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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산업화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양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있는형식이공동주택형태의아파트이다 아파트는경제성.

장과더불어문화적수준이향상됨에따라보다안락하고편리함

을 추구하는경향으로흐르고있으며 더욱더고급화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이다 보니 음 환경 부분에서.

피할수 없는문제로대두되는것이아파트상하간의충격소음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용수의 급배수 문제가 각 세대

간의 미묘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욕실 양변기배수 시 발생되는소음을실험을

통하여 고찰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실험방법 및 내용2.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변기를 대상으로 횡지관 과

곡관을 변경시키면서반복 실험을 실시하였다 배관의 종류에.

따른소음을파악하기위하여 과 같이Table.1 VG-1, VG-2, FG-2,

중배관 관 나선관을횡지관으로선정하였고 곡관 종류에2 , NC , ,

따른 소음을 파악하기위하여일반엘보 이중엘보(DRF 100), (L)

및 이중엘보 을 선정한 후 실험을 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S) .

사용되고있는 일반 배관구조와곡관을변경한 배관구조에VG2

따른 소음을 비교하였다 또한 전체 배관구조를 변경한 후. , ,

기존의 일반 배관구조와의 실험을 통해 발생되는 소음을VG2

분석하였다 실험은실제모델과같은 배관을사용하여실시하였.

으며 측정방법은동일한양의세정수를배수하고배출된세정수,

가 횡지관 및 곡관을지나는 과정에서곡관과연결되어유로의

방향이변화는위치에서소음이크게발생하므로곡관 부분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음원은 주파수 분석기에 입력되며 각 실험별 발생

소음레벨및 주파수를분석함으로써각각의특성을비교분석하

였다 측정시간은배경소음의영향이가장적은 부터 익일. 22:00

까지 실시하였다 실험의 정확성을위해 같은 실험을 회03:00 . 3

반복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측정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포터블 펄스측정장치(1) (Portable PULSE System)

소음측정센서(2) (Micro Phone Noise Sensor)

실험결과 및 고찰3.

3.1 횡지관의 종류에 따른 배수소음 특성

공동주택욕실의양변기배수배관구성재중 가장보편적으로

사용되고있는일반엘보 과 를 사용한배관시스템(DRF 100) VG 2

을 기준으로엘보와횡지관을변경하여실험을한 결과 각각의

엘보를기준으로횡지관만을변경한경우에는배관에서발생되

는 배수소음이 에서 보이듯전 주파수영역에서Fig .1, Fig. 2

유사한특성을보임을알 수 있었다 또한 의 단일지수인. Table1

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엘보를 기준으로 횡지관을 변경한dB(A)

경우가횡지관을기준으로엘보를변경한경우보다배수소음에

큰 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보아배수배관소음발생에횡지관

을 변경하는 것은 엘보를 변경했을 경우보다 배수배관 소음에

큰 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횡지관의종류에의한배수배관소음

도의 차이는크지않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는공동주택욕실.

구조상 횡지관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배수된 세정수가 곡관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곡관을 지나는 과정에서 곡관의

Table 1 Type of Experimental Models

Fig .1 Drain Noise level of Plumbing System
(General curve pipe + VG 1 [Hz])

Fig .2 Drain Noise level of Plumbing System
(General curve pipe + VG 2[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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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periment Construction Ave (dB)
1 General curve pipe(DRF 100) + VG 1 47.3
2 General curve pipe(DRF 100) + VG 2 47
3 General curve pipe(DRF 100) + FG 2 48
4 General curve pipe(DRF 100) + Doubleness pipe 46
5 General curve pipe(DRF 100) + NC pipe 49.6
6 General curve pipe(DRF 100) + Spiral pipe 49.3
7 Doubleness connection(L) Curve Pipe + VG 1 37.3
8 Doubleness connection(L) Curve Pipe + VG 2 40.6
9 Doubleness connection(L) Curve Pipe + FG 2 38.3
10 Doubleness connection(L) Curve Pipe + Double ness pipe 37.3
11 Doubleness connection(L) Curve Pipe + NC pipe 37.6
12 Doubleness connection(L) Curve Pipe + Spiral pipe 38.3
13 Doubleness connection(S) Curve Pipe + VG 1 38
14 Doubleness connection(S) Curve Pipe + VG 2 42
15 Doubleness connection(S) Curve Pipe + FG 2 45
16 Doubleness connection(S) Curve Pipe + Double ness pipe 37.3
17 Doubleness connection(S) Curve Pipe + NC pipe 39.6
18 Doubleness connection(S) Curve Pipe + Spiral pipe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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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rain Noise level of Plumbing System
(General curve pipe + Doubleness pipe[Hz])

