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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음 센서와 진동 센서를 사용하여 층간소음 정보를 받아 기 치를 과하면 소음 제

공자에게 경고를 할수 있는 소음 리 시스템을 제안하 다. 소음 정보를 입력 받아 경고를 하는 알고

리즘을 처리하기 해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 고, 여러 주소로부터 송되는 다수의 센서들을 은 

력으로 송할 수 있도록 Wi-fi shield와 MQTT 앙상블 데이터 송방식을 용하 다. 송된 정보

들은 Firebase 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한 장된 용

량의 데이터에 한 체계 인 리를 해 R 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 다. 제안

된 시스템의 기능  동작을 실험한 결과 정상 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가) 소음센서 (MAX4466) (나) 진동센서 (SW-420)

그림 1. Arduino 센서

1. 서론

   사회문제  하나인 층간소음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속 인 소음에 노출되어 보복성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직 인 해결방안이 없어서 해결

되지 않는 실정이다. 소음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이 가해자임을 자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소음공해

로 인한 사건발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한 해결 

방안이 시 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 

련 범죄가 발생하 을 때를 고려하여 소음 진동의 발생

기록에 한 분석을 포함하 다.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아 트뿐만 아니라 기숙사, 도서 , 강의실, 병

원 등의 다양한 시설에서 소음으로 인한 공동체간의 갈등

을 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duino와 센서, Wifi

를 이용한 UART/SERIAL 통신기술, R 로그램 데이터 

분석, 그리고 Firebase를 이용한 실시간데이터 제공 기술

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소음제공자가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면 아두이노 센서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단계별로 피해정도를 분류한다. 와

이 이 통신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송하고 빅데이터 통

계 로그램으로 데이터 패턴의 성격을 분석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웹서버에 장하여 이용자의 근을 용이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  신체  

피해를 이기 하여 소음 피해의 수치를 정형화하고 데

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소음제공자에게 경고를 주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2. Arduino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기법

2.1 Arduino 개발 환경

   아두이노는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마이크로 로세서이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오 소스여서 

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입력되는 

코드도 C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알고리즘

을 짜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로세서 공과목을 배

우기 에 아두이노를 하게 되어 본 작품을 만들 수 있

다.1) 층간소음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소음과 진동

이다. 아두이노의 소음센서 (MAX4466)과 진동센서

(SW-420)을 사용하여 층간소음 정보를 얻는다. 

MAX4466은 마이크가 달린 앰  모듈인데, 들어온 음량을 

증폭하여 압을 발생 시킨다. 0~ 5V의 압을 0~1023의 

범 로 분할하여 소음의 크기를 측정한다. SW-420는 

속선 여러 개가 원통형 모듈 안에 간이 끊어진 채로 만

1) “본 논문은 2017년 한이음 ICT멘토링 로젝트

의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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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QTT로 RaspberryPi 서버에 송

그림 2. 소음 데이터 추출 코드 

그림 4. 센서정보의 서버 송 

들어져 있고, 작은 속 막 가 진동에 의해 속선을 연

결시켜주어 진동, 회 , 방 를 측정한다. 아두이노 센서를 

통해 들어온 소음진동의 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만한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경고를 내보내기 해 Arduino IDE

를 통해 알고리즘을 코딩한다. 소음센서는 음 가 들어오

면 음의 높낮이를 계속 측정하여 t+1 시간의 소음보다 t 

시간에서의 소음이 더 높으면 최댓값을 t의 소음으로 유

지하고 반 의 경우이면 최댓값을 t+1 시간에서의 소음으

로 갱신하다.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간에 맞게 샘 링

과 정형화를 하여 기 치를 과하는지에 한 단계를 설

정하고 경고신호를 내보낸다.

