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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timal mix design of the sound absorption material that is made from

perlite and various binder systems for noise barrier wall. The polymer cement slurry which is made from two types of polymer

dispersions, and silicone type inorganic material are used as binder. The test specimens are prepared with various polymer cement

ratios, binder ratios, and tested for strengths, freezing and thawing and sound absorption performance by the tube and the rever-

beration room methods. From the test results, the difference of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by the tube method is a little rec-

ognized, however, noise reduction coefficient (NRC) of test specimens bound by the polymer cement slurry is in the ranges of 0.48

to 0.51. They are a little higher than those bound by cement only, and are lower values than recommended value of 0.7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owever, the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of test specimens at low frequency range of 250 to 500 Hz

by reverberation room method shows very high values as 0.84 to 1.00, and 0.57 to 0.77 at the high frequency. The test specimens

with polymer cement slurry binder have a good balance between performance and cost, and have proper properties in strengths,

freezing and thawing resistance as sound absorption material for noise barrier wall. It is apparent that the good sound absorption

material can be produced according to the optimum mix design that is recommended from this study.

Keywords : sound absorption material, perlite, polymer cement slurry, noise reduction coefficient (NRC),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1. 서 론

건설 산업의 발달과 함께 건설재료는 다양한 기능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설재료의 개발에 많은 분

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능성 재료중의 하나가 흡

음 및 차음 재료이다. 건축구조물에 다기능성이 요구되

는 시점에서 실내재료의 흡음 및 차음 성능은 당연히 요

구되는 부분이다. 소리를 흡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

료를 흡음재라 하며, 소리를 차단하여 투과음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를 차음재라 한다. 또한 방음벽

은 음파를 넓은 벽으로 막아 뒤쪽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을 차단할

목적으로 소음의 전달 경로 사이에 설치한 차단벽이다.

방음벽에 사용되는 흡음재료는 실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와 동결융해 저항성능, 내후성 등에 있어서

실내 흡음재에 비해 성능에서 뛰어나야 한다. 현재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고속철도, 고속도로 및 국도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소음의 처리 문

제는 과거 및 현재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

이기도 하다. 소음에 대한 쾌적성 추구는 인간의 삶의 질

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

한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재료에 대한 개

발 및 연구
1-6)
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건설재

료중 무기질인 펄라이트의 기공성을 이용한다면 흡음재

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펄라이트에 각종

결합재를 사용하여 흡음소재를 개발할 목적으로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수한 흡음성능을 보유하고,

여기에 적정한 강도 및 동결융해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배합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2. 펄라이트의 일반적 성질

펄라이트는 진주암이라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천연광

물을 고온에서 수십배로 체적을 팽창시켜 만든 초경량

다공질의 백색 입자로서 현재 여러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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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이미 펄라이트는 경량성, 단열성, 무독성, 사

용 온도의 광범위성, 불연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건축

분야에서도 이미 경량 단열 모르타르, 경량콘크리트의 경

량골재 등으로 그 성능이 입증된 상황이다. 이러한 기존

성능을 이용하고 조직구조에서의 개기공 (open cell)을 이

용한다면 흡음효과가 뛰어난 흡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으로 평가된다. 또한 백색의 화학적으로 안정된 미분말로

다른 재료와 배합해 사용하는데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

으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경제성면에서 유리하

다. 그리고 고온 및 저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pH가

중성에 가까워 (6.5~7.5) 다른 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기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펄라이트의 이러한 장

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도로의 방음벽과 실내 건축음

향재료로서의 흡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펄라이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먼저 절건 상

태의 펄라이트를 진공상태에서 수분을 제거한 후, 금증

착기로 표면을 증착시킨 후, 주사형 전자 현미경을 사용

하여 관찰하였다 (Fig. 1). 펄라이트 조직의 표면은 열에

의해 발포된 공극 (기공)이 존재하였으며, 이 공극은 연

속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펄라이트는 흡수율

이 200~300%로 아주 크고 표면 경도가 아주 작기 때문

에 적절한 결합재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실험 계획

 

본 연구에서는 펄라이트의 기초적 물성을 살펴보고, 결

합재에 따른 각종 배합을 설정하여 방음벽에 사용될 수

있는 흡음재의 성능 실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흡음재에

대한 흡음시험은 관내법을 사용하였으며, 관내법에서 성

능이 우수한 최적배합을 잔향실법을 이용하여 실제 현장

에서 설치되는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3.1 사용 재료

3.1.1 시멘트

본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는 보통시멘트 및 백색시멘트

를 사용하였다. 

