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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2007년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책의 내용 중 아파트는 외국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형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을 대표하는 특이하다는 거주문화라는 것이

다. 책의 내용과 같게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말이 맞다 싶을 정

도로 아파트가 많다. 전 주거의 80% 이상이 아파트이다. 아파트가 생활

의 보안, 관리 등에 편리한 장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며, 중산층을 대변하

는 재산 목록이 되어 선망의 대상이 된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파

트 같은 공동생활 방식의 주거형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웃간의 갈

등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사생활 침해문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고, 특히 유독 심각한 문

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범죄로 보복, 폭행, 방화, 살인

등의 소식이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층간소음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 2만여 건이 접수 되었으며, 금년

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요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

펴보고, 민원발생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ㆍ나이ㆍ지역 등을 독립

변수로 하여 층간소음 민원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민원을 바탕으

로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대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로 층간소음의 개

인적 성향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을 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층간소음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축

자재 보완, 건물구조 변경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 완벽히 제

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동주택 생활에 따른 서로의 배려 문화가 필요

한 때이다.

<키워드>

주요어 : 층간소음, 갈등, 민원, 층간소음법적기준, 전화상담, 층간소음 실측

학 번 : 2016-24443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 5
제 1 절 소음에 대한 개념과 이론 ····································· 5

제 2 절 층간소음 법적 기준 및 제도 ······························· 7

제 3 절 층간소음에 대한 선진국 기준 ··························· 14

제 4 절 층간소음 현황 ························································ 16

제 5 절 층간소음 측정방법 ················································ 21

제 3 장 연구의 방법 ·················································24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24

제 2 절 연구방법 ····································································28

제 3 절 자료수집 및 변수 ····················································30

제 4 장 층간소음에 대한 통계분석 ······················33
제 1 절 전화상담 민원 통계분석 ·······································33

제 2 절 층간소음 측정 통계분석 ·······································50

제 5 장 결론 ································································58
제 1 절 연구의 요약 ······························································58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0

참고문헌 ····································································66

Abstract ····································································68



표 목차
[표 1-1] 인구밀도에 따른 주택유형 비중 ····························· 2

[표 2-1] 소음의 크기에 따른 인체의 영향 ··························· 6

[표 2-2] 바닥구조에 관한 설계기준 ······································· 7

[표 2-3] 연도별 슬래브 두께 변화 ········································· 8

[표 2-4] 슬래브 두께별 차단성능 분석(1) ···························· 8

[표 2-5] 슬래브 두께별 차단성능 분석(2) ···························· 9

[표 2-6] 층간소음의 기준 ························································· 10

[표 2-7]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11

[표 2-8] 경범죄 처벌법 ····························································· 11

[표 2-9] 공동주택 성능 소음관련 등급기준 ························· 13

[표 2-10]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절차 ································· 13

[표 2-11] 뉴욕시 소음유발 행위에 대한 벌금 ····················· 14

[표 2-12] 호주의 소음규정 적용범위 ····································· 15

[표 2-13]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 17

[표 2-1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신청현황 ··············· 18

[표 2-15] 연도별 현장진단 비율 ············································· 19

[표 2-16] 층간소음의 원인 ······················································· 19

[표 2-17] 층간소음 거주위치별 현황 ····································· 20

[표 2-18] 층간소음 측정 예시 ················································· 21

[표 2-19]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표 ··························· 22

[표 2-20] 층간소음 측정표 예시 ············································· 23

[표 3-1] 준공연도별 접수현황 ················································· 25

[표 3-2] 지역별 층간소음 발생현황 ······································· 26

[표 3-3] 민원상담 자료의 변수 항복 ····································· 31

[표 3-4] 사업계획 승인 연도별 소음측정 평균 ··················· 32

[표 3-5] 층간소음 측정 자료의 변수 항목 ··························· 32



[표 4-1] 상황분류(민원 심각성) 성별 교차분석표 ·············· 35

[표 4-2] 상황분류(민원 심각성) 연령별 교차분석표 ·········· 37

[표 4-3] 상황분류(민원 심각성) 상담시간 교차분석표 ······ 38

[표 4-4] 상황분류(민원 심각성) 거주위치 교차분석표 ······ 39

[표 4-5] 거주 지역별 민원상담 현황 ····································· 40

[표 4-6] 지역별 인구 및 층간 소음민원 현황 비교 ··········· 41

[표 4-7] 상황분류(민원심각성) 거주형태 교차분석표 ········ 43

[표 4-8] 월별 민원 현황 ··························································· 44

[표 4-9] 회귀분석 모형요약 ····················································· 46

[표 4-10] 회귀분석 분산분석 ··················································· 46

[표 4-11] 회귀분석 계수 ··························································· 47

[표 4-12] 층간소음 측정결과 현황 ········································· 50

[표 4-13] 주간 및 야간 1분 소음 분포 ································· 51

[표 4-14] 준공연도별 초과 현황 ············································· 51

[표 4-15] 층간소음 실측과 준공연도 회귀분석 모형요약 · 52

[표 4-16] 층간소음 실측과 준공연도 회귀분석 분산분석 · 52

[표 4-17] 층간소음 실측과 준공연도 회귀분석 계수 ········· 52

[표 4-18] 층간소음 측정지역 현황 ········································· 53

[표 4-19] 층간소음 측정 주택별 준공연도 빈도 ················· 54

[표 4-20] 층간소음 유무와 준공연도간 교차분석표 ··········· 56

[표 4-21] 우리나라 주택 현황 ················································· 57

[표 5-1]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구조개선비용 부담 의향 · 61

[표 5-2] 충격음에 따른 주택성능 등급 현황 ······················· 63



그림 목차
[그림 2-1]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예시 ····················· 12

[그림 5-1] 층간소음 관련 비용 부담 그래프 ······················· 62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

혁명이 시작되었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

으며,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철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영국에서 생산된 제

품은 세계로 수출되었고, 19세기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유럽, 러시아,

일본까지 전파되었다.

산업혁명은 소량생산의 가내 수공업 방식의 산업구조에서 기계를 이용

한 대량 생산방식으로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농촌사회에서 본격적인 산

업사회로 가는 길이 되었다. 이에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대

규모 공업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근대적 도시가 출현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농업보다는 물건을 생산하는 상공업이 성장하였다.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인구가 모여들면서 산업 도시가 빠르게 증가하였

고, 산업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는 더욱 도시로 모여들었다.

20세기 중반에 경제발전을 중점적으로 시행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

었다. 1910년 우리나라의 농업종사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4.1％로 인

구의 절대적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2년에는 66.6％,

그리고 1985년에는 24.9％로 급속히 감소되었다. 감소한 농업종사자는 상

공업 분야로 유입이 되면서, 상공업 인구는 1910년에 7.0％이던 것이

1942년에 16.0％, 그리고 1985년에는 47.9％로 급속히 증가1)되었다.