2.2 통신 방식

   아두이노의 통신모듈  하나인 Wi-fi shield를 이용하

여 정보를 웹에 보낼 수 있다. 본 연구가 소형모듈로 건물 

내부의 룸과 주소마다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

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바로 서버로 송을 시켜서 데이터

를 리해야 함으로 Wi-fi shield 모듈을 사용하 다. 아

두이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웹서버에 송하기 하여 

RaspberryPi server와 력 다량 통신을 도와  IBM사

의 Mosquitto 기술을 사용하 다. 재 IoT 기술이 보편

화되고 있어서 인터넷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망을 구

축했다. 추후 스마트 홈의 부속기술로 들어간다면 효율

으로 층간소음을 리할 수 있다. 라즈베리 이는 소형 

PC로써 서버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  

교육용 로젝트로 개발되었으며 개발보드의 화된 제

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즈베리 이를 서버로 사용하여 

층간소음 정보를 한이음 ICT 로젝트에서 제공해  클

라우드에 장하 다. 웹에 정보를 장하면 수많은 데이

터가 쌓여서 웹의 효율성이 낮지만 클라우드에 장하면 

인터넷을 통해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사

용자가 쉽게 근할 수 있다. MQTT는 IBM사의 력 

데이터 송 로토콜이다. 수많은 주소로부터 받은 각각

의 소음진동데이터를 cloud 서버에 달해주어 다  연결

을 지원한다. 각각의 발신자는 publisher가 되고 수신자는 

subscriber가 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각 publisher에 

번호를 설정하고 subscriber가 수신 받을 publisher의 번

호를 설정하면 publisher가 정보를 발신할 때 마다 자동으

로 subscriber에게 정보가 달된다. 따라서 모든 

publisher의 정보를 구 한 서버쪽으로 subscribe를 하여

체계 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다. Friebase는 웹페

이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

에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데이터는 서버를 통해 받고 

그래픽을 통해 정리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

다. 웹으로 만들면 웹뷰어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렛에서도 

속 할 수 있어서 편의성을 높 다.

2.3 데이터 분석 기술

   다수의 주소에서 시간별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상당

히 많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활용도에 따라 정보를 분류 할 수 있게 하 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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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 데이터 분석 모델 

 

로그램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휘한 로그래  언이

이자 소 트웨어 환경이다. 그리고 통계 소 트웨어 개발

과 자료 분석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의 

표 인 처리 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소, 시간, 

센서 등의 다양한 변수들로부터 연속 으로 받는 방 한 

양의 빅데이터를 R 로그래 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

양한 시각  R 그래픽으로 나타내고 데이터를 탐색하여 

소음진동 측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며, 그 성능을 분석하

다. [그림 5]는 본연구의 아두이노 센서로부터 달되는 

데이터를 주소, 소음, 그리고 진동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데이터의 특징을 찾기 쉽게 시각화한 것이다. 세 분류의 

계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Scatter Plot Matrix 이다. 

본연구의 샘  결과물인 [그림 5]를 살펴보면 Address와 

Noise의 계는 Address와 Vibration의 계와 유사하고, 

Noise와 Vibration의 계가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 실험  고찰

3.1 실험환경

  하드웨어에 한 설계와 함께 소 트웨어를 작성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센서로 부터 신호를 입력받고 와이

이를 통해 서버로 데이터가 송되며 분석과 장이 이루

어져 웹에서 사용자에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림 7]은 소음 분석  경고 시스템의 계통도를 보여 다.. 

센서는 2.1 에서 언 한 아두이노 소음, 진동 센서를 사

용하 고, 마이크로 로세서는 아두이노 우노 (Arduino 

Uno)를 사용하 다. Wifi-shield는 RN171 TCP/IP 모듈을 

사용하 다. 한 UART 통신이 가능하여 서버에 HTML 

코드를 보낼 때 이 통신기술을 사용하 다. 이후 송된 

데이터를 R studio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하기 용이하게 구성하 고, Firebase의 웹에 데이터를 

장하도록 하 다.

그림 6. 제안된 소음 분석  

경고 시스템의 계통도

3.2 실험내용  결과고찰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문제 해결과정에서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기술을 

용하기 해 련 제를 풀어보며 연구를 진행하 다. 

실험은 센서 값을 측정하며 민감도를 조 하는 것부터 진

행을 하 다. 사람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음이라고 느껴지는 정도와 측간소음의 기 을 고려하며 

민감도를 설정하 고 단계를 나눠서 주의, 경계, 피해의 

단계로 정의하 다. 

측정된 센서의 데이터는 통신을 통해 웹페이지에 송되

었다. 이 과정을 실행시키기 해 RN171 Wifi-Shield의 

UART/Serial 통신 기법을 이용하 다. 그 결과 로컬 네트

워크 내에서 데이터를 안정 으로 송할 수 있었다. 그림 

9. 는 본연구의 통신 성능을 테스트 결과이다. 3  간격으

로 데이터를 추출하 는데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정상 출

력되었다.

그림 7. 하드웨어 구성(아두이노, 와이 이쉴드, 

소음진동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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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데이터 통신 

4.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소음 피해의 수치를 정형화하고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소음제공자에게 경고를 주는 시스템에 

한 연구이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자신이 타인에게 가하

는 피해의 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소음으로 인한 이웃들의 피해를 사

에 방할 수 있다. 기존의 소음측정기는 단순히 소음을 

측정하는 용도이다. 제안하는 소음 리 시스템은 주소 당 

작은 모듈 몇 개만 설치하면 체 공동체를 리할 수 있

어서 경제 으로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는 아 트 층간소음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장소의 소음 문제 해결과 소음 데이터 축 을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건축물별, 시간 별, 거

주자형태별 소음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건설사의 

소음 리 책 미흡에 한 조사와 건축물 유형에 한 

소음발생의 빈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더욱 정확한 건축물에 한 소음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를 

보완하여 소음진동에 내구성이 강한 건축물을 건축도 가

능해진다. 본 연구이 결과를 활용하여 특정한 공공장소(도

서 , 병원 등)에서의 시간 별 소음 정도를 악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효율 으로 이용자들의 정숙유지  리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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