3.1.2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본 실험에 사용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디스퍼션은

아크릴계 에멀젼 (PA)과 스티렌-부칠 아크릴산 공중합체

(St/BA)를 사용하였으며, 그 성질은 Table 1과 같다. 

3.1.3 펄라이트

본 연구에 사용된 펄라이트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널리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일반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3.1.4 무기질 결합재

본 연구에 사용한 무기질계 결합재로서는 주성분이 실

리콘과 활성운모를 혼합한 결합재 (실리콘계)이며, 현재

유기접착제의 사용으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에서 사용되는 접착제를 대체

하기 위하여 순수한 무기계로만 만든 친환경성 접착제이

다. 펄라이트의 결합재로 사용하여 고온으로 가열하면 결

합재의 강도가 커져 흡음재로서 최소한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무기질 결합재의 일반적인 성질은 Table 3에 나

타내었다. 

3.2 실험 방법

3.2.1 펄라이트를 이용한 흡음재의 기초적 성질

1) 시험편 제작용 배합

Table 4와 같은 배합으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PCS)

및 무기질계 결합재를 사용하여 펄라이트와 적절하게 혼

합한다. Fig. 2는 PCS 및 무기질 결합재를 사용하여 제

작한 시험편을 나타내고 있다. PCS 결합재를 사용한 경

우에는 먼저 시멘트와 폴리머 디스퍼션을 적당한 중량비

로 혼합하여 제작한 후 펄라이트와 비빔을 하여 형틀에

넣어 제작하였다. PCS를 형틀의 밑으로 가능한 한 배출

되게 하여 투수가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

였다. PCS가 너무 많으면 공극을 막아 투수성능을 현저

하게 저하시켜 흡음률을 떨어뜨린다. 또한 무기질 결합

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질계 결합재를 계량한 후 높

은 점도 때문에 물을 혼입하여 펄라이트와 비빔을 하여

Fig. 1 Microstructures of perlite

Table 1 Properties of polymer dispersion

Type of 

polymer

Density

(g/cm
3
, 20

o
C)

pH

(20
o
C)

Viscosity

(MPa·s, 20
o
C)

Total solids

(%)

PA 1.04 8.3 483 53

St/BA 1.07 6.4 850 57

Table 2 Properties of perlite

Size of particle

(mm)

Fineness

modulus

Unit weight

(kg/l)

Water

absorption (%)

Density

(g/cm
3
)

2.5 > 3,75 0.17 200~300 0.11

Table 3 Properties of inorganic binder

Component Appearance
Total solids

(%)

Viscosity

(MPa·s)

Hardening

time (h)

Silicone type
Viscous

liquid
93 160,00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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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에 넣어 제작한다. 시험편을 제작한 후, 빠른 경화

를 위하여 약 60
o
C 건조로에 2시간 이상 놓으면 탈형할

정도로 단단해진다. 더욱더 강도가 요구될 경우에는 800
o
C

이하에서 소성을 시킨다. 소성 시 무기질계 결합재의 특

성에 따라 색깔이 회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한 후, 800
o
C

에서 5시간 이상 방치하면 백색으로 변한다. 무기질 결

합재는 소성을 하지 않으면 강도가 낮아 방음벽 같은 외

부재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소성이 필수적이다. 

2) 단위용적중량

28일간 기중양생 (20
o
C, R.H. 50%)을 실시한 40 × 40 ×

160 mm 시험편의 단위용적중량을 측정하여 펄라이트를

이용한 시험편의 경량성을 평가하였다. 동일한 강도라면

단위용적중량이 작게 배합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휨강도 및 압축강도 

28일간 기중양생 (20
o
C, R.H. 50%)을 실시한 40 × 40 ×

160 cm 시험편을 KS F 2477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강도시험 방법)에 준하여 휨강도와 압축강도시험을 실시

하였다.