1) 출처 : 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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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농업에서 상공업 위주로 산업구조 변동이 일어나면서, 인

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환경오염, 보건위생 악화, 교통문제 등이 대표적이며, 좁은

공간에 대거 유입하는 인구를 수용할 만한 토지와 주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 505명으로 세계 23위 수준이지만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은 2,126명/㎢이며, 특히 서울은 16,291명/

㎢으로 세계 5위 안에 드는 인구밀도이다. 이러한 과밀한 밀집은 인구를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수직화가 필연적으로 일

어나게 된다. 정지호(2005)의 연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

은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표 1-1 인구밀도에 따른 주택유형 비중>

(참고 : 주택유형 별 비중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즉, 도시로 급속히 유입되는 인구를 감당하고, 한정된 토지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집합거주의 주거형태가 발전하게 된다. 우

리나라 전통가옥인 초가집, 기와집이 수평적인 개념의 주거형태라면, 집

합거주는 수직적인 형태의 거주방식이다. 즉 단독생활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문화로 급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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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경성 미쿠니 상사가 한국 주재 일본인 직원을 위해 회현동에

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미쿠니 아파트”라고 한다. 30년 뒤인

1962년에는 처음으로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등장하였다. 10개동

642가구로 이루어진 마포아파트는 6층으로 지어졌으며,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를 열게 되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된다. 우리나라의 아파

트 주거형태 비중은 1985년 13.5%, 1990년 22.7%, 1995년 37.5%, 2000년

47.7%로 5년마다 약 10%씩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60.4%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수평적 주거형태의 문화가 불과 20～

30년 사이에 수직적 주거형태의 변화됨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

한 배려가 변화된 주거문화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집단주거의 대표인 아파트를 살펴보면 단지내-단지외, 단지내에서

갈등, 이웃간의 갈등 등 다양한 양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아파트 단

지내에서의 임대주택-분양주택간 주민갈등(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거

주 아이들간 편가르기), 넓은 평수-좁은 평수간 소득차별에 대한 갈등,

노인-젊은세대간 갈등 등 내부적인 갈등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단

지내 폐쇄적인 아파트문화 생성으로 인한 단지주민-인근주민 사이의 갈

등(예-단지내의 놀이터 및 보행통로 이용 차단)이 대표적이며, 이웃간에

는 흡연문제, 층간소음 갈등이 공동주택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고 있다.

2) 통계청 : 유형별 재고 주택현황(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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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거 형태의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층간소음 갈등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층간소음은 인터넷, 뉴스, 신문 등 모

든 미디어에서 오물테러에서 부터 살인, 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심각한 중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생활이 멈추지 않는 한 층간

소음에 대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지

소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인과 방화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의문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안 당해보면 모른

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의자 또한 의식적인 소음

발생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면서 나는 소음으로 그것이 피해를 준다

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피해자가 찾아오면

고통이 심하다 하고, 피의자는 “조심히 걸었다. 소음을 내지 않았다.” 하

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도 특별히 소음에 예민하여

소음을 유발한 피의자가 반대로 민원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로

의 배려로 잘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강 VS 강

태도를 보이며 대립하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극단적으로 보복, 살인,

방화 등으로 연결되는 중범죄까지 일어난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지 의문 생긴다. 민원이 발생하는

모든 층간소음 민원이 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현재의 법적 기준이 실 생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

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거의 갈등 중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어 보고

자 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현황을 수집

분석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나이, 성별, 지역별 발생 특성을 알아보고 아

울러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적합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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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인터넷, 뉴스,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서 범죄와 연관되어 보도되는 층

간소음은 문제는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익숙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소음의 뜻이나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정보까지 익숙할까? 층간

소음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면 막연하게 윗층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로

대부분 말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소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소음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 및 층간소음 법적 기준 등에 대

해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현황을 살

펴보고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1절 소음에 대한 개념과 이론

환경부의 소음ㆍ진동관리법(2016)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소음의 크

기는 데시벨(dB) 단위로 나타내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를 0dB로 정하였다. 여기서 소리의 크기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소리의

크기는 10dB 차이마다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dB은

10dB의 소리에 2배의 크기 차이가 아닌 10배의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라 하면 50dB 정도를 전후한 것을 말하며, 개인적인

소음은 주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소음은 사회 심리적, 생리적 영향, 생활방해 뿐만 아

니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야에 발생하는 소음은 수

면에 방해가 되어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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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심리적 영향 : Annoyanoe(미혹, 번거로움, 짜증, 귀찮음 등을

지칭)는 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로서 대화 및 수면방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기능장애와 시끄러

움으로 느끼는 종합적인 피해 정도를 나타낸다.

◌ 생리적 영향 : 소음에 대한 생리적인 영향은 일시적, 장기적으로 구
분된다. 일시적인 영향은 자극이 지속되는 기간이 짧은 단속적인

영향으로 혈관수축, 혈구 수의 변동, 오줌이나 폐 속에 있는 호르

몬 양의 변화 등에 관계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

며 위궤양, 소화불량, 심장병, 혈압 항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생활 방해 : 가정이나 사무실, 밀폐된 공간에서 주위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의사전달을 방해하는 것이다. 대화를 방해하는

소음에 관한 지표는 SIL(Speech Interference Levels, Beranek(1975))이다.

(출처 :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 사례집3-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

으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상세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표 2-1 소음의 크기에 따른 인체의 영향>

소음 크기 사 례 소음의 영향

20dB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 적

30dB
조용한 농촌
- 심야의 교외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40dB - 조용한 주택의 거설 수면깊이 낮아짐

50dB - 조용한 사무실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60dB
- 백화점 내 소음
- 보통 대화

수면장애 시작

70dB
- 전화벨(0.5m)
- 시끄러운 사무실

TV·라디오 청취방해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수축

80dB -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90dB - 소음이 심한 공장 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증가

100dB -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저하, 단시간노출시 일시적 난청

(출처 : 국가소음센터 http://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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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층간소음 법적 기준 및 제도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

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건물구조

에 따른 소음기준을 담당하고,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

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소음기준을 담당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층간소음이 어떻게 법적 기준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8.12.)』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표 2-2 바닥구조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

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위 내용을 보면 슬래브 두께와 바닥 충격음에 대한 기준이 같이 기술이

되고 있다. 이는 바닥의 두께는 바닥충격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닥구조에 대한 슬래브 기준은 기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두께가 증가되어 왔다. 슬래브의 두께는 1980년대 120mm부터 시작하여

2004년 이전에는 180mm였으며 2005년도 법 개정을 거치면서 210mm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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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도별 슬래브 두께 변화>

구 분 내 용

1980년대 바닥슬래브 두께 120mm 내외

1990년대 바닥슬래브 두께 130～150mm 내외

2004년
표준바닥구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 기준고시

- 바닥슬래브 두께 180mm 이상 시공

2009년

슬래브 두께 및 차음성능 기준강화

- 표준바닥구조(바닥슬래부 두께 210mm이상 또는 차단성능등급 4급

이상 인정제품 설계에 반영)

슬래브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은 소음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두꺼울수록 소음 흡수가 잘되고, 전달이 어려운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바닥소음에 대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고려한 바닥마감구조 대안별 성능평가(2015,

전인아ㆍ류종관ㆍ임재한ㆍ송승영)에 따르면 명확히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실험 결과로서 슬래브 두께 증가에 따른 바닥 슬래브의 진동응답 감소로

바닥충격음은 저감되는 경향(2015, 문대호)을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다.

