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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공성홉음재의 흡음률에 미치는 요소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흡음재의 두께, 밀도, 공기충, 표면처리, 흡음 

재의 조합 둥에 따른 흡음률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공기 

충올 두고 시공하면 저역 • 중역에서의 흡음률이 현저히 

증가하며, 유공판, 판상흡음재 둥과 적절히 조합하면 보 

다 넓은 범위에서 좋은 흡음률을 갖게 됨올 알수 있다. 

또한 최대흡음률을 갖는 두께가 人/4로 예상되지만, 흡음 

재의 구조에 따라 음의 경로의 유효길이가 늘어나 그보 

다 작은 두께일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varying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by experiment.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of specimens are measured to 

know the effect by the change of density, back air 

space, combination of material, etc. When the porous 

materials are mounted with some air space between 

materials and rigid wall, sound absorption coefficients 

at low and middle frequencies increases, as if they 

have larger thickness, We can get better coefficients if 

we combine porous material with perforated plate or 

other materials adequately. We usually have maximum 

coefficients at the thickness of A/4. But it is 

expected that the smaller thickness have the maximum 

because of the extended sound path by the porous 

structure of sound absorption material.

I .서 론

건물의 실내음향설계, 작업장의 소음감소, 도로방음벽 

둥 차음구조물의 충진재로서 다양하게 홉음재가 사용되 

고 있다. 지금은 환경소음 또는 제품의 소음감소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흡음재를 

적절히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다공성 홉음재는 종류가 다양하고 성능도 각각 

달라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오게된다. 그래서 흡음 

재의 종류, 공기층, 두께, 밀도 등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 

여 흡음재의 선택 및 시공에 대한 기본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흡음재의 종류 및 측정방법

2.1 흡음제 개요

홉음재는 외양과 흡음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 

다. 흡음이란 흡음재료에 입사된 소리 에너지가 열 또는 

진동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으로서 실내의 소음제어에 유 

용하다.

다공성 흡음재는 넓은대역에서, 특히 중• 고주파 대역 

에서, 높은 흡음률을 가지기 때문에 소음제어에 중요한 

재료이다. 기본 흡음원리에 따라서 흡음재를 분류하여 표 

1에 나타낸다.

표 1. 홉음원리에 따른 홉음재의 분류

흡음 

원리
:펴류.:] 벼 고

점 

성 

마 

찰

다공질재 

（연속기포） 

중•고음역）

유리면,암변, 

폴리우레탄 

foam 돟 

쌀포수지 

재로r 

서라믹타일, 

발포알루미 

늄판, 경량기포 

모로타르, 

晋리에릴랜 동 

각종섬유, 

펄프, 쁭型 

섬유재료

수많은 기공이 연결되어 있는

연속기 포구조로서, 새크기의

조합비욜에 따라 최대홉음주파수가 

달라짐

유공판 

（중음역）

유공판（尚윰 

재+공기충）, 

발포알早미늄 

판,

강압시 对트판, 

석고보드, 

알루미늄푼,

합판

f~ V。+0.8谖）•乙

P： 개구율（＞0.2）, t： 판두께, 

터 흘직경, L： 강벽과의 간격

내

부

마

찰

（판의

진동）

판/얇은 막 

（저음역）

석코판 FVF
필홈
발포:수치 재

료외 독럽기포,

주로 다른

■&음재와

함께 사용

/= 6000_

\ m - d
m： 면밀도 [kg/m*], 

d： 강벽과의 거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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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매끈한 쇠나 콘크리트의 경우와 같이 입사에너 

지가 모두 반사하면 흡음률은 0에 가까우며 , 좋은 다공 

성 흡음재는 흡음률이 0.9정도가 되며, 극단적인 예로 창 

문이 열려 있는 경우와 같이 반사가 없으면 흡음률이 1 

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 때는 잔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

흡음률은 흡음재의 종류, 주파수, 입사조건에 따라 다 

르게 된다. 흡음률은 실용적으로 난입사 조건에 해당되는 

잔향흡음률이 많이 사용된다.