4) 동결융해시험

28일간 기중양생 (20
o
C, R.H. 50%)을 실시한 40×40×160mm

시험편을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의 시험방법 A (수중 급속 동결융해시험)

에 준하여 Fig. 3과 같은 시험기를 이용하여 동결융해 온

도 −18
o
C에서 +4

o
C 범위에서 300 사이클 동안 반복적으

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5) 관내법에 의한 흡음시험

28일간 기중양생 (20
o
C, R.H. 50%)을 실시한 Fig. 4와 같

은 지름 98.8 mm, 두께 40 mm와 지름 28.8 mm, 두께 40 mm

의 시험편을 저주파 측정 장치와 고주파 측정 장치를 이

용하여 분석 주파수 125 Hz에서 6,300 Hz 범위에서 흡음

률을 측정하였다. 수직입사 흡음률 측정방법으로 관의 한

쪽 끝에 시험편을 넣고 다른 한쪽 끝에 부착된 스피커에

의해 순음이 발생하면 관내에 정재파가 생겨 λ / 4 간격으

로 음압의 고, 저가 생긴다. 이 고, 저 비를 정재파비 n

이라 하면, n = P (음압) max / P min이고 흡음률 at = 4 /

(n + (1/n) + 2)이다. 

3.2.2 잔향실법에 의한 흡음재의 성능시험

1) 시험편 제작

잔향실법 시험을 위한 시험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무기

Table 4 Mix proportions of test specimens

Mix

no.

Weight (g)
P/C

(%)

W/C

(%)Cement Water Polymer Perlite
Type

of polymer

01

600

650 -

160

PA

0 108

02* 650 - 0 108

03 325 - 0 54

04 - 650 54 54

05 175 475 40 69

06 325 325 27 81

07 530 120 10 98

08 410 240 20 88

09 240 120 320 10 50

10 1120 240 320 20 40

11 325 325 160 St/BA 27 81

Sillicone type binder Binder : perlite

12 400 400 1 : 1

13 300 400 0.75 : 1

14 200 400 0.5 : 1

Note) * : mix no. 1 + 200 g standard sand

Fig. 2 Test specimen

Fig. 3 Freezing and thawing tester and specimen

Fig. 4 Specimen and sound absorption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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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결합재 6가지, 폴리머 디스퍼션을 사용한 배합 4가지

에 대한 제작 시 시공성, 다량생산 가능성, 강도, 투수성

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Table 5와 같은 최적배합을

도출하였다. 흡음률 측정 시 간이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내법은 시험편 크기가 작아 제작 시 어려움이 많

아 실제 흡음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결합재인 PCS 양을 적게 하여 펄라이트의 표

면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공극을 확보하기 위한

배합을 조정하였다. 본 배합은 흡음패널 크기 480 mm ×

480 mm × 5 mm (두께)를 기준으로 1개 만들 수 있는 양

이다. 시험편인 흡음판재는 Fig. 5와 같이 가압방법을 택하여

제작하였으며, 가압 압력도 패널당 (480 mm × 480 mm),

5,000 kgf, 7,500 kgf, 10,000 kgf, 15,000 kgf 등 다양한 방법으

로 가압한 후, 강도와 경제성, 그리고 투수 정도 등을 종

합하여 7,500 kgf (319 kN/m
2
)의 하중으로 결정하였다. 제

작된 시험편은 28일간 기중양생 (20
o
C, R.H. 50%)을 실

시하였으며, 제작 후 2일째부터 5일간은 표면에 물을 충

분히 적혀 주었다. 본 시험편은 시멘트와 폴리머 디스퍼

션의 두 가지 특성을 만족시키는 양생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시멘트는 초기 수분이 많아야 수화가

잘되어 강도가 발현되지만, 폴리머 디스퍼션에 의해 생

성된 폴리머 필름은 건조되어야 강해져, 강도 증진 효과

및 동결융해 저항성도 높이기 때문이다.