<표 2-4 슬래브 두께별 차단성능 분석-벽식 공동주택 56개 조사>

두께
벽식구조(51개소) 무량판구조(5개소)

경량충격음(dB) 중량충격음(dB) 경량충격음(dB) 중량충격음(dB)

135mm 63.3 52.9 - -

150mm 58.1 52.1 - -

160mm 61.1 52.8 - -

170mm 53.1 5.3 - -

180mm 51.7 50.0 - -

210mm 47.7 49.1 43.5 44.8

240mm - - 50.3 42.7

260mm - - 41.5 44.3

(출처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고려한 바닥마감구조 대안별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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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에서 보면 같은 실험조건에서 벽식구조보다 무량판구조가 소

음에 대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면 무량판구조가 소음을 막는데

더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장 및 다른 연구자료에서도 무

량판구조가 벽식구조보다 소음에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공동

주택의 대부분은 벽식구조로 건설된다. 거주하는 입장보다는 건설하는

입장에서만 고려한 건설방식인 것이다. 즉, 소음에는 효과적이어서 거주

자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무량판구조가 공사기간도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다.

슬래브 두께와 소음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인선ㆍ김태희(2012) 연구에

서도 슬래브 두께 및 강도에 따르는 소음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연구에서는 경량충격음의 경우 슬래브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주파수대역에서 저감효과가 있고, 중량충격음의 경우 두께가 증가할수

록 차단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이 되었으며 실험한 슬

래브는 아래와 같다.

<표 2-5 슬래브 두께별 차단성능 분석-벽식 공동주택 56개 조사>

구 분
두께

(mm)

강도

(kg/㎠)
슬래브 실험체

1 135 240

2 150 240

3 180 240

4 200 240

5 240 240

6 180 400

(출처 : 슬래브 두께 및 강도의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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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의 두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이전보다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것이 더 적음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더욱 증가되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이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자

환경부에서는 2014년 6월『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

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본 규칙은 공동주택에서 소음발생

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하고, 야간과 주간을 구분하여 1분, 5

분, 최고 소음으로 세세하게 나누어 소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

람들이 시끄럽다는 구체적인 소음의 영역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를 가진

다 하겠다.

<표 2-6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만 정한 것이 아니라, 소음에 따른 구체적

인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대한 배

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였으며, 입주시기, 환자,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

그 피해가 일반인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피해금액에 가․감율을

적용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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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구 분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기 준 52만원/1인당 66.3만원/1인당 79.3만원/1인당 88.4만원/1인당

비 고

-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과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 적용

-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모두 초과하고 주ㆍ야 모두 초과시 30%이내에

서 가산

-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30%이내에서 감액

- 피해자가 환자, 1세마만 유아, 수험생 등 경우에 20%이내 가산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소음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범죄로 간주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이 부과된다.

<표 2-8 경범죄 처벌법(2016.7.23.)>

제3조(경범죄의 종류)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고로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 2016.12.27.) 공동주택성능표시등급 제

도가 도입되어 주거환경에 대하여 성능을 표지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다.

공동주택성능표시등급 제도는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이 신축되는 주택

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보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1,000세대)의 공동주택

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층간소

음, 조경, 방범안전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구체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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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예시>

(출처 : SH공사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 성능등급서 중 일부)

성능등급서는 보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로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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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등급서에서 1번의 항목에 주택 건설시 구체적인 소음표시 기준이

명기되어 있다. 소음은 등급에 따라서 1～4등급으로 평가가 되며, 소음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1등급으로 하여 4등급까지

평가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2-9 공동주택 성능 소음관련 등급 기준>

경량 충격음(dB) 중량충격음(dB)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등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1급 L'i,Fmax,AW ≤ 40

2급 43 ＜ L'n,AW ≤ 48 2급 40 ＜ L'i,Fmax,AW ≤ 43

3급 48 ＜ L'n,AW ≤ 53 3급 43 ＜ L'i,Fmax,AW ≤ 47

4급 53 ＜ L'n,AW ≤ 58 4급 47 ＜ L'i,Fmax,AW ≤ 50

현재까지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은 9개*가 지정이 되어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

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표 2-10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절차>

인증
절차

(예비인증)
건축설계

⇒
인증신청

(신청자→인증기관)
⇒
인증 심사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신청자)(본인증)

건축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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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층간소음에 대한 선진국 기준3)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의 슬래브의 두께 변화와, 층간소음에 대

한 제도 및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층간

소음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3절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5개의 나라에서 층간소음에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지,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경

고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 퇴거할 수 있다. [뉴욕시 법전]은 타인의 생활

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

<표 2-11 뉴욕시 소음유발 행위에 대한 벌금 (단위 : 달러) >

소음유발시간 위반 횟수 벌금 벌금 미납시

오전 7시～오후 10시

1차 350 1,000

2차 700 2,000

3차 1,050 3,000

오후 10시～오전 7시

1차 450 1,000

2차 900 2,000

3차 1,350 3,000

독일은 민법 제906조에 따라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

연, 열기, 소음 진동의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받

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

한 소음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출처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사례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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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해방지법’ 제11조와 제14조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

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음을 일으키

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12시, 오후 3

시～6시 사이에만 해야 한다. 그밖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와 음향 재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청정이웃 및 환경법’(2005)에 포함된 기존 1996년 소음법 제

8A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 당국이 관할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금액은 75～100파운드이다. 금액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는 100파운드를 내야한다. 그 외에도 조사관에게 응하지 않거나 부

정확한 응답을 할 경우 1000파운드를 납부해야 한다.

호주는 소음 규정이 까다롭다. 입주 계약서에 ‘소음’에 관한 규제 사항

을 명시해 이를 어기면 법적 재제를 가하고, 환경보호법(1997년)에 따라

규제한다. 적용범위와 소음 규제 항목을 아래와 같다.

<표 2-12 호주의 소음규정 적용범위 : 주거 공간>

구 분 일반건물 공동주택 비고

주 간 45dB(A) 40dB(A) 7시～22시(일요일, 공휴일 8시～22시)

야 간 35dB(A) 30dB(A) 22시～7시(일요일, 공휴일 22시～8시)

일본은 집값이 비싸서 국민의 4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국민성 때문에 층간소음은 우리나라보다

덜한 편이다. 층간소음 시비가 일어날 경우 일본은 경범죄법 제1조 14호

에 따라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 악기, 라디오 등의 소리를

크게 내어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듯 층간소음은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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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층간소음 현황

층간소음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원인으로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세형․

장훈․노진아(2011)에 따르면 삶의질 지수의 산정결과 서울시를 중심으

로 높은 삶의 질 지수를 나타내고, 서울시 주변의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및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삶의 질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

고 하였다. 이는 공공재 공급의 원천인 지역별 재정력의 차이가 삶의 질

의 격차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측했으며, 삶의 질이 높은 지역

에 인구가 모이고 높은 인구밀도는 지역 재정환경 및 공공재 공급을 원

활이 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층간소음은 공동주거 형태를 가지는 생

활환경패턴으로 삶의 질이 높은 아파트 형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인 것이다. 아울러 개인적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사

적인 영역에 소음이 침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

해지는 것 또한 층간소음 민원증가에 원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 형태의 주택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1970-1980년대는 대부분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었

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거 형태의 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과거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지금보다 심하지 않

아 한정된 지역에서 주택의 수요가 인구 밀집현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시대의 단독주택 비율은 83% 수준으로, 모든 주거형태를 합한 것보

다 약 4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주거의

형태에 있어서 인기를 잃어갔다. 즉 단독주택은 주거의 질에서도 만족할

수 없고 또한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이 높은 건물이 필

요하게 되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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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많이 하게 되고, 아파트가 중산층의 대표적인