Fig .4 Drain Noise level of Plumbing System
(Doubleness connection(L) Curve Pipe + Double ness pipe[Hz])

Fig .5 Drain Noise level of Plumbing System
(Doubleness connection(S) Curve Pipe + Double ness[Hz])

유로의 방향이 변화는 위치에서 세정수와 곡관의 충격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므로 횡지관의 변경이 소음저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엘보종류에 따른 배수소음3.2

엘보 종류에 따른 배관배수 소음은 일반엘보 을(DRF 100)

사용할 때 보다 이중구조의 엘보를 사용 시 더 많은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과 를 횡지관으로 선정하고 엘보. VG 1 VG 2

종류를 일반엘보와 이중구조의 엘보로 변경해 가면서 실험한

결과 일반엘보 와 를 사용한 배관시스템에서는 의VG 1 47.3dB

소음이측정되었지만이중구조의엘보를사용했을시에는이중

엘보 인 경우 이중엘보 인 경우 로 약 의(L) 37.3dB, (S) 38dB 10dB

소음저감효과를보였으며 를 횡지관으로사용한배관시스템VG 2

에서 역시일반엘보 이중엘보 이중엘보 를 사용한경우, (L), (S)

각각 의 소음이측정되어약 의 소음저47dB, 40.6dB,42dB 5~7dB

감 효과를보였다 가장 큰 소음저감효과를보인 이중관을횡지.

관을선정한 에서 알 수 있듯이각각의주파수별Fig. 3 ~ Fig. 5

특징을 살펴보면 이중구조의 엘보를 사용했을 시 1000[Hz]

이상의중 고주파수영역에서소음저감의효과가많이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중엘보의경우 단층의 엘보를 둘러싼.

방음재부분이단층의일반엘보보다소리에너지전달을억제하

는작용을 할뿐아니라 세정수가배관을이동시 유로가 변경되는

엘보 부분에서충격력을완화시키며횡지관으로사용한이중관

의 특성상공기층을두고있어 소음저감에효과적이라고판단된

다 또한 의 단일지수인 을 비교해보았을때 이중엘. Table1 dB(A)

보 중 에서도같은 횡지관을사용했을시 이중엘보 이 이중엘(L)

보 보다 소음 저감효과에더 효과적인것을 알 수 있다 이는(S) .

이중엘보 이 이중엘보 보다 기하학적인 형상면에서 유로(L) (S)

가 변경되는엘보부분의더 완만한형상을나타내므로세정수가

배수시 엘보에가해지는충격력이완화되기때문이라고판단된

다.

결론4.
일반 공동주택의화장실의배수배관소음을저감하기위하여

양변기의 배관시스템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각 구성재들 간의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결과이중엘보 와 이중관을횡지관으로선정한 화장실(L)
배관시스템소음저감효과가가장 효과적인것을 알 수 있었다.

배관시스템에서횡지관을변경하는것은 소음저감효과에크

게 기여하지않으며엘보를일반엘보에서이중엘보로변경하는

것이 소음저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엘보 중에서 이중엘보가 일반엘보 보다 1000 이상의[Hz]
중 고주파수 영역에서 특히 소음저감효과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이는다층구조의이중엘보의외곽부분이중 고주파수,
의 흡음력이강한 방음재로이루어져소리에너지전달을억제하

고 세정수의충격완화에효과적이기때문에소음저감에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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