2) 잔향실법에 의한 흡음률 측정

잔향실법에 의한 흡음용 패널의 흡음률 측정을 위하

여 Figs. 6 및 7과 같이 단위 형틀 (면적 12 m
2
)에 흡음

용 판재로 조립 제작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

법과 같은 방법으로 방음벽을 제작하여 국가공인 시험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흡음률을 측정하였다. 난입사

흡음률 측정법으로 실제 현장에선 이 방법에 의한 흡음

률이 활용된다. 측정 방법은 시료 설치 전의 잔향실내

의 평균흡음률을 구한 뒤 시료를 설치한 후에 측정한

잔향시간을 가지고 식 (1)과 같이 흡음률 (αr)을 구한다.

 

αr = 0.161 V/s (1/T − 1/T0) +시료 설치 전의 평균흡음률

(1)

여기서, T0는 시료부착전의 잔향시간 (sec)이고, T는 시

료 부착후 의 잔향시간 (sec), s는 시료의 표면적 (m
2
), V

는 실의 용적 (m
3
)이다. 

3) 감음계수 (NRC) 측정

감음계수 (NRC)란 1/3 옥타브 대역으로 측정한 중심

주파수 250, 500, 1,000 및 2,000 Hz에서의 흡음률의 산

술평균치이며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2)와 같다.

NRC = (αr250 + αr500 + αr1000 + αr2000) / 4 (2)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펄라이트를 이용한 흡음재의 기초적 성질

4.1.1 단위용적중량

Fig. 8은 펄라이트를 이용한 흡음재의 단위용적중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건축재료 중 흡음재는 조직구조에 많

은 기공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시체의 단위용적중량

을 측정하여, 같은 강도라면 단위용적중량이 작게 배합설계

를 하여야 한다. 각 배합의 단위용적중량은 0.3~0.65 g/cm
3

범위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ALC (그림에서 A)의 0.53 g/cm
3

와 거의 비슷하였으며, 셀스톤 (그림에서 셀) 0.23 g/cm
3
에

비해서는 약간 단위용적중량이 컸다. 배합번호 11까지의

Table 5 Mix proportions for sound absorption test

Type of 

polymer

Weight (g)
P/C

(%)

W/C

(%)Cement Polymer Perlite Water
Coloring 

admixture

PA 2,500 1,000 2,500 700 25 20 48

Fig. 5 Specimen making for sound absorption test at  reverberation

room method

Fig. 7 Specimen setting for sound absorption test at reverberation

room

Fig. 6 Testing specimen size for sound absorption test by

reverberation roo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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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와 폴리머 디스퍼션 복합체를 결합재로 한 경우에

무기질결합재에 비해 단위용적중량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배합번호 4, 5, 6과 같이 폴리머 시멘트비가 큰 경우에

단위용적중량이 작게 나타났다. 시험편의 단위용적중량

은 제작 과정에서의 결합재가 펄라이트를 충분히 적시고

형틀 아래로 남아 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험편 아

래로 통과시키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펄라이트의 장점

인 연속기공을 폴리머 디스퍼션 필름으로 채우지 않는

배합으로 조정하였다. 

4.1.2 휨강도 

Fig. 9는 각 배합조건에 따른 흡음재의 휨강도를 나타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압축강도와 마찬가지로 방음재 및

흡음재는 구조재가 아니기 때문에 휨강도 특성이 크게 문

제가 되지는 않는다. 시험결과 거의 모든 배합에서 1.0 MPa

이상의 휨강도를 나타냈으며, 배합번호 4와 배합번호 11

에서는 특히 큰 휨강도를 나타냈다. 배합번호 4는 배합

중에서 가장 큰 폴리머 시멘트비를 나타내 폴리머 필름

에 의한 특성인 휨 인성이 크게 증진되었으며, 배합번호

11의 경우에는 다른 배합과는 달리 폴리머 시멘트비가

27%로 크지 않으면서 휨강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폴리

머 종류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본 배합에서 사용된

St/BA는 스티렌과 부칠과의 공중합체로 PA의 아크릴이

주성분인 PA에 비해 휨인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PA

는 St/BA에 비해 가격면에서 20~30% 저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채용하여 사용하였다. 실내에서의 흡음재로

사용한다면 휨강도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외부에서의 방

음벽의 흡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기 환경에 따른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휨강도도 가능하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배합에 따른 휨강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경량재료로서 외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ALC에 비해 높은 강도를 나타낼 수 있

는 배합이 가능하였으며, 흡음효과가 큰 초경량재료인 셀

스톤에 비하면 현격하게 큰 휨강도를 나타냈다.

