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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 트의 바닥충격음  ․배수 소음 

감방안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Reduction Method of Heavy-weight floor impact sound

and Plumbing noise in Decrepit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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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ise  in apartment buildings are major factor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indoor noise environment. 

Particularly, the noise from children's running footsteps and  plumbing noise have caused the residents who live in 

decrepit apartment houses to uncomfortable environment. And as time go by, sound performance are getting worse 

according to the aging of the facilities. So this study deals with the plans to improve the sound performance of 

decrepit apartment house. To compare the noise reduction, we measured the heavy-weight impact sound level and 

plumbing noise level before and after changes the measurement conditions. As the results of measurements, the 

heavy-weight impact sound level were decreased when stiffness reinforcement were installed on slab. Especially 

the sound  level were decreased 2.1-7.6dB in 50-80Hz of low frequency range. Instead of PVC pipe system, cast 

iron pipe and triple elbow drain pipe systems were installed. Noise level were decreased 15dB(A) in 250Hz. Noise 

level of pipe system's on the slab is less than under slab one. On the contrary water saving stool showed 

increasing the noi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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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주택은 가용 국토면 의 소로 인한 토지의 효율

인 이용의 필요성과 부족한 주택을 단기간에 보  할 

수 있다는 주택공 의 용이성과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

는 국민의식의 변화,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인식한 투

기열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1980년 이후 속하

게 증가하여 재는 우리나라에 보 된 총 주택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은 도시나 

농 에 계없이 하나의 주택 유형으로서 자리를 차지하

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특성 - 다수의 세 가 한 장의 벽

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거주형태- 으로 인해 이

웃간에 불화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며 그 에 소

음이 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차음성능의 수 은 

지 까지의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

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웃세 간의 법정소송 까

지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 내 소음환경만족

도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차

음성능은 바닥충격음, 배수설비소음, 외부교통소음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조사 되었다.1) 그  좌식문화에서 나타

나는 량바닥충격음의 차음성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수 

설비소음이며 세 번째로 외부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바닥충격음의 경우 2004년 경량충격음 

2005년 량충격음에 한 확실한 정량  기 이 마련되

었으며 바닥충격음 차단을 한 표 바닥구조가 제시되었

다.2) 그러나 재의 거의 모든 아 트는 바닥충격음의 정

량  규제성능이 마련되기 에 지어졌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것들이다. 이러한 과거의 아 트들은 부분 아 트 

자 을 이거나 원가 감을 해 슬래 의 두께를 

150mm미만으로 시공하 다. 그러나 재 량바닥충격음

의 차단성능 기 이 슬래  두께 210mm 를 기 으로 하

고 있어 150mm미만의 슬래 에서 한 바닥충격음 차

1) 2006년 5월 서울 목동아 트 주민을 상으로 "공동주택 음환

경 만족도 설문"을 목포 학교 건축음향연구실에서 조사.

2) 주택건설기 등에 한규정[일부개정 2006.1.6 통령령 제1926

3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리기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5-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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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능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1980년  반부

터 바닥충격음 기 이 마련되기 까지 행 법규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을 만족하는 성능의 아 트는 거의 없는 

셈이다. 둘째 배수설비소음의 경우 공기 음과 구조

체 달음의 복합 인 발생과 생기기  건축구조의 상

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재까지도 많은 연구와 실

험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한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외부소음의 경우 재 1층- 5층은 실외소

음으로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를 기 으로 측정  평가

방법이 개정되어 창호의 성능에 따라 음향성능이 좌우 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내소음만족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닥충격음과 배수 설비소음의 

장측정을 통해 노후된 아 트의 음향성능을 평가하고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내용

2.1 바닥충격음

일반 인 노후된 아 트의 경우 아 트 자 과 원가

감이라는 목표하에 부분 150mm 이하의 슬래  두께를 

갖고 있다.3) 이러한 아 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향상

을 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크게 슬래  하부구조, 바닥슬

래 , 슬래  상부구조, 이 세가지로 나  수 있다. 

