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한 공동주택 생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층간소음 
발생 추이가 증가하고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의 갈
등이 심해지고 있다.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정부에서는 환경부 산하에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 접수 후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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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3]. [1]에서는 스마트폰 센서를 사용하여 소
음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지만, 
층간소음의 위치를 윗세대로 한정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또 다른 연구[2]에서는 다중센서를 사용
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해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층간소음 측정 시 수집기 
위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3]에서는 소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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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발생 추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갈등의 문제가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층간소음 실험에 대한 정
의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층간소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층
간소음 진원지 인지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층간소음 실험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이를 위해 실험에 필
요한 환경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유형 및 수집기의 위치, 소음 강도를 고려하여 실험 시나
리오를 정의한다. 정의한 실험 시나리오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연산을 수행할 경우, 층간소음 
인지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ABSTRACT

Currently, the occurrence of floor noise in Korea is gradually increasing, and for this reason, the problem of 
secondary conflict is also increasing.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olve these problems, but the definition of 
floor noise is not clear, and data of floor noise in various situations cannot be obtained. Therefore, this paper defines 
various scenarios of floor noise for floor noise epicenter recognition system. For this, the experimental scenario is 
defined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required for the experiment, the type of floor noise generated in real life, the 
location of the collector, and the noise intensity.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floor noise epicenter 
recognition system when performing data collection and learning operations based on the defined experimental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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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수집기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도학습
을 통해 층간소음 진원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의 정확성 등 성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실
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즉, 정확하고 다양한 학
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집기의 위치, 소
음 유형, 소음 강도와 같은 상황적 특성을 고려해
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여러 가지 상황 특성을 
고려한 실험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II. 실험 설정

공동주택의 유형 중 원룸은 층간소음이 자주 일
어나고 방음 처리가 부실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
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실험 시나리오에서
의 주택 유형은 원룸을 대상으로 한다. 소음은 수
음 세대에 인접한(위, 옆, 대각선) 세대에서 발생시
킨다. 실험을 진행할 때는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중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외
부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창문과 문
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III. 실험 시나리오

이 논문에서 수집기 위치, 소음의 종류, 소음의 
강도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실험 시나리오를 정의
한다.

3.1 수집기 위치

층간소음 진원지를 분류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집기의 위치가 중요하다. 
다중센서로 구성된 수집기를 어디에 부착하냐에 
따라 데이터가 달라지고, 진원지를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진 않은지를 고려해보면 무수한 
답이 나올 수 있다. 

기존에 센서를 활용하여 층간소음을 모니터링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4,5] [4,5]에서
는 수집기의 개수를 1개만 설치하여 소음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수집기를 1개만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측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집 구조에 면적을 네 구
역으로 나누어 구역의 정중앙과 옆 세대와 마주하
는 벽면에 설치한다. 이처럼 수집기를 설치한다면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은 층간소음 수집기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1. 층간소음 수집기 위치

3.2 소음 유형

표 1은 소음의 유형을 보여준다. 표 1에서, 소음
의 유형은 실제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 접수
된 민원 유형 중 상위권에 해당하고 원룸에서 가
장 많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인 발걸음 소리, 
망치질과 공기전달 소음인 대화(언쟁 등)로 선정한
다. 

표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유형

원인별 건수 비율(%)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 35,213 68.7

망치질 2,145 4.2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1,806 3.5

문 개폐 998 1.9

진동(기계진동) 913 1.8

운동기구(런닝머신, 골프퍼팅 등) 394 0.8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1,616 3.2

악기(피아노 등) 840 1.6

대화(언쟁 등) 268 0.5

부엌조리 164 0.3

기타(원인미상 및 기재하지 않음) 6,933 13.5

계 51,290 100.0

3.3 소음 강도

[6]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층간소음을 
인지하는 민감도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따라서 선정한 소음 유형별로 소음의 강도를 
상중하로 기준을 나누어 다양한 상황에 대해 실험
을 정의한다. 상중하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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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음 강도 기준

소음 유형 상 중 하

발걸음 소리 뜀박질
여러 명의 

발걸음
발걸음

망치질
수집기와 

가깝게

상과 하의 

중간 부분

수집기와 

멀게

대화

(언쟁 등)

80~

dB(A)

60~80

dB(A)

40~60

dB(A)

Ⅳ.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층간소음 진원지 인지 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층간소음 실험 시나리
오를 정의하였다. 정의한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건
물의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적용시
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층간소음 데이
터를 획득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정의한 실험 시나리오를 통해 획득한 
학습 데이터로 층간소음 진원지 인지 시스템에 사
용되어 소음의 진원지를 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다양한 특성과 자세한 기준을 가진 상황 실
험 시나리오의 연구가 필요하다. 점차 실험 시나리
오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면 명확하고 공정한 층간
소음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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