4.1.3 압축강도

Fig. 10은 각 배합조건에 따른 흡음재의 압축강도를 나

타내고 있다. 전술한 휨강도와 마찬가지로 방음벽의 흡

음재는 구조재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에는 문제점이 없으

나, 내구성 측면에서 일정한 강도를 보유하여야 하기 때

문에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는 배합번호

4, 9, 10에서 높은 강도를 나타냈으며, 대분의 배합에서

2 MPa 이상의 강도를 보였다. 높은 휨강도를 나타냈던

배합번호 4와 11에서는 배합번호 4번의 경우에만 높은 압

축강도를 보였으며 모든 배합에서 셀스톤에 비해 1.5배

~3.2배의 높은 강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압축강도와

휨강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와는 달리 결합재가 거의 폴리머 디스퍼션에 의해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흡음재 내부에 많은 공극을 유도하고,

펄라이트 자체의 공극을 메우지 않는 배합으로서 압축강

도를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의 모든 배합에서

나타난 압축강도는 흡음재의 강도로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1.4 동결융해시험

Table 6과 Fig. 11은 무기질 결합재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흡음재에 대한 동결융해 시험후의 흡음재의 중량

변화율과 표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결융해시험은

흡음재가 실외에서 방음벽의 흡음재로 사용될 때 내구성

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의 동

결융해 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도로에 사용되는 방

음벽의 경우에는 차음성능을 이용한 차음벽이나 또는 방

Fig. 8 Unit weights of test specimen

Fig. 9 Flexural strength of test specimen

Table 6 Weight change after freezing and thawing test

Mix no. Weight change (%)

1 ~ 11 −1.5 ~ + 2.0

ALC −5.2

Cellstone −60

Fig. 10 Compressive strength of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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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벽 내부에 설치하는 흡음재는 프라스틱 재료나 섬유질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섬유질계 재료는 흡음성

능은 우수하나, 사용연한이 지날수록 형태가 변형되어 원

래의 성능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본 연구에서의 동

결융해시험은 일반적으로 강한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

에는 300 사이클 (−18
o
C~ + 2

o
C: 1 사이클 :약 4시간) 까

지 시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 시험으로 일반 시멘

트 콘크리트의 표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100 사이

클까지만 실시하였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폴리머 디스퍼션과 시멘트 복합체를 결합재로 사용할 경

우, 중량변화는 아주 작았으며 외관도 전혀 변함이 없었

다. 그러나 ALC는 표면의 작은 균열과 함께 표면이 열

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셀스톤은 60 사이클에서 붕괴되어

표면에서 조직이 떨어져 나갔다. 

4.1.5 관내법에 의한 흡음률 시험

방음벽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흡음형, 반사형, 간섭형,

투명형, 채색형, 콘크리트, 목재 방음벽 등이 있으며, 방

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

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 dB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 Hz의 음에 대하여 25 dB 이상, 1,000 Hz의 음에 대

하여 30 dB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음벽의 형태

중 흡음형 방음판의 흠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500, 1,000 및 2,000 Hz에서의 흡음률 평균 (NRC)이

70%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7)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

험은 관내법으로서 저주파 시험기와 고주파 시험기를 사

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용주파수 범위는 125 Hz~6,300 Hz

범위이다. 그리고 본 흡음률 시험은 많은 배합중에서 강

도 및 내구성 면에서 우수한 배합을 대표적으로 선택하

여 실시하였다. Fig. 12는 관내법에 의한 흡음률 측정 결

과이다. 시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폴리머 디

스퍼션을 결합재로 사용한 펄라이트 흡음재는 배합에 상

관없이 주파수 400 Hz 이하의 흡음계수가 0.4 이하로 낮

았으며,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작은 흡음계수를 나타냈다.