슬래  하부구조는 하부층의 천장과 그  슬래  사이

에 형성되는 공간을 말한다. 천장+천장공간에 한 차음

구조의 경우 경량충격음에는 효과 이나 량바닥충격음 

감에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

다.4) 둘째는 슬래  상부공간에 형성되는 바닥구조이다. 

재 다수 아 트에 용되고 있는 습식온돌공법의 경

우 “ 단 열 / 완 충재 ( 2 0 ~ 5 0 mm) + AL C ( 5 0 mm) + 름 모 르 타 르

(40mm)+바닥마감재” 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음향성능 

개선을 해 리모델링시 슬래 의 상부공간의 두께는 그

림 1에서와 같이 115mm정도로 제한되어지므로 ALC를 

사용한 습식구조를 사용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건식구

조의 사용을 검토하 다. 세번째는 바닥슬래  그 자체이

다. 바닥슬래 의 두께( 량)는 량충격음에 있어 그 차

단성능이 가장 확실한 지표이다. 표 바닥구조에서도 

210mm(벽식)의 두꺼운 바닥을 기 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이번 연구에서는 바닥충격음 감에 있어 150mm 이하

의 슬래 에서 용할 수 있도록 보나 보강  등의 슬래

 진동을 억제하는 강성보강을 극 검토하 다. 

2.2 배수 설비소음

배수설비소음의 경우 1990년  본격 으로 시작이 되

어 1991년 한주택공사의 공동주택 내부소음 기  설정

연구를 통해 소음의 평가방법이 구체화 되었다.5) 재까

3) 기존아 트에 용가능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바닥구조

의 개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보고서(2008)

4) 김 경우, 강재식, 이승언, 양 섭(2005), 천장  벽 구성방법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한국소음진

동공학회 문집 제15권 제 4호 pp 465-473

지 연구된 배수 설비소음 감방안으로 특수통기 시공, 

배 방식  배수  단열재, 욕실 천장마감재, 천장구조의 

차음설계, 수형변기, 이 배 , 당해층 배  등 다양한 

감방안이 연구되었다. 재 공동주택의 배수 설비소음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변기와 세면기의  배수시 배

수소음이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6) 따라

서 실측을 통해 문제가 되는 설비소음을 악하 다. 그리

고 배 재료의 변화와 당해층 배 방식, 수형변기를 검

토하여 소음 감 효과를 알아보았다. 

바 닥 슬 래 브  135m m

바 닥 상 부 온 돌 구 조  115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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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35mm 바닥슬래 의 실내공간 칫수(단면)

3. 측정내용  방법   

3.1 측정내용

1) 바닥충격음

바닥슬래 의 두께가 135mm인 벽식구조의 실험실을 

상으로 유한요소해석방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

용하여 슬래 의 하부에 H-beam의 최 보강 치를 선정

하고 실험실의 하부에 H-beam을 보강한 후 충격 가진시

험을 통해 보강 과 후의 량바닥충격음 감 정도를 평

가한 결과 슬래 와 H-beam이 일체화 되지 않아 강성보

강 후 비교시 주 수별 감효과는 단일수치값 2dB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7) 따라서 슬라  두께 

120mm의 의왕시의 노후된 D 아 트에서 슬래  상부에 

보강을 하는 역보를 설치하 다. 그림 2에서와 같이 beam 

보강재의 양 끝단을 벽면에 앵커링하고 슬래  바닥과 

beam 보강재 사이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일체화 하여 보

강 과 보강후의 량바닥충격음 감효과를 알아보았다.

5) 공동주택 내부소음기  설정 연구 - 배수 설비소음  실간

차음성능기 -, 한주택공사보고서(1991)

6) 신일섭(1993), 공동주택 내부소음 평가와 감 책에 한 연

구, 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

7) 임정빈(2007), 슬래  강성보강에 의한 량바닥충격음 차단성

능 연구, 07년 건설교통기술 R&D 성과포럼 논문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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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빔
T형(ㄱ형강 2개 접합)

H×B(80×80㎜) t(7㎜)

pc 패널
size: 600×600, 콘크리트 강도(fck): 24N/㎟

와이어 매쉬 강도(fy): 400N/㎟ 두께:40,45㎜

주철관 지름: 100㎜, 바깥지름: 118㎜ 관두께: 6.8㎜

3중엘보

 Z1:77.5㎜

 Z2:72㎜

 L1:155㎜

 L2:77.5㎜

 L3: 50㎜

 L4:133㎜

 φD:114㎜

건식구조의 경우 일반 인 지지구조의 재료는 부분 

탄성체인 고무로 량충격음의 달량을 감시키고 있다. 