산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듯 아파트가 중상층을 대표하는 부의 상징

이 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의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부터 공동주택 생활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아파트의 비중은 더욱 크게 늘어났으며, 단독주택

의 신규 건설이 줄어들었고, 기존의 있던 주택수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

로 단독주택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6년 9월 현재 공동주택이

870백만 세대4)를 넘었다. 공동주택5)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폭발적인 보

급으로 인구의 절반이상이 원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거나 공동생활을 하

고 있다. 공동생활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

은 당연하다. 특히 위․아래로 전달되는 소음문제는 점차 확대되고, 예전

에는 특별한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표 2-13 주택유형별 주택재고6)>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단독 4,652,127 4,719,464 4,726,933 4,337,105 4,069,463 3,984,954 3,797,112 3,712,690

아파트 373,710 821,606 1,628,117 3,454,508 5,231,319 6,626,957 8,185,063 9,234,512

연립 161,795 349,985 487,506 734,172 812,872 520,312 503,630 430,859

다세대 - - 115,349 336,356 453,117 1,164,251 1,246,486 1,732,072

비거주용

건물주택
131,248 213,155 202,481 342,788 392,571 198,353 151,280 187,954

기타 293,043 563,140 689,987 1,076,960 1,205,443 718,665 654,910 618,813

합계 5,611,923 6,667,350 7,850,373 10,281,889 12,164,785 13,213,492 14,538,481 15,916,900

(단위 : 호)

(통계청 : 공동주택현황(http://www.index.go.kr))

4) 통계청 : 공동주택현황(http://www.index.go.kr)
5)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6) 주택재고 :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① 영구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의 네가지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주
거용) 건물 내 주택을 포함. 기타는 단독,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연립,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의 건물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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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거주자 3,0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

면 층간소음 문제로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으로 조사 되었다. 더욱이 이들 중 54%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층간소음이 스트

레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가 다툼으로 번지고 이후에는 폭

력, 살인, 방화로 이어지는 범죄의 원인이 될 여지는 충분하고, 실제 이

러한 심각한 범죄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8천 700여건, 2013년에는 2배 이상 증가

하여 1만8천여건, 14년도 2만여건, 15년․16년에도 약 2만여건에 가까운

층간소음 상담 및 접수가 이루어졌다.

<표 2-1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신청현황

구분 계

전화·인터넷 상담 현장진단

소계 완료 제외 접수 완료
방문상담·

소음측정

처리

예정

누

계

건수 89,141 67,411 60,221 7,190 21,730 17,929 1,110 2,691

비율

(%)
100.0 75.6 67.6 8.1 24.4 20.1 1.2 3.0

‘12년 8,795 6,966 5,412 1,554 1,829 1,829 - -

‘13년 18,524 15,253 12,491 2,762 3,271 3,271 - -

‘14년 20,641 16,176 15,242 934 4,465 4,465 - -

‘15년 19,278 14,566 14,067 499 4,712 4,712 - -

‘16년 19,495 13,189 11,891 1,298 6,306 3,575 1,095 1,636

‘17

년

1월 2,408 1,261 1,118 143 1,147 77 15 1,055

비율

(%)
100.0 52.4 46.4 5.9 47.6 3.2 0.6 43.8

(출처 : 국가소음센터 http://www.noiseinfo.or.kr. 2017년 1월31기준)

2013년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이웃사이센터 업무가 12년부터 한

시적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12년에도 측정되지 못했던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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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표에서 제외된 사항은 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니거나, 중복접수 및 층간소음과 무관한 것은 제외시킨 것

이다. 특히 이웃 간 갈등이 심하여 2단계 서비스인 현장측정까지 요구한

경우는 전체 89,141건의 민원 중 21,730으로 2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웃 간 갈등이 심하여 2단계까지 간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 2-15> 연도별 현장진단 비율

구분 합계 ‘12 ‘13 ‘14 ‘15 ‘16

총 민원 건수 89,141 8,795 18,524 20,641 19,278 19,495

현장진단 접수 건 21,730 1,829 3,271 4,465 4,712 6,306

비율(%) 100 20.8 17.66 21.63 24.44 32.35

현장진단 접수 건 중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은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전체 비율에 7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원

인으로는 모두 4%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16> 층간소음의 원인

소 음 원 건수 비율(%)

총계 21,730 100.0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15,672 72.1

망치질 856 3.9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 708 3.3

가전제품 (TV, 청소기, 세탁기) 677 3.1

악기(피아노등) 413 1.9

문 개폐 409 1.9

대화(언쟁 등) 268 1.2

기타(급배수, 운동기구, 진동, 동물 및 원인미상 등) 2,727 13

(출처 : 국가소음센터 http://www.noiseinfo.or.kr. 2017년 1월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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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층간소음의 피해자 중 79.8%가 아래층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층의 피해자 중 21%가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아

래층에서의 항의로 인한 피해가 79%를 차지하였다.

요약해 보면 층간소음의 피해는 아이를 키우는 윗집에서 아래층으로

소음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윗집은 아래층에 의한 항의 또는 강

아지나, 보복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7> 층간소음 거주위치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총계 21,730 100.0

위층

소계 3,589 16.5

아래층 항의에 의한 피해 2,834

아래층 소음에 의한 피해 755

아래층 17,348 79.8

옆집 529 2.4

기타

소계 264 1.2

전층 공통 17

3개 층 복합 (위, 중간, 아래) 41

3개 세대 복합 (위, 아래, 옆) 29

제3자 (위층 보복성) 15

원인미상 소음 144

원인미상 진동 16

주상복합 무용학원 2

(출처 : 국가소음센터 http://www.noiseinfo.or.kr. 2017년 1월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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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층간소음 측정방법7)

제4절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현황을 알아보았다. 주요 원인이 윗층

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라 파악하였고, 이러한 피해가 상담

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진단을 하게 된다. 현장

진단은 피해 가정과 전문가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는 않으면

직접 소음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직접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

어지며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는지 알아야 측정후 결과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층간소음 측정방법에 알아보고자 한다.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우선 신청인이 집을 비운 시간에 측정을 하게 된

다. 소음측정은 최소 1시간 이상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상위

10개를 선택하여 분석하게 되는데, 측정소음도는 선택된 측정값 중 상위

2개를 산술평균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단, 선택된 측정값이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외부소음, 내부소음 등)에는 그 다음 값을 선택한다.

즉,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소음원만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다.