흡음재가 가져야 되는 기능은 적용대상에 따라 흡음률 

외에 내화성, 내후성, 내수성, 내부식성 둥이 요구된다. 이 

러한 기능성 흡음재의 예로서는 다공성 세라믹타일, 기포 

콘크리트, 발포 알루미늄판, 합성섬유 둥이 있으며 최근 

에는 흡음재의 이러한 기능성 흡음재의 개발에 더 중섬 

올 두고 있다. 흡음재는 적용에 있어서 여러 흡음 기능올 

복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장착방법과 흡음재의 표면처 

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성이 없는 다공성 흡음재에 

는 보통 유리천, 직물, 유공비닐판 둥으로 보강하여 마감 

하게 된다. 표2에 표면처리의 적용예를 나타낸다.

표 2. 다공성흡음재의 표면처리

표면 마감재 적용시 유의 사항

n 물모양, 
금속 lath 흡음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통기성 천 
직물, glass 
cloth）

접착제가 기공올 막지 않도록 주의

박막
(PVF film)

두께 0.05mm 이하, 인장력이 존재하지 

않게 펼것

유공판
（알루미늄,기타 
재질 판）

개구율〉20%, 가능한 한 작은 훌

2.2 실내소음 감소륻 위한 흡음제의 적용예

작업실내에 소음원이 있올 때 소음원과 작업자를 분 

리하는 차음방법에 우선하여 벽면 등을 흡음처리하여 전 

체적인 음압레벨올 낮출 수 있다. 흡음설계를 위해서 먼 

저 소음의 주파수분석올 통하여 소음의 주요 주파수 성 

분올 파악하고, 해당 주파수에서 흡음력이 강한 흡음재를 

선정한다.

흡음재를 실내에 사용하여 소음올 줄이고자 할 때에 

는 다음 공식올 적용한다.

SPL = PWL + 10 log （丁Q节 + 쏨）

여기서 SPL（음압）, PWL（음향출력）,

Q（지향성Factor : 바닥에 있을 때 2）

r : 음원으로부터의 거리

R（실정수） = 书으3， a（평균흡음률） = S（벽의충면적）

실정수 日은 실내벽체의 흡음력과 비례적 함수관계를 

갖는다. 흡음재를 적용하므로서 실내소음올 감소시킬 수 

있는데, 홉음처 리에 의 한 감쇠량은 다음과 같다.

Z1L = L2 _ L1 =1이% 夸一 =1이四 으一£二으2 [ ＜出] 
Kt a 2 （ Il a 1 ）

2.3 흡음률 측정방법

입사음 에너지와 반사되지 않고 재료안으로 들어가서 

열이나 진동에너지로 흡수되거나 투과되는 에너지의 비 

를 흡음률이라 한다.

흡음률의 측정방법은 KS F 2814 （관내법에 의한 건축 

재료의 수직입사흡음률 측정방법）, KS F 2805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방법）에 의하였다.

관내법은 정재파비 측정장치의 튜브의 한쪽에는 홉음 

재 （직경 99mm 및 29mm）를 장착하고 다른 쪽에서 스 

피커로 음압올 발생시켜 정재파를 발생시키고 그 최대음 

압과 최소음압의 비를 측정하므로서 수직입사음에 대한 

흡음률올 측정하는 방법이다.

흡음률은

여기서

a = 1 _ (n-1)2 
° 1 S+l)2

정재 파비
尸（최대음압） 

P彻汤（최소음압）
n —

이 방법의 장점은 작은 시료로서 높은 정밀도로 측정 

할 수 있다는 점이며, 흡음재의 개발, 품질관리 또는 재료 

선택시 유리한 방법이다.

잔향실법은 잔향실내에 시료가 없올 때의 잔향시간과 시 

료가 있올 때의 잔향시간의 차를 측정하므로서 흡음률올 

측정하는 방법이다.