하지만 고무지지구조의 경우 량바닥충격음의 평가량에 

향을 주는 주  역에서 충분한 차단효과를 내지 못

하며 지지구조를 강체로 변경하 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격음이 그 로 슬라 에 달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

다.8) 량바닥충격음은 주  역의 충격음에 의해 그 

차단성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강성보강 후 강체지지구조의 

충격력이 슬라 에 바로 달되지 않고 1차로 보강빔에 

충격력이 달되도록 하여 나슬래 와의 감량만을 단순 

비교하 다.   

그림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슬래  상부구조의 공간은 

115mm 정도로 제한이 된다. 따라서 115mm이내의 상부공

간에 용 가능한 pc패  건식구조를 설치하 으며 패

의 두께는 40mm와 45mm 두종류로 하 다. 

보강빔과 pc 패 의 spec은 다음과 같다.

표 1. 보강빔과 pc패  spec  

   

그림 2. 강성보강설치  건식구조에 사용된 PC패

2) 배수 설비소음 

공동주택의 배수 설비소음을 측정하기 해 경기도 

의왕시의 D아 트에서 측정을 하 다. 배수 설비소음의 

경우 배 의 교체와 당해층 배 으로의 교체 그리고 수

변기로 교체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상하층세

 세곳의 화장실의 변기, 세면기, 욕조 ,배수음을 측정

하 으며 각각에 하여 당해층 배 방식, 주철 과 3 엘

보를 사용한 배 재료변경, 수형변기를 설치함으로서 직

하층에서 욕실과 거실 침실에서 설치  후의 소음 감

량을 비교하 다. 실험에 사용된 주철 과 3 엘보의 spec

은 다음과 같다.

8) 주문기, 박종 , 황성일, 오양기(2007), 난방패  건식지지구조

의 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한 연구, 07년 건설교통기술 

R&D 성과포럼 논문발표회

표 2. 측정에 사용된 주철   3 엘보 spec

   

           주철                     3 엘보

   

당해층배

그림 3. 사용된 배 재료  당해층 배 설치 모습

3.2 측정방법

1) 바닥충격음

측정은 KS F 2810-29)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장측정 

방법(표  량충격원에 의한 방법)에 의해 측정을 하

다. 측정 의 치는 2005년 건교부고시(2005-189)10)에 지

정된 치로 하 다. 음원의 치는 앙 과 외곽1지 으

로 하여 보강  후의 감량을 알아보고자 하 다. 측정

의 편차를 이기 하여 측정 에 충격원인 뱅머신의 충

격력과 형, 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  체크하 다. 측

정에 사용된 측정기기와 측정 치를 각각 표3과 그림4에 

나타내었다.

2) 배수 설비소음

재 국내에서는 배수 설비소음에 한 측정기 이 

새로 제정 이며 이를 반 하도로 하 다. ① 욕실 내 각

 9) KS F 2810-2, (200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장 측정방법/표

량충격원에 의한 방법

10) 주택건설기 등에 한규정[일부개정 2006.1.6 통령령 제192

63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리기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5-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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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도꼭지의 사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음의 측정은 

설정되어 있는 수압 조건에서 핸들을 최 로 개방한 상태

에서 실시하 다. ② 수세식 변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음의 측정은 수 을 막은 후 물탱크의 물을 완 히 

배수한 상태에서 다시 수 을 최 로 개방한 후부터 물

탱크에 물이 찰 때까지 측정을 실시하 다. ③ 욕조 사용

에 따라 발생하는 수음의 측정은 욕조내의 배수구를 막

은 후 수 을 최 로 개방한 상태부터 물이 욕조의 최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측정을 실시하 으며 샤워꼭지 

사용에 따른 수음의 측정 한 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 샤워꼭지의 높이는 샤워꼭지 거치 의 

최고 높이로 하 다. ④ 세면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음의 측정은 세면  내의 배수구를 막은 후 수 을 

최 로 개방한 상태부터 물이 세면 의 최 높이에 도달

할 때까지 측정을 실시하 다. 배수음 측정의 경우 물탱크

에 물이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수 을 막고 물이 완

히 배수 될 때까지의 시간동안 측정을 하 다. 