<표 2-18 층간소음 측정 예시>

순

번
시간

1분

등가소음도(Leq)
소음원

선택

순위
측정값 선별

1 08시 01분 44.3 발걸음 소리 1 선택

2 15시 23분 44.1 신청인 생활 소음 2 제외

3 10시 02분 42.7 신청인 생활 소음 3 제외

4 10시 04분 40.5 발걸음 소리 4 선택

5 16시 14분 40.1 발걸음 소리 5 선택 가능

6 21시 25분 39.8 아이 뛰는 소리 6 선택 가능

7 15시 31분 38.1 발걸음 소리 7 선택 가능

8 20시 30분 37.6 물건 떨어지는 소리 8 선택 가능

9 21시 22분 35.5 외부 차량 소음 9 제외

7) 출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22 -

1번과 4번의 측정소음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게 된다. 측정소음도는

(44.3+40.5)/2≒42.4라 결정하며 다음은 배경소음을 산출한다. 배경소음은

측정소음도를 산정하기 위해 선택된 상위 2개 측정값의 해당시간 L90을

각각 구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배경소음도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소음도를 산출하는데 대상소음도는 측정소음도와 배경

소음 보정치의 합으로 산출된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A) 이

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예) 측정소음도 41㏈(A) + 배경소음도 30㏈(A) = 대상소음도 41㏈(A)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0～9.9㏈(A) 차이로 크면 측정소음도에

아래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예) 측정소음도 42.2㏈(A) + 배경소음도 35.7㏈(A) = 대상소음도 41.1㏈(A)

<표 2-19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표>
단위 : ㏈(A)

차이

(d)
.0 .1 .2 .3 .4 .5 .6 .7 .8 .9

3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4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5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6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7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8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9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0㏈(A)미만 차이로 크면 선택된 측정소

음 값은 버리고 이후 측정값의 최고값을 2개 선택하여 동일방법으로 측

정소음도를 산출한다. Lmax값은 측정된 소음값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점

부터 1시간을 선택하여 3회 이상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 23 -

최종 층간소음 분석결과 작성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20 층간소음 측정표 예시>

구분

주간 야간

기준
대상소음

dB(A)
초과여부 기준

대상소음

dB(A)
초과여부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8 43 미초과 43 44 초과

최고

충격음

(Lmax)

1시간

3회이상

초과횟수

62 63 초과 57 - 미초과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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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방법

앞의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층간소음의 현

황 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

해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상담 자료의 수집 방법과 분석방법 등을 어

떻게 할 것인지 제시하고 분석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이춘원(2015)에 따르면 소음에 인한 피해는 소음원측 요인과 인간 반응측

요인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소음원측 요인으로는 음원의 강도, 주파수,

지속시간 등을 들었다. 인간반응측 요인으로 성별, 연령, 건강정도, 직업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인간반응측 요인이 소음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정도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으로 건물의 차음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이웃 거주자

의 과다한 행동으로 소음을 야기시킨 경우로 보았다. 건물의 차음 능력

은 앞의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슬래브의 두께에 영향이 있다. 슬래브 두

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차음 능력도 향상되었다. 한

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민원 상담 중 실제로 99년 이전에 민원 비

중이 상당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바닥 두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바닥 두께와 층간소음이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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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준공연도별 접수현황>

구 분 건 수 비 율(%) 비 고

계 21,730 100.0 　

09년 이후 4,031 18.6 210mm

08년 641 2.9 180mm

00년~07년 5,599 25.8 150mm

99년 이전 7,052 32.5 120mm

기타 4,407 20.3 확인불가

천현숙(2005)은 공동주택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 몇 십년동안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공동

주택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하는 상대방 배려 예절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

을 뜻한다. 2015년에서야 환경부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홍보영상물인 “뽀로로의 사뿐사뿐 콩”을 제작하여 교육을 시작하였

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뛰는 것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러

한 교육이 실제 이웃간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성

인이 되어서도 공동주거 생활에 대한 배려심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정정호ㆍ이평직ㆍ전진용(2006)에서는 층간소음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층간소음에 더 민감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여성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상세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측 자료를 보면 명확히 나타난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

는 주택의 실제 소음 측정에서 보면 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약 10%이며, 기준치 이내의 경우가 약 90%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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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역별 층간소음 발생현황>

구분 계
서

울

인

천

경

기

부

산

대

구

울

산

대

전

광

주

기

타

건수 309 26 20 63 32 19 16 25 25 83

비율(%) 100 8.4 6.5 20.4 10.4 6.1 5.2 8.1 8.1 26.9

소

계

총

건

수

기준

초과 309

(100%)

32

(10.4%)
5 1 7 5 4 2 1 2 5

기준

이내

277

(89.6%)
21 19 56 27 15 14 24 23 78

하정순(2007)에서는 층간소음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분양가가 높은, 즉 좋은 건설자재를 쓴 주택에 거

주하고는 것으로 방음에 더 적합한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형준 교수(2008)는 층간소음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였다. 대학생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로 나누어 실험한 후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수용형인간-양보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둘째, 타협형인간-자신과

타인 모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진 사람. 셋째-협조형인간-모두에

게 윈윈 해결방법을 추구하는 사람. 넷째 회피형인간-대충 대답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 다섯째 경쟁형인간-현실에서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 유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

복하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보면 보복을 위한 천장형 우

퍼스피커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김찬주ㆍ조은영ㆍ오상균ㆍ김정길(200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실태

와 개선공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첫째 과거에 비

하여 건물구조체가 경량화되고 슬래브 두께가 얇아졌으며, 자재난으로

온돌 구성층의 자갈이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대체되는 등의 공법변화를

기술했으며, 두 번째로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음환경에 대

한 요구가 증가되고 자기중심적인 생활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 생활수

준의 향상에 따른 음원의 다양화와 거주자 요구 성능의 고도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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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욱ㆍ박선욱(2014)에 따르면 층간소음 문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성능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다른 주요한 원인으로 사

용하는 건축자재의 재료 및 공법이 충분한 차음성능을 확보하지 못하였

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상 중량물이며 밀실하기 때

문에 공기전달음에 대해서는 우수한 차단성능을 발휘하지만 고체전달음

의 경우 콘크리트 자체 진동감쇠 능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인접세대로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언급하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진 결론을 요약해 보자면, 층간소음

에 대한 원인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부재,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요

인,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지, 건축자재 및 재료, 슬래브 두께 등을 들었

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층간소음의 민원이 접수된 실제 자료를

가지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층간소음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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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다. 첫째,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을 접수한 사례 중심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에 요청하여,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전화상담 자료를 확보하

였다. 자료는 성별, 나이, 민원인의 상담상태, 상담시간, 지역, 거주형태가

표시되어 있으며, IBM SPSS Statistic 22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인의 상담상태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독립변수

는 성별, 나이, 지역, 거주형태, 상담시간을 선정하였다. 남ㆍ녀 성별에

따라서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고, 나이는 계층화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으로 민원접수 빈도를 비교하였고, 상담시간 및 지역과 거주형

태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1. 성별

2. 나이

3. 지역

4. 거주형태

5. 상담시간

6. 계절별

민원인 상황분류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

각 독립변수에 대한 가설을 아래와 같다.

가설1 : 층간소음의 갈등은 남ㆍ여 따라서 다르게 느낄 것이다.

사 유 : 같은 소음이라도 성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이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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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 층간소음의 갈등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것이다.

사 유 :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가설3 : 층간소음의 갈등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사 유 : 지역별로 층간소음에 대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

어, 지역별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가설4 : 층간소음의 갈등이 거주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사 유 : 거주 형태별로 층간소음에 대한 반응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주 형태를 알아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가설5 : 층간소음의 심각성은 상담시간에 따라 비례할 것이다.

사 유 : 층간소음 민원 상담 시간이 길수록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여 선정하였다.

가설6 : 층간소음의 갈등이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사 유 : 층간소음 민원이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여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기준과 민원접수 중 실제 소음을 측정한 것과

비교하여 법적기준을 살펴보고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적정

한지 통계 결과를 가지고 알아보고자 한다.