흡음률은 °=藉（女一专）

여기서, V （잔향실의 용적）, c （음속）, S （시료의 민 

적）, Ts （시료 있올 때의 잔향시긴-）, To （시료없을 때의 

잔향시간）

이 방법의 장점은 실상황과 비슷한 전방향입사에 대한 

흡음률을 측정한다는 점과 다공성 흡음재외에 판상 흡음 

재（ 200 Hz 내외 공진）, 공명기형 흡음재의 흡음률도 측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큰 시료 （보통 3 m 

X 4 m）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III. 실험내용

다공성 흡음재의 흡음률에 영향에 주는 요소를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하고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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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향실법의 흡음률 측정은 Building Acoustic Analyzer 

（B&K 4418）올 사용하였으며, 관내법의 수직 

입사흡음률은 Standing Wave Apparatus （B&K4002）를 

사용하였다.

표 3. 실험조합에 따른 흡음률

点험
뵨•류

「為음게"*■성 f

（mm） 두께 
（皿>）

킿"
ton）

毕"수 [Hz）
비고

250 500 100C 200C

A
（두깨）

유공 PP 판 

（개구을38%）+ 
폴리우레탄폼

25 - 0.11 0.21 0.61 0.96 정재파 

비법

50 - 0.4E 0.6C 0.79 0.82

B
（밀도）

유리면

（밀도40kg/m‘）
50 - 0.6J 0.95 0.74

참고문헌

[1]유리면

（밀도lOOkg/m'）
50 - 0.92 1.00 0.79

C-1 
（공기 

충）

직물+유공 AL 
판+유리면

25 0.22 0.47 0.82 0.98
잔향실법

- 25 50 0.46 0.9C 0.82 0.97

C-2 
（굥기 

충）

세라믹吾음핀: 10 - 0.0E 0.11 0.27 0.66
잔향실법

•• 10 100 0.7< 0.81 0.79 0.60

D 
（판진 

동）

강압시멘트판

（KS F 3210）
+ 유리면

50 - 0.3E 0.24 0.14 0.09
찬향실법, 

0.65 
（125Hz）

E
셀크 

기）

PU FOAM
（셀크기: 대）

40 - 0.41 0.91 0.82 0.85

관내법
PU FOAM
（셀크기: 소）

40 - 0.31 0.8C 0.96 0.83

F-1 
（조합）

슬릿 AL 판1+ 
PVF필름+ 

유리면50+공기 
충45+강판 1.6 
（도로방음판）

50 45 0.91 0.8f 0.76 0.63 잔향실법

F-2 
（M 합）

마감직물+발포 

AL 판9+유리면 

50
59 - 0.9C 0.6S 0.62 0.58

잔향실법, 

0.50（ 125Hz）

G
（표면

처리）

유공판+유리천 

+유리면50
50 - 0.4c 0.84 0.76 0.86

관내법
유리천 + 

유리면50
50 - 0.4c 0.8C 0.76 0.84

H
시험

방법）

암면 （밀도 100 
kg/m*）

50 - 0.3c 0.7C 0.69 0.81 관내법

50 - 0.91 0.96 1.03 0.86 잔향실법

IV. 실험결과 고찰

실험 A는 PU foam 흡음재의 두께가 25 mm, 50 mm 

일 때의 흡음률올 측정한 것이다. 두께의 중가에 따라 

250-1000 Hz에서의 흡음률이 증가하였다. 2000 Hz에서 

는 약간 감소하였는데 파장의 人/4 인 43 mm 두께에서 

최대흡음률이 예상되나, 실제는 25 mm 두께에서의 흡음 

률이 더 좋았다. 이는 음파가 "다공성 흡음재를 통과할 

때의 유효길이가 증가한다”고 해석해도 좋올 것으로 본 

다. 통상 2000 Hz에서는 약 20 mm 두께에서 최대 흡음 

률올 나타내고 있다. 또한 두께가 50 mm이상이 되면 흡 

음률의 증가율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실험 B는 유리면의 밀도가 40 kg/m', 100 kg/m'일 때의 

