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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oom - type noise - prevention tile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youth. First, the 
main types and present conditions of youth residence were analyzed. This is based on one block near the university,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nvironment were surveyed according to the type of housing. Second, the system and laws 
related to youth residence were examined, and the relevant policie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aspects were reviewed. Third,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the types of noise - proof tiles and related materials sold on the market were analyzed. Fourth, based on this, 
the basic form is firstly planned. Based on this, we propose an experiment on the effect of the sound insulation tile and sugges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n economical and efficient soundproofing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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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0 2005 2010 2015

20세 미만 1.1 2.1 1.4 1.2 1.1

20대 23.2 23.1 21.4 18.6 17.0

30대 16.3 14.2 19.9 19.0 18.3

40대 6.2 13.3 15.0 15.0 16.3

50대 16.4 11.1 11.5 14.1 16.9

60대 23.4 15.8 13.6 12.8 12.8

70대 이상 13.2 16.0 17.3 19.3 17.5

(출처:통계청(2016) 인구총조사: 장래기구추계 재구성함)

표1 연도별 1인가구 구성비율

그림1. 연도별 국내 가구구성 비율

(출처:통계청(2016) 인구총조사: 장래기구추계 재구성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통계청의 가구 구성 추세 자료를 보면 국내의 1인 가구

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연

령을 살펴보면 20, 30대의 비율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 30대의 청년 가구들 중 자

가점유율은 19.2%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있으며 월세의 비

중은 71.1%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2017) 대부분의 청년이 

월세형태의 주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는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저 주거기준 중 방

음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20, 30대의 청년

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거의 유형으로는 기숙사, 원

룸, 주택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20, 30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

터뷰 및 설문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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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를 위해 먼저, 청년주거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조사

하고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

음 타일의 종류를 분석하고, 방음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듈의 소음측정 실험 방법을 제

안하고, 예상 결과 값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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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자 년도 내용

청년주

거

박미선 2017

1인 청년가구 실태와 정책 현황을 

제시하고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언

이영범,

유해연
2018

청년주거의 유형별 사례를 통한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시

박미선 2017

청년주거의 실태를 파악 후 청년 

주거의 기본 원칙 및 정책방안 

제안

송지혜 2013

청년주거의 문제점을 제시 후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안

소음문

제

김용희 2016

흡음재료의 원리를 설명 후 

실내의 소음평가 방법 및 

저감방안을 제시

박규칠,

Kzaufumi 

Ito,

윤종락

2008

단일크기의 흡음재의 흡음 특성을 

간단하게 모델링 후 주파수별 

특성을 연구

오진우 

외 5인
2015

실험을 통한 흡음재의 두께와 

마감구조에 따른 흡음률 변화 

실험

이주행 

외5인
2012

단일 겹과 이중 겹의 방음판 

구조를 통한 공기층 두께에 대한 

방음효과의 영향

문순성,

외4인
2018

ISO10140-5:2010에 근거하여 

구축된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을 통해 설치 방향에 따른 

차음 특성 변화에 대한 고찰

표2. 청년주거와, 소음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2. 국내현황 분석

2.1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청년주거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청년주거에 관한 선행연구(이태진,2017; 이범

영,2018;박미선.2017;송지혜,2013 등)와 현재 문제점으로 파

악된 청년주거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음에 관한 선행연구

(김영히,2016;박규철,2008;오진우외,2015;이주행,2012:문순

성,2018 등)를 참조하였다. 청년주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크기, 위치, 환경 등 다양한 해결책이 가능하지만, 비용

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결방법 중 소음해

결방법으로 사례를 한정했다.

2.2 국내 청년 주거 관련 제도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거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있다. 청년 주택 30만 실 공금, 맞춤형 전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보교육 강화 등 정책적인 측면의 제도

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또한 신규로 지급되는 희망하우

징, 역세권2030 청년주택 등이 있고 기존 주택을 활용한 

한지붕 세대공감, 셰어형 기숙사,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이 서울에서 1인 청년가구에 지원되는 방식이 있다.(이

영범,유해연,2018)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문제점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택공급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택지의 확보가 어렵다. 또한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취업 준비생과 같이 경제적 능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적 지원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다.