각 변수들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인자가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기준

과 민원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소음이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

아보고, 민원인이 고통 받는 소음의 크기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이가 많은 경우 법적기준의 수정을 고려해봐야 할

여지가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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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자료수집 및 변수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사이센

터』를 방문하여 그간에 층간소음 민원 전화상담 자료와 층간소음 실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민원 전화상담 자료는 2012년부터 있으나 성별 및

나이 등의 민원인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기입되지 않아, 전화상담 자료

는 통계항목이 세세하게 기입된 2015년 6월～2016년 5월까지 민원인이

상담한 내용(자료 개수 13,474개)을 수집하였다. 취득한 자료에는 민원인

의 거주지역, 성별, 거주위치(위층, 아래층 등), 거주형태(아파트 빌라

등), 연령, 민원인의 상황분류(단순, 보통, 심각, 기타), 상담시간 등의 현

황이 나타나 있다. 해당 자료 중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관리사

무실, 공장, 상가, 관공서 등은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서재찬ㆍ김진국

(2016)에서도 다층 개인주택에서나 상업용 건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그다지 발생한 적이 없다고 기술이 되어있다. 따라서 총

13,467개의 자료 중 거주형태 및 거주위치 등을 선별하여 결과적으로

11,535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전화상담의 선별된 자료를 요약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 거주형태 자료 중 관리사무실, 공장, 상가, 단독주택, 관공서에서 민원
상담한 자료는 제외 : 공동주거 형태의 거주형태만을 분석대상으로

활용

◌ 거주위치 자료 중 관리사무실, 방송국, 신문사, 경찰서, 시청, 구청,

기타 자료는 제외

◌ 민원인 상황분류 자료 중 기타 자료 제외 : 기타로 분류된 항목은

센터 업무안내 민원

그리고 변수 항목에 대한 코딩은 아래와 같이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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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민원상담 자료의 변수 항목>

구 분 내 용(코딩)

종속변수

민원인

상황분류
단순(1), 보통(2), 심각(3)

독립변수

성별 남성(0), 여성(1)

나이 20대이하(1), 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

상담시간 5분이하(1), 5～10분(2), 10～30분(3), 30～60분(4), 60분이상(5)

거주위치 위층(1), 아래층(2), 옆집(3)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순서대로 1～17)

거주형태 아파트(1), 다세대(2), 다가구(3), 주상복합(4), 연립주택(5)

층간소음 실측자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4건의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 중 법적기준 초과치는 32건, 미초과는 322건으로 나타났으며,

실측자료 개수가 부족하여 일부 항목 정보(특히 주택의 준공연도)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도 사용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실측자료는 성별이 기입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가 이름을 보고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 주택의 준공연도가 미기입된 항목은 인터넷(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하여

검색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조사하여 기입

층간소음 측정치에 대해서는 주간1분 등가소음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성별, 지역, 준공연도로 하였다. 특히 준공연도는

1980년대, 1990년～2003년, 2004년～2008년, 2009년 이후 4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연대별로 슬래브의 두께*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전인아ㆍ류종관ㆍ임재한ㆍ송승영(2014) 연구에서도 보

편적으로 적용되는 벽식 공동주택(51개)를 사업승인 연도별 비교한 결과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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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슬래브 두께는 120mm이내, 1990～2003년 130～150mm,

2004～2008년 180mm이상 , 2009년 이후 210mm이상 시공

<표 3-4 사업계획 승인 연도별 소음측정 평균>

구 분
슬래브
두께(mm)

바닥충격음
차단재 두께(mm)

경량충격음(db) 중량충격음(db)

2001년 135～180 10～20 56.6 50.6

2002년 150～180 15～20 57.8 52.3

2003년 150 20 53.6 54.4

2004년 180 20 57.0 51.0

2005년 180～210 20 52.8 50.1

2006년 210 20 48.4 48.0

2007년 180～210 20～30 51.5 48.4

2009년 210 20 47.8 50.8

2010년 210～220 20 47.2 48.6

2011년 210 20 44.2 48.9

(출처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고려한 바닥마감구조 대안별 성능평가)

층간소음 측정자료에 대한 변수 코딩은 아래와 같이 하여 주간 1분 등

가소음도와 각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3-5 층간소음 측정 자료의 변수 항목>

구 분 내 용(코딩)

종속변수

주간 1분

등가소음
측정수치

독립변수

성별 남자(0), 여자(1)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강원, 충북,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시(순서대로 1～17)

준공연도 1980년대(1), 1990～2003년(2), 2004～2008년(3), 2009년이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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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층간소음에 대한 통계분석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집된 전화상담 및 소음실측 자료를 바

탕으로 각 항목별 빈도 분석을 수행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각 변수별 미

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 프로

그램을 통하여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 시행하였다.

○ 층간소음의 발생 현황 빈도분석

○ 나이, 성별, 거주지역 등과 민원 심각성에 대한 회귀분석

○ 층간소음에 대한 계절적, 지역적 고찰

등을 통하여 현재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찰을 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의 변경이 필요한지,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

경을 해야 하는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전화상담 민원 통계분석

전화상담 자료 중 선별한 자료 11,535개를 분석하였다. 변수는 성별,

나이, 지역, 거주 형태 등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의 빈도분석,

자료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원의 심각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전체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민원심각성에 따른 성별교차분석

우선 전화상담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57.3%, 남성 42.7%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유진(2013) 연구에서는 서울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55.7%)이 남성

(47.2%)보다 예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정정호․이평직․전진용

(2006) 연구에서도 보면 성별에 따라 주관적 반응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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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위 연구에서는 여성이 경우 남성보다 중

량충격음이 들리거나 잘 들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경량충격음

의 경우에도 신경 쓰이거나 매우 신경 쓰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층간소음에 대해 더 민감한 것

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살펴보면 민원을 제기한 성별에서 여성 57.3%, 남성 42.7%

로 여성이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남성도 층간소음에 대

하여 불편함을 느끼지만, 여성이 층간소음에 좀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계별 비율을 보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인 비율도 의미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단순에서 심각 단계로 갈수록 비율이 감소하지만, 여성

은 단순에서 심각 단계로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한다. 단순 단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10%가 높지만, 보통 단계에서는 14.4%가 높고, 심각단

계에서는 16.4.%나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임창우(2006)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소음성 불쾌

감 호소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

아래 교차분석 표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

및 여성내의 각각의 집단에서 단계별 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소수점 단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집단 내에서

의 비율이 소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즉 성별에 따르는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함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집단 내에서의 소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강도의 비율은 비슷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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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상황분류(민원 심각성) 성별 교차분석표>

　구 분
성별

총계
여 남

상황

분류

(민원심각성)

단

순

개수 351 287 638

단순항목

내 비율
55.0% 45.0% 100.0%

각 성별

내 비율
5.3% 5.8% 5.5%

보

통

개수 5,083 3,804 8,887

보통항목

내 비율
57.2% 42.8% 100.0%

각 성별

내 비율
77.0% 77.1% 77.0%

심

각

개수 1,170 840 2,010

심각항목내

비율
58.2% 41.8% 100.0%

각 성별

내 비율
17.7% 17.0% 17.4%

총계

개수 6,604 4,931 11,535

각 항목

내 비율
57.3% 42.7% 100.0%

각 성별

내 비율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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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심각성에 따른 연령별 교차분석

연령별 분포에 따르는 민원의 제기 정도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40.5%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0.2%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보면 40대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고, 20대는 소음에 노출되어도 고통이 적거나 고통이 있어도 참고 민