흡음률이다. 문헌[1]에 의하면 유리면 흡음재의 밀도가 증 

가하면 단위체적당의 fiber수가 많아져서 흡음률이 증가 

하며, 밀도가 100 kg/m'< 초과하게 되면 음의 재료내부 

의 침투가 방해되어 오히려 흡음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실험 C는 흡음재의 뒤에 공기층 （back air space）올 두 

었올 때와 공기충이 없올 때의 흡음률의 차이를 나타낸 

다. 홉음률이 저역에서 크게 증가하며, 고역인 2000 Hz에 

서는 약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D는 판진동에 의한 흡음을 나타내는데 저역이 

125 Hz에서 0.65의 큰 흡음률올 나타내나 그 외의 모든 

주파수에서 낮은 흡음률을 나타내어 넓은 주파수 범위에 

서 좋은 흡음률을 기대하는 실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진동의 다른 단점은 판이 진동하여 음 

향에너지를 감쇠시키기도 하지만, 판이 음향 방사체의 역 

할도 한다는 점이다.

실험 E는 흡음재의 구성 셀크기에 따른 흡음률의 차이 

를 보인다. 셀이 큰 흡음재는 낮은 주파수인 500 田에서 

091의 흡음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셀이 작은 흡음재는 

1000 田에서 0.96의 흡음률을 보이고 있다. 흡음재의 개 

발시에는 셀크기, 열린셀과 닫힌셀의 비율, 밀도 둥의 변 

화에 따른 흡음률을 직경 99 mm의 적은 시료로 측정할 

수 있는 관내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 F1 은 넓은 범위에 주파수에서 좋은 흡음률을 얻 

기 위한 조합 흡음구조물（도로방음판）에 대한 측정이다. 

AL판과 PVF필름의 판진동으로 저역인 250 Hz에서 0.91 

의 높은 흡음률올 보여주고 있다. 고역은 유리면에서 점 

성마찰 흡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F2는 넓은 범위에 주파수에서 좋은 흡음률올 얻 

기 위한 다른 예를 보여준다. 기능성 흡음재인 발포 알 

루미늄판이 판진동 흡음력과 점성마찰 흡음력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넓은 범위에서 흡음력을 갖기 위하여 댐핑 

재로 유리면을 채운 구조이다. 통상 낮은 주파수 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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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높은 흡음력올 갖기는 어려운데도 250 Hz에서 0.90 

의 높은 흡음력을 보이고 있다.

실험 G는 재료의 디자인, 결점보완을 위하여 실시하는 

표면처리는 실용상 중요하며, 이에 따른 흡음률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다. 개구율이 큰 유공판으로 마감을 하여 

도 흡음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외에도 그물 둥은 

음이 잘 통과할 수 있으므로 흡음률의 변화가 작다. 그러 

나 음이 통과하기 어려운 알루미늄박으로 마감할 경우는 

흡음률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日는 수직입사 흡음률과 여러방향으로 입사하는 

음에 대한 잔향흡음률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 잔향 

흡음률은 각 방향에 대한 합성 흡음률이므로 보다 큰 값 

올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흡음재의 표면올 물결모양으로 하여 표면적 

올 크게 하는 방법 둥 흡음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V. 결 론

흡음재에 대한 여러 시험으로 흡음재의 선정 및 시공을 

위한 일반적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공기층의 변화, 두께의 변화 등에 대한 흡음률에 미치는 

영향올 조사하였는더】, 여기서 얻은 흡음률의 변화는 문헌 

의 내용과 대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흡음설계시에는 

여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 위에 문헌과 자료을 참조해야 

될 것이다. 현재 다양한 기능성 홉음재의 개발 및 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실정이며, 더 많은 개발과 실험이 

요구되고 있다. 홉음재의 설계 및 시공에 본 시험결과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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