또한 주파수가 800 Hz 영역에서 가장 높은 흡음계수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높은 흡음계수를 나

타내기 위해서는 표면이 소프트하고 공극이 많은 섬유계

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흡음재와 같이 일정

한 강성이 요구되는 재료는 저주파영역에서의 흡음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저주파에서 얼마나 흡음

계수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흡음재

의 성능을 평가할 때, 모든 영역에서의 흡음계수에 대한

평가보다는 대표적인 주파수인 250, 500, 1,000 및

2,000 Hz에서의 흡음계수 평균을 흡음재의 감음계수 (NRC)

라 하여 평가한다. 폴리머 디스퍼션을 결합재로 사용한

경우 흡음재의 감음계수 (NRC)는 0.43 ~ 0.51로 낮게 나

타났다. 이는 ALC의 일반적인 감음계수 0.2 ~ 0.3에 비

해 우수하였으며, 0.7 ~ 0.8의 감음계수를 나타내는 셀스

톤에 비해서는 감음계수가 현저하게 작게 나타났다. 이

는 흡음재를 제작할 때, 가능한 한 공극을 많이 확보하

도록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관내법에 의한 흡음률

시험을 위한 작은 시험편을 제작하는 데는 폴리머 디스

퍼션을 결합재로 사용할 때의 한계점이 있었다. 반면 무

기질 결합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배합번호 12-1의 시험편을 제작한 후, 60
o
C에서

양생된 경우와, 배합번호 12-2와 같이 800
o
C에서 소성시

킨 경우에 흡음계수 시험결과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물

론 강도면에서도 소성한 경우가 컸으며, 흡음계수 역시

우수하게 나타나 감음계수가 0.72로서 0.56에 비해 큰 값

을 나타냈다. 이는 800
o
C 소성에 의해 무기질 결합재에

공극을 부여하였으며, 강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이 값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서의 흡음재로서

감음계수 0.70을 상회하기 때문에 흡음재로서 적당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성 및 대량생산에 따른 문제점에 의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Fig. 11 Specimen conditions after freezing and thawing test

Fig. 12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of test specimen using

polymer dispersion and silicone type b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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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잔향실법을 위해 제작된 흡음용 패널의 성능시험

흡음재의 흡음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중에서 전술한 관

내법은 시험편의 제작과정 및 크기에 따른 영향이 커 실

제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여 잔향실

법에 의한 흡음률 시험이 가장 정확한 흡음계수를 측정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내법에 의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최적의 흡음용 패널 배합을 정하여 이

배합으로 만든 흡음용 패널에 대한 압축강도, 동결융해

시험 및 잔향실법에 의한 흡음계수를 측정하였다. 

4.2.1 흡음용 패널의 압축강도

Table 4의 배합으로 흡음용 패널 제작시 가압하중을 달

리하여 패널을 제작하였다. 제작 후 28일간 기중양생을

실시한 후, 패널을 50 × 50 × 50 mm로 절단하여 압축강도

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본 시험편

의 압축강도는 ALC와 비교해 비슷하며, 셀스톤에 비하

면 큰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흡음용 패널 제작 시 가압

하중에 따라 강도를 높일 수 있으나 치밀한 조직구성은

오히려 흡음률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과하중에 의한 펄

라이트 입자가 깨질 수 있다. 또한 현장 생산성 및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불리하므로 적절한 가압하중에 의한 단

면감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보통 흡음용 패널제작 시

가압하중에 따라 패널의 두께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4.2.2 흡음용 패널의 동결융해 시험

Table 4의 배합으로 제작한 흡음용 패널을 28일간 기중

양생을 실시한 후, 동결융해 시험을 실시하였다. 보통 시

멘트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 300 사이클 (−18
o
C ~ +2

o
C:

1사이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투수성의 재료에 있

어서는 60 사이클 미만에서 균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의 압축강도가 2.6 MPa 정도이

나 동결융해 사이클인 300 사이클까지도 외관상으로 전

혀 균열이나 탈락을 일으키지 않아 동결융해 저항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이는 결합재로 사용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에 다량의 폴리머가 함유되어 있어 동해에 대한