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

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20대 이하는 보통 대부분이 학생인 경우가 많은

것이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을 시기이다. 통상 학생들의 학교 수업시간과

방과 후 학원 등의 시간을 고려해 보면 9시～18시는 학업에 집중하고 있

을 시간이다. 층간소음센터 상담시간이 9시～18시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20대 이하가 민원제기를 하기 어려운 시간대 일지도 모른다. 또한 20대

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층간소음은 실내 생활이 많아

질수록 그 정도가 많아진다. 결혼 적령기가 30대임을 가만하면 미혼이

많은 20대가 집안의 생활보다 집밖의 생활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노출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민원의 분류 중 심각하다고 반응을 보인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40대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50대가 많으며

연령별로 뚜렷한 규칙 있어 보이지 않는다. 연령이 증가한다고 하여 민

원이 증가하거나 심각성이 뚜렷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 가지 특

이한 점은 50대 이상에서 민원이 비율이 30대와 40대보다 10%이상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임창우(2006)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력손

실(hearing loss)에 의한 인지역치이동(permanent threshold shift)이 일

어나 최소가청역치(minimum hearing threshold sound pressure level)는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를 보면 50대 이상에서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

은 것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음 노출에 따른 소음의 불쾌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참

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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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상황분류(민원심각성) 연령별 교차분석표>

구 분

연령대

총계
2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상황분류

(민원심각성)

단

순

개수 2 49 207 241 139 638

단순

내비율
0.3% 7.7% 32.4% 37.8% 21.8% 100.0%

연령대

내비율
9.5% 8.6% 5.5% 5.2% 5.5% 5.5%

보

통

개수 19 472 2,891 3,553 1952 8,887

보통

내비율
0.2% 5.3% 32.5% 40.0% 22.0% 100.0%

연령대

내비율
90.5% 83.0% 77.4% 76.1% 76.9% 77.0%

심

각

개수 0 48 636 877 449 2,010

심각

내비율
0.0% 2.4% 31.6% 43.6% 22.3% 100.0%

연령대

내비율
0.0% 8.4% 17.0% 18.8% 17.7% 17.4%

총계

개수 21 569 3,734 4,671 2,540 11,535

각항목

내비율
0.2% 4.9% 32.4% 40.5% 22.0% 100.0%

연령대

내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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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심각성에 따른 상담시간 교차분석

상담시간과 민원의 심각성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담이 30분이내

에서 이루어진다. 5분 이하의 상담인 경우는 대부분이 단순 단계에서 상

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30분 구간의 경우 심각 단계로 갈수록 그

비율은 증가한다. 심각단계 내에서의 상담시간은 시간이 길수록 그 비율

이 약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60분 초과 시간은 제외) 상담시간과

민원의 심각성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상황분류(민원 심각성) 상담시간 교차분석표>

구 분

상담시간

총계5분

이하

5

～10분

10

～30분

30

～60분

60분

초과

상황분류

(민원심각성)

단

순

개수 437 162 23 16 0 638

단순

내비율
68.5% 25.4% 3.6% 2.5% 0.0% 100.0%

시간

내비율
13.0% 3.4% 0.7% 5.1% 0.0% 5.5%

보

통

개수 2,683 4,011 2,080 93 20 8,887

보통

내비율
30.2% 45.1% 23.4% 1.0% 0.2% 100.0%

시간

내비율
79.8% 84.4% 67.7% 29.9% 54.1% 77.0%

심

각

개수 241 580 970 202 17 2,010

심각

내비율
12.0% 28.9% 48.3% 10.0% 0.8% 100.0%

시간

내비율
7.2% 12.2% 31.6% 65.0% 45.9% 17.4%

총계

개수 3,361 4,753 3,073 311 37 11,535

각항목

내비율
29.1% 41.2% 26.6% 2.7% 0.3% 100.0%

시간

내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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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심각성에 따른 거주위치별 교차분석

거주위치별 층간소음 민원상담은 아래층 74.1%, 위층 21.0%로 대부분

이 아래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집안 내부에서 카페트 문화 및 슬리퍼 문화 어색한 우리나라에서는 위층

의 소음이 그대로 아래층에 전달되는 구조로 인하여 층간소음의 피해는

전적으로 아래층에 나타나게 된다.

<표 4-4 상황분류(민원심각성) 거주위치 교차분석표>
구 분

거주위치 코드
총계

위층 아래층 옆집

상황분류

(민원심각성)

단순

개수 133 472 33 638

단순
내 비율

20.8% 74.0% 5.2% 100.0%

거주위치
내 비율

5.5% 5.5% 5.8% 5.5%

총계의 비율 1.2% 4.1% 0.3% 5.5%

보통

개수 1,900 6,538 449 8,887

보통
내 비율

21.4% 73.6% 5.1% 100.0%

거주위치
내 비율

78.5% 76.5% 78.5% 77.0%

총계의 비율 16.5% 56.7% 3.9% 77.0%

심각

개수 388 1,532 90 2,010

심각
내 비율

19.3% 76.2% 4.5% 100.0%

거주위치
내 비율

16.0% 17.9% 15.7% 17.4%

총계의 비율 3.4% 13.3% 0.8% 17.4%

총계

개수 2,421 8,542 572 11,535

각 항목내
비율

21.0% 74.1% 5.0% 100.0%

거주위치
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총계의 비율 21.0% 74.1% 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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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심각성에 따른 지역별 교차분석

거주 지역별로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31.9%, 경기 32.4%의 비율을

차지하여 두 곳에서 전체의 64.3%를 차지하였고, 인천 및 부산을 제외하

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0～3% 수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 4-5 거주 지역별 민원상담 현황>

지역 상담수 비율 지역 상담수 비율

서울 3,682 31.9% 충북 153 1.3%

인천 869 7.5% 충남 238 2.1%

경기 3,733 32.4% 전북 163 1.4%

부산 692 6.0% 전남 153 1.3%

대구 339 2.9% 경북 266 2.3%

울산 146 1.3% 경남 389 3.4%

대전 275 2.4% 제주 50 0.4%

광주 230 2.0% 세종 29 0.3%

강원 128 1.1% 합계 11,535 100.0%

서울과 경기도에 인구 비율이 많은 것을 보면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

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층간소음의 민원이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며

지역별로 일정한 인구당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작

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 민원 자료가 2016년의 자료임을

감안하여 2016년의 인구를 조사하여, 인구 10만명당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상담 건수를 비교해 보았다. 서울, 인천, 경기가 타 지역에 비해 2～

3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도시지역일수록 그 정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대도시 일수록 이웃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대화가 없으며,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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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층, 아래층 옆집 등의 이웃과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 의

식이 민원을 다른 지역보다 더 제기하는 원인이 아닐까 판단된다.