측정실은 직하층으로 하여 욕실과 침실 거실을 상으

로 하 다. 욕실의 경우 수음 을 앙1 으로 하고 거실

의 경우 욕실 문으로부터 거실이나 복도 등 기타 공간 쪽

으로 1 m 이격된 지 에서 출입문의 앙 지 을 포함하

여 총 2개 지  에서 실시하 으며 침실은 실 벽면 등으

로부터는 0.5 m 이상, 마이크로폰 사이는 0.7 m 이상 떨

어지고, 공간에 균등히 분포한 3 의 치에서 실시하

다.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모두 1.2m로 하 다. 측정기기와 

수음 의 치를 각각 표3과 그림4에 나타내었다.

표 3. 측정시스템

측정기기 제작회사 모델명

Analyzer
RION

01 dB

SA01

SVAN912

Microphone GRAS 40AR

Calibrator GRAS type 4230

Bang machine S&V korea FI-02

그림 4. 측정 수음  치

(○:바닥충격음, ■: 배수설비소음)

4. 측정  분석

4.1 바닥충격음 

1) 슬래  강성보강

바닥슬래  강성보강을 해 슬래  상부에 그림 2에서

와 같이 beam 보강재의 양 끝단을 벽면에 앵커링하고 슬

래  바닥과 beam 보강재 사이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일

체화 하 다. 

측정결과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성보강 후 비교

시 안방의 주 수별 감효과는 량바닥충격음평가에 

향을 가장 크게  수 있는 주  역인 50-80㎐에서 

2.1-7.6㏈ 의 감량을 나타내고 있다. 거실의 경우 안방

과 비교하여  역에서 감량이 다소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방과 거실의 구속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외곽타격지  4곳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안

방의 보강  단일지수 평가량을 계산해보면 63dB로 량

바닥충격음 기 인 5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보강 후 

같은 방법으로 단일지수 평가시 58㏈로 상당한 감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래 와 H-beam이 일체화 되

지 않아 강성보강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실험결과와 비

교하 을 때 슬래 와 보강재의 일체화가 충격력 감에 

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결과            (단 :㏈)

구분 음원 치 50㎐ 63㎐ 80㎐ 100㎐

안방

앙
보강 94.1 84.4 75.2 78.7

보강후 89.1 81.3 73.1 71.6

외곽
보강 87.4 80.5 69.9 75.1

보강후 81.1 76.9 62.3 70.4

거실

앙
보강 91.1 86.9 70.0 67.1

보강후 90.1 85.8 68.1 64.9

외곽
보강 92.8 81.6 72.1 70.7

보강후 89.2 71.2 63.4 67.6

125㎐ 160㎐ 200㎐ 250㎐ 315㎐ 400㎐ 500㎐ 630㎐

76.7 72.9 70.2 64.0 70.5 59.1 56.9 52.1

66.2 67.8 60.2 60.8 61.0 56.9 53.9 48.2

75.9 72.2 63.8 62.9 64.0 58.0 55.6 50.5

66.9 65.6 61.1 59.9 61.5 54.8 51.2 47.5

67.2 67.7 65.4 60.2 69.3 60.3 56.9 53.3

61.3 65.7 60.8 59.6 60.7 57.0 55.1 48.5

66.0 66.3 62.0 56.5 65.4 59.3 53.8 50.8

60.4 64.2 61.5 60.3 62.5 54.5 50.3 47.8

  

2) 건식구조 시스템  

량바닥충격음은 주  역의 충격음에 의해 그 차

단성능이 결정된다. 오디오 스피커의 경우 발생되는 음

의 진동을 제어하기 해 스피커 바닥에 핀포인트(pin 

point) 방식의 강제 지지 를 설치하고 있다. 이를 응용하

여 강체의 핀포인트 방식으로 pc 패 을 설치하여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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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슬래
강성