2.3 국내 청년주거 유형별 특징

국내의 청년 주거는 다양한 종류로 나타난다. 셰어하우

스, 월세, 기숙사, 일반주택 등이 있다. 유형별 사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주거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장점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집을 찾아서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였다. 그러나 집

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등 제한사항이 

많이 있었다. 이웃 간의 소음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시설이 우수하고 보안 및 

관리가 우수하다는 장점을 언급하였고, 단점으로는 학교의 

일정에 맞추어 기숙사의 계약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

인의 일정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중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년

들은 도로변 소음 문제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공과금 납부와 같은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금전적인 문제점도 언급하였다.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세에 사는 청년들에 

비해 비슷한 금액으로 좀 더 넓은 공간을 사용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세에 사는 청년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점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 중 대부분의 월세에 사는 청년

들은 도배, 장판 교체 등 실내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설치하고 제

거 할 수 있는 탈, 부착형 방음 타일을 제안한다. 

장점 단점

월세
주거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음

위치에 상관없이 

내부의 소음이 심함

기숙사
시설과 보안이 

우수함

입주시기와 

퇴거시기가 정해져 

있음

일반주택

(도로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가능 비용이 

저렴

외부소음이 심하지만 

인터리어를 바꿀 수 

없음

셰어하우

스

비슷한 금액으로 더 

넓은 공간 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때문에 비교적 

덜 자유로움

표3. 주거 유형별 장, 단점 분석

3. 청년주거 개선을 위한 방음타일 연구

국내의 청년주거를 조사한 결과 많은 소음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방음타일을 조사하였다. 방음타일의 흡음의 되

는 원리와 방식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방음타일은 재료적

인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흡음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터의 필라멘트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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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밀도 소요시간 무게

기존

방음

마감

유형

40% 13시시간32분 254.2g

30% 10시간56분 191.2g

20% 9시간28분 159.9g

10% 8시간4분 128.7g

형태

1

40% 8시간24분 172.8g

30% 6시간15분 127.0g

20% 5시간23분 104.2g

10% 4시간30분 81.3g

표5.  3D 프린터를 이용한 타공 흡음판 샘플

형태

2

40% 14시간20분 246.7g

30% 12시간54분 218.9g

20% 12시간19분 205.0g

10% 11시간18분 191.1g

형태

3

40% 10시간27분 182.9g

30% 9시간22분 157.6g

20% 8시간47분 145.5g

10% 8시간3분 132.4g

구분 경우의 수 의미

형태만 

같은 경우

밀도가 큰 것이 

효율적일 경우

● 밀도가 클수록 내부의 

공기층이 줄어들고, 타일의 

무게가 증가

 ● 소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표7. 샘플 방음타일 실험 값 의미

(a) (b) (c) (d)

그림2. a.기존 방음재, b.형태1, c.형태2, d.형태3

그림3. 타일 성능 실험 순서도

였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 방음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다. 반면에 동일 재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형태에 따른 타일에 방음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3.1 국내에 유통되는 타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흡음재 중에서 재료의 특징

이 아닌 형태적 특징을 통하여 흡음하는 유형은 다공질

형1)과, 공명 구조형2)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판

매되는 흡음재를 바탕으로 더 경제적인 모듈을 만들 수 

있는 실험은 제안한다.