저항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13

은 동결융해 시험 장치 속의 시험체와 동결융해 후의 흡

음용 패널의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

4.2.3 잔향실법에 의한 흠음계수 측정 시험

잔향실법에 의한 방음벽의 흡음계수 측정 시험 결과는

Fig. 14에 나타냈다. 잔향실법에 의한 흡음용 패널의 감음

계수는 0.77을 나타내 흡음형 방음벽의 감음계수 기준 0.70

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저주파수 영역 (250 Hz -

500 Hz)에서 흡음계수가 0.84 ~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 고주파수 영역에서도 0.57 ~ 0.77 정도로 비교적 높

은 흡음률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잔향실법 시험용

시험체는 흡음용 패널의 뒤쪽에 45 mm의 공기층이 형성

된 현장에 직접 시공될 수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공기층에 의한 흡음효과는 상당히

개선된다. 본 실험에서도 관내법과 같이 주파수 200 Hz

이하에서 흡음계수가 0.4 이하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

은 흡음재가 섬유계와는 달리 표면이 딱딱한 재료이기

때문에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흡음용 재료의 평가에 있

어서는 감음계수에 의한 평가가 일반적이며 보편적이다. 

5. 결 론

펄라이트를 이용한 방음벽의 흡음소재 개발에 관한 기

초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펄라이트를 이용한 흡음재의 단위용적중량은 0.3 ~

0.65 g/cm
3
 범위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ALC의 0.53 g/cm

3

와 비슷하고 초경량 재료인 셀스톤의 0.23 g/cm
3
 보

다는 약간 컸으며, 폴리머 시멘트비가 클수록 단위

용적중량이 작게 나타났다. 

2) 폴리머 디스퍼션을 혼입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를

결합재로 한 각종 배합조건에서 흡음재로서 적당한

압축강도, 휨강도 및 동결융해 저항성을 얻을 수 있

었다.

Table 7 Weight change after freezing and thawing test

Pressure load

(kgf)

Compressive strength

(MPa)
Volume ratio

5,000 1.5 1.00

7,500 2.6 0.90

10,000 3.0 0.75

15,000 3.5 0.65

Fig. 13 Freezing and thawing tester and specimen after test

Fig.  14 Sound absorption coefficient of test specimen by

reverberation roo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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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내법에 의한 흠음재의 감음계수는 폴리머 디스퍼

션을 결합재로 사용한 경우 0.48 ~ 0.51, 무기질 결

합재를 사용한 경우 0.72를 나타냈다. 

4) 잔향실법에 의한 흡음용 패널의 흡음계수는 저주파

수 영역 (250 Hz ~ 500 Hz)에서 0.84 ~ 1.00, 고주파수

영역에서 0.57 ~ 0.77로 비교적 높은 흡음률을 나타

냈으며, 감음계수도 0.77로 방음벽의 환경부 고시

기준인 0.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직접 현장에서 방

음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배합조건으로 평가되었다.

5) 본 연구 결과, 잔향실법에 의해 평가해 볼 때 폴리

머 시멘트 슬러리를 결합재로 사용하여 제작한 펄

라이트 흡음패널은 적절한 역학적 성질을 보유하면

서 흡음성능이 우수하여 폴리머 종류 PA, 폴리머

시멘트비 20%, 물시멘트비 48%, 319 kN/m
2
의 가압

조건, 28일간 기중양생의 최적배합 및 제작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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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펄라이트를 이용한 흡음재료의 흡음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최적배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재로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와 무기질 결합재를 사용하여 흡음재료를 각종 배합조건에 따라 제작하여, 강도, 동결

융해 저항성, 그리고 흡음성능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관내법에 의한 흠음재의 흠음계수는 배합에 따

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폴리머 디스퍼션을 결합재로 사용한 경우 흡음재의 감음계수 (NRC)는 0.48 ~ 0.51로 시멘트

만 결합재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방음벽의 환경부 고시 기준에서의 흡음재로서 감음계수 0.70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잔향실법에 의한 흡음용 패널의 저주파수 영역 (250 Hz ~ 500 Hz)에서 흡음계수가 0.84 ~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주파 영역에서도 0.57 ~ 0.77 정도로 비교적 높은 흡음률을 나타내 감음계수가 0.77로

높게 나타났다. 폴리머 디스퍼션을 결합재로 사용한 흡음재는 압축강도, 휨강도 및 동결융해 저항성 등에서 방음벽 재

료로서 적당한 성능을 발휘하였으며, 성능과 가격면에서 밸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배합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흡음재료, 펄라이트,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감음계수, 흡음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