보강

보강+40㎜

패

보강+45㎜

패

50Hz 91.1 90.1 94.3 91.2 

63Hz 86.9 85.8 86.9 79.1 

80Hz 70.0 68.1 80.8 80.5 

100Hz 67.1 64.9 81.2 85.7 

125Hz 67.2 61.3 72.9 82.4 

160Hz 67.7 65.7 82.4 84.6 

200Hz 65.4 60.8 77.7 80.1 

250Hz 60.2 59.6 75.3 84.3 

315Hz 69.3 60.7 75.2 81.7 

400Hz 60.3 57.0 73.0 70.5 

500Hz 56.9 55.1 72.1 68.9 

630Hz 53.3 48.5 67.8 72.5 

결과 pc 패 의 두께와 상 없이 량충격음의 충격량을 

그 로 슬라 에 달시켜  감이 되지 않았으며 오

히려 100㎐ 역이상에서는 공진에 의해 증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슬래 에 pc패  강체지지구

조를 올려놓고 측정한 선행 연구 결과와 1차 충격력을 보

강 빔 에 달되도록 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시 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 거실 측정결과(음원 치: 앙)   (단 :㏈)

표 6. 안방 측정결과(음원 치: 앙)   (단 :㏈)

나슬래
강성

보강

보강+40㎜

패

보강+45㎜

패

50Hz 94.1 89.1 91.9 88.2 

63Hz 84.4 81.3 91.4 84.7 

80Hz 75.2 73.2 81.0 76.8 

100Hz 78.7 71.6 82.1 78.1 

125Hz 76.7 66.2 79.2 74.1 

160Hz 72.9 67.8 81.7 75.5 

200Hz 70.2 60.2 78.3 69.2 

250Hz 64.0 60.8 76.8 73.8 

315Hz 70.5 61.0 76.9 68.2 

400Hz 59.1 56.9 75.5 62.2 

500Hz 56.9 53.9 71.2 60.2 

630Hz 52.1 48.2 72.6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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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결과(거실:상, 안방:하)

4.2 배수 설비소음

아 트 라인  세곳의 화장실을 선정하여 각각 배 교

체, 당해층 배 , 수변기 교체를 하여 직하층에서 변경 

과 후 측정을 하 다. 거실의 경우 배경소음과의 벨차

가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결과를 제외하 다.

1) 당해층 배 방식

당해층 배 방식의 경우 재 시공되는 방식인 천장배

방식에 비해 배 이 직하층 천장으로 지나가지 않기 때

문에 직하층으로의 달소음이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기 ․배수음에 해 당해층 배 과 후를 직하층에

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변기 수음 측정결과 (상: 침실, 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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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변기 배수음 측정결과(상: 침실, 하: 욕실) 

측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수음의 경우 NC 곡선을 이

용해 실내소음을 평가 하 을때 NC 20-25 사이로 주택의 

침실의 허용기 에 만족할 수 있는 수 의 소음이다. 한 

감량이 크지는 않지만 당해층 배 방식을 용하 을 

경우 500㎐ 역 이상에서 상 으로 큰 감소를 나타내

고 있다. 변기배수음의 경우 침실에서는 NC 30-35 욕실

에서는 NC 56-60 으로 침실보다 욕실에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 으로 수음 보다는 배수음이 더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해층 배  후 결과를 

살펴보면 욕실에서의 감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소음이 인 침실에 비해 직하층 욕실로 더 크

게 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  역보다는 

고주  역인 500㎐ 이상 역에서 10㏈ 이상의 감량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변기 배수음의 경우 

당해층 배 으로 인해 고주 수 성분이 주 수 성분에 

비해 달과정에서 상 으로 쉽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2) 수형변기

수형변기의 경우 배수시 체소음 벨은 큰 차이가 

없으나 배수유량의 차이에 의해 주  역에서 소음

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11) 수형 변기

를 교체하기 (재래형 사이펀식)과 후(사이펀제트식)의 

11) 조창근, 신일섭, 손장열(1992), 공동주택의 배수설비 소음 

특성  향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0호 pp

111~117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변기 수음측정결과    (단 dB(A))