구분 이름 사진 형태 특징

시중

에서 

유통

되는 

타일

의 

종류

폴리

우레

탄

다공

질형

소리를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고, 동일조

건에서 가격과 성능

이 뛰어남

목모

보드

다공

질형

흡음과 단열이 뛰여

나고 다양한 디자인

이 가능함

라인

형

흡음

재

공명

구조

형

판과 벽사이에 공기

층을 두고 다른재료

를 넣어 폭넓은 범

위의 주파수 흡음률

을 가짐

타공

흡음

판

공명

구조

형

다양한 재료와 혼합

하여 사용가능하여 

넓은 범위의 주파수 

흡음률을 가짐

표4. 국내 흡음재 종류

3.2 타일 샘플 구상 및 제작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타일의 규격을 3D프린터를 이용

하여 밀도, 무게, 타공의 크기, 공기층의 유무 등 다양한 

변화를 준 모델을 만든 후 성능 테스트를 제안한다. 

1)다공질형 : 재료 속에 무수히 많은 미세한 구멍이나 가는 틈이 

있는 것으로 흠음재로 널리 사용되는 형태 
2)공명 구조형 :병이나 항아리와 같이 작은 구멍을 가진 공간의 

공명을 이용한 형태의 흡음재

4. 타일 성능 실험 

4.1 실험방법 구상

첫째로 타일이 들어갈 크기의 실험 장치를 만들어야 한

다. 그 후 3d프린터(신도리코 DP201버전,옥수수필라멘트 

이용)를 이용하여 기존의 타일을 포함한 밀도, 비중, 형태 

등 다양한 변화를 준 타일을 제작한다. 순서대로 실험 장

치에 타일을 넣은 후 다양한 음역에 소음을 발생시켜 결

과 소음 값을 측정한다. 

4.2 실험 예상 값의 의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결과 값이 나

올 것이다. 형태가 같으나 밀도가 다른 경우, 밀도는 같으

나 타공의 크기가 다른 경우, 밀도는 같으나 타공 모양이 

다른 경우 크게 3가지 경우의 값을 통한 다양한 가정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 값에 따른 의미는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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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와 

상관없이 값이 

같을경우

● 밀도와 상관없이 값이 같은 

경우 공기층과 비중이 무관.  

● 다양한 형태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밀도가 작은 

것이 효율적일 

경우

● 밀도가 작은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방음타일의 

비중과 무관 

● 다양한 폭의 공기층에 따른 

방음효과에 대한 연구가필요

타공크기만 

다를 경우

타공크기가 큰 

것이 효율적인 

경우

● 타공크기가 크면 비중이 

작고 재료가 적음  

 ● 공기층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

타공크기와 

상관없이 값이 

같을 경우

● 타공의 크기와 상관없이 

값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밀도와 다양한 타공모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 

타공크기가 

작은 것이 

효율적인 경우

● 타공크기가 작은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방음타일의 

비중과 여러 가지 공기층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

타공모양만 

다른 경우

△모양이 

효율적인 경우

● △타공모양이 더 효율적인 

경우 소리가 타일과 만나는 

표면적이 작음

 ● 방음효과와 표면적의 

흡음에 관한 연구가 필요

모양과 

상관없이 값이 

같을 경우

● 타공모양과 값이 같은 경우 

소리와 표면적의 관계 

이외의 밀도, 공기층에 관한 

연구가 필요

O모양이 

효율적인 경우

● O타공모양이 더 효율적인 

경우 소리가 타일과 만나는 

표면적이 큼

● 방음효과와 표면적의 

흡음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

(a) (b) (c) (d)

그림4. a. 설문조사, b. 회의, c. 자문, d. 호의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연구와 실질적인 인터뷰(2018.07~08, 동

작구 상도동 청년 거주 20인)를 통하여 현재 청년들의 주

택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해봤다. 그 결과 경제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방음이라는 주거환경

을 개선할 방법에 대하여 학습했다. 

그리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타일들을 바탕으로 방음

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 결과 무게, 밀도, 

공기층의 유무 등을 파악한 후 이런 요소들의 변화를 통

한 실험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실험의 결과 값을 가지고 

소음문제 해결에 관한 핵심 요소를 파악 후 좀 더 경제적

이고, 실용적인 방음타일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타일의 재료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향후 형태적인 측면과 재료적인 측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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