는 0.114 
kN/m이므로, 적층 허용 개수와 적층 허용 높이는 

각각 38.54개 및 9.5 m로 산정되었다.

(4) 조건별 적층 허용 높이 비교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지 조건별 산정된 적

층 허용 방음판 높이(하단 방음판 높이 포함)를 

Table 1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압축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산정한 ‘양단지지’ 조건에서의 적

층 허용 높이와 굽힘 시험(양단지지) 결과에 의한 

적층 허용 높이가 서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Full
support

Simple
support

Continuous
support

Maximum
loading

number(ea)

Dry 684 34 57

Wet 456 23 38

Maximum
height(m)

Dry 171   8.5    14.25

Wet 114    5.75    9.5

Table  1 Maximum Panel Number and Height

4. 결  론

WPC 재질의 방음판 시험체에 대하여 수직하중을 

고려한 내하성능을 시험 및 구조 해석을 통해 평가

하고, 적층 가능 개수와 높이를 산출하였다. 방음판

의 적층 허용 높이는 지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지점이 많아질수록 방음판

의 작용력이 작아져 적층 허용 높이가 커지게 된다.
또한, 압축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산정한 ‘양단지

지’ 조건에서의 적층 허용 높이와 굽힘 시험(양단지

지) 결과에 의한 적층 허용 높이가 서로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압축 시험 결과로부터 적층 허용 높이

를 산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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