구분 63 125 250 500 1㎑ 2㎑ 4㎑

침실
교체 9.9 22.1 25.2 25.9 23.6 23.8 22

교체후 8 19.4 24.4 21.1 20.8 21 22.8

욕실
교체 3.1 13.9 18.2 21.5 21 21.1 19.5

교체후 0.6 12.9 16.5 18.4 20 19.8 20.8

표 8. 변기배수음측정결과    (단 dB(A))

구분 63 125 250 500 1㎑ 2㎑ 4㎑

침실
교체 12.8 23.6 26.6 29.2 29.2 24.3 20.5

교체후 23.2 31.5 34.2 36.9 36.9 35 24.5

욕실
교체 11.6 21.3 29.9 31.6 35.5 35.2 34.4

교체후 9.4 21 32 35.6 39.6 41.6 37.6

  

수음의 경우 로우탱크내 세정수량의 차이에 의해 

수형변기로 교체하 을 때 소음 감이 다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배수음의 경우 사이펀제트식이 

사이펀식에 비하여 소음 감면에 다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수형변기(사이펀제트식)로 교체하 을 경

우 소음 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기와 세면기의 배수 소

음 특성에 한 선행연구12)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배

수음의 경우 수형변기에 사용된 수량보다는 배수시 세

정수의 배출과 동시에 트랩 수의 와류형성에 의한 사이

펀작용 효과를 크게 함으로서 배수 내 유속에 따른 충격

음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3) 배 재료변경

직하층 욕실 천장에 재 배 재료로 사용되는 PVC 보

다 비 이 큰 주철 과 3 엘보로 변경하여 측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변기

12) 이태강, 고 필, 최은석, 김항, 김선우,(2007) 수압변화에 따

른 변기와 세면기의 배수 소음 특성에 한 연구, 한국

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제1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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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

욕조

그림 8. 배수음 측정결과(침실)

변기

세면

욕조

그림 9. 배수음측정결과(욕실)

주철 으로 교체하여 측정결과 침실의 경우 주 역

에서의 감량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주  

역으로 갈수록 감량이 작아지고 있다. 특히 250㎐ 

역에서 가장 큰 감량을 보이고 있고 세면기의 경우 약 

15㏈이상의 감량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이상 역

에서는 벽체의 차음효과에 의해 감효과가 거의 나타나

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욕실에서 측정결과는 소음

감량이 비 이 큰 주철 과 3 엘보 모두 pvc 에 비해 

250-1㎑ 역에서 가장 큰 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주  

역에서 주철 이 소음 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철 과 3 엘보 비교시 주철 이 고주  역에서 소

음 감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공성이나 

련 공사비 면에서 다소 불리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지 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실내 음향성능인 층간소음과 

배수 설비소음을 평가하고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해 다양한 방법의 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량바닥충격음의 경우 재 법 기 을 크게 상회

하고 있었으며 슬래  상부에 강성보강을 함으로서 량

바닥충격음의 평가에 향을 주는 주 역인 50-80㎐

에서 2.1-7.6㏈ 의 감량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강체지지

의 경우 감보다는 증폭이 됨으로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② 배수 설비소음의 경우 문제가 되는 소음은 수음

보다 배수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당해층 배 방식의 경우 변기 배수음이 안방에 비해 

욕실에서의 감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  역보다는 고주  역인 500㎐ 이상 역에서 

10㏈ 이상의 감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④ 수형변기(사이펀제트식)로 교체 하 을때 직하층

에서의 배수음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배수  재료 변화시 일반 PVC 에 비해 주철과과 

3 엘보를 용시 소음 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주  역에서는 주철 이 3 엘보에 비해 소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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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시공의 편리성이나 공사비

를 비교할 때 3 엘보를 이용할 경우 유리할 것으로 단

되었다.

따라서 실험 결과 실내에서 문제가 되는 량바닥충격

음과 배수 설비소음의 경우 강성보강과 함께 당해층 배

과 배수 을 변경할 경우 실내음향성능이 개선될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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