<표 4-6 지역별 인구 및 층간 소음민원 현황 비교>

지 역　 인구수(명)
인구수

비율

소음

민원

인구 10만명당 층간

소음 발생민원

서울 9,981,673 19.3% 31.9% 36.89

인천 2,937,217 5.7% 7.5% 29.59

경기 12,629,325 24.5% 32.4% 29.56

부산 3,508,095 6.8% 6.0% 19.73

대전 1,516,291 2.9% 2.4% 18.14

광주 1,472,481 2.9% 2.0% 15.62

대구 2,484,856 4.8% 2.9% 13.64

세종시 232,117 0.4% 0.3% 12.49

울산 1,173,066 2.3% 1.3% 12.45

경남 3,369,271 6.5% 3.4% 11.55

충남 2,086,737 4.0% 2.1% 11.41

경북 2,702,210 5.2% 2.3% 9.84

충북 1,587,539 3.1% 1.3% 9.64

전북 1,865,612 3.6% 1.4% 8.74

강원 1,548,636 3.0% 1.1% 8.27

전남 1,903,692 3.7% 1.3% 8.04

제주 635,800 1.20% 0.40% 7.86

합계 51,634,618 100.0% 100.0% 22.34

(인구 및 세대수 자료 : 통계청 2016년 7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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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심각성에 따른 거주형태별 교차분석

거주형태별 층간소음 민원을 살펴보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다른

거주형태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의 민원이

81.6%, 빌라 14.8% 비중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96.4%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가 다른 주거형태보다 고층이고 인구밀집도가 높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그 주거형태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에서 10%이상 차이나는 것은 주택소유주의 형태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세대 빌라의 경우 각 세대별로 소유인이 별도이며, 주택

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개별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주가 1인으로 통상 집주인이 3층에 거주하고 1층

및 2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집주인에 알리고 집주인이 처리하는 형태로 갈등이 원만히 해소가

가능하여 다세대 빌라보다 민원의 발생빈도가 적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심각단계에서의 민원은 연립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빌라는 주거형태는 모두 같으며, 면적의 차이만

나타난다. 660㎡이하의 주택은 다세대 빌라, 660㎡초과는 연립주택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주택의 주거형태로 보았을 때 연립주택과 다세대 빌라

는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4층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의 심각단계

비중은 51.7%(다세대 빌라+연립주택)로, 아파트 17.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파트의 건축비용이 빌라 및 연립주

택보다 높은 것을 보면 이는 주택의 질(설계의 정도 및 건축재료 등)에

서 차이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급속

도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반면, 빌라 또는 다

세대 주택은 예전에 건축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아

파트보다 많다. 즉 준공 연도가 아파트에 비하여 오래되었고, 설계 및 건

축자재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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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상황분류(민원심각성) 거주형태 교차분석표>

구 분　

거주형태 코드

총계
아파트

다세대

빌라

다가구

주택

주상

복합

연립

주택

상황분류

(민원심각성)

단

순

개수 542 75 7 11 3 638

단순

내 비율
85.0% 11.8% 1.1% 1.7% .5% 100.0%

거주형태

내 비율
5.8% 4.4% 4.0% 6.8% 3.4% 5.5%

총계의

비율
4.7% 0.7% 0.1% 0.1% 0.0% 5.5%

보

통

개수 7,271 1,289 145 125 57 8,887

보통

내 비율
81.8% 14.5% 1.6% 1.4% .6% 100.0%

거주형태

내 비율
77.3% 75.7% 83.8% 77.6% 64.8% 77.0%

총계의

비율
63.0% 11.2% 1.3% 1.1% .5% 77.0%

심

각

개수 1,597 339 21 25 28 2,010

심각

내 비율
79.5% 16.9% 1.0% 1.2% 1.4% 100.0%

거주형태

내 비율
17.0% 19.9% 12.1% 15.5% 31.8% 17.4%

총계의

비율
13.8% 2.9% 0.2% 0.2% 0.2% 17.4%

총 계

개수 9,410 1,703 173 161 88 11,535

각항목

내비율
81.6% 14.8% 1.5% 1.4% 0.8% 100.0%

거주위치

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계의

비율
81.6% 14.8% 1.5% 1.4%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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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심각성에 따른 월별 교차분석

민원의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철의 민원

건수가 약 3천200여건이고, 봄철과 여름철은 각 2천5백여 건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계절이 따뜻한 계절보다 약 30%가량 민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날씨가 추운 것으로 인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많아지

기 때문에 민원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층간소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4-8 월별 민원 현황>

구 분 빈도 퍼센트(%) 봄철 합계

(3～5월)

여름철 합계

(6월～8월)1월 895 7.8

2월 1,043 9.0

2,522 2,599

3월 1,104 9.6

4월 755 6.5

5월 663 5.7

6월 1,098 9.5

7월 868 7.5 가을철 합계

(9월～11월)

겨울철 합계

(12월～2월)8월 633 5.5

9월 906 7.9

3,254 3,160

10월 1,212 10.5

11월 1,136 9.8

12월 1,222 10.6

총계 11,5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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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심각성과 변수간의 회귀분석

지금까지 각 변수와 민원의 심각성 정도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거주

형태별 등으로 교차분석하여 변수별로 층간소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성

향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서는 여성

이 남성보다 층간소음에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뚜렷한 관계

를 찾을 수 없었다. 상담시간이 많을수록 민원의 심각성이 명확했으며,

거주위치에서는 아래층이 피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도

시화된 지역이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보다 층간소음 발생민원이 많이 발

생하여 지역적인 특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거주형태에서는

아파트가 민원발생이 많지만, 심각성에서 볼 때 빌라 등의 공동주택이

심각한 비율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월별로는 가을 및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렇다면 교차분석한 모든 변수가 민원의 심각성과 어떠한 영향이 미

치는지 혹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교차분석한 결과가 과연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원의 심각성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월ㆍ성별ㆍ연령ㆍ거주지역ㆍ거

주형태ㆍ거주위치ㆍ상담시간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

귀분석은 각 특성별로 구분하여 3차례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성별과 연

령인 개인별 특성으로, 두 번째는 개인별 특성 및 거주 위치 등 주택의

특성을 추가했으며, 세 번째로 상담시간까지 추가하였다. 상담시간을 마

지막에 추가한 이유는 상담시간이 길수록 민원의 심각성이 증가할 것이

라는 당연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즉 운동선수가 연습시

간이 많으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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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에 대해 민원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3번의 모형을 보면 사회

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조정된 R 제곱 값이 0.121로 적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분산 분석은 아래와 같다.

<표 4-9 회귀분석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1 .042a .002 .002 .4638

2 .070b .005 .004 .4631

3 .349c .122 .121 .4351

a. 예측변수: (상수), 연령대, 성별구분

b. 예측변수: (상수), 연령대, 성별구분, 월구분, 거주형태코드, 거주지역구분, 거주위치코드

c. 예측변수: (상수), 연령대, 성별구분, 월구분, 거주형태 코드, 거주지역 구분,
거주위치 코드, 상담시간

<표 4-10 회귀분석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4.411 2 2.205 10.254 .000b

잔차 2,480.400 11,532 .215

총계 2,484.811 11,534

2

회귀분석 12.336 6 2.056 9.586 .000c

잔차 2,472.476 11,528 .214

총계 2,484.811 11,534

3

회귀분석 302.577 7 43.225 228.324 .000d

잔차 2,182.235 11,527 .189

총계 2,484.811 11,534

a. 종속 변수: 상황분류(민원심각성)

b. 예측변수: (상수), 연령대, 성별구분

c. 예측변수: (상수), 연령대, 성별구분, 월구분, 거주형태코드, 거주지역구분, 거주위치코드

d. 예측변수: (상수), 연령대, 성별구분, 월구분, 거주형태 코드, 거주지역 구분,
거주위치 코드, 상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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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회귀모형을 보면 월, 성별, 연령, 거주형태 등 모든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상담시간은 앞에서 예측한 바

와같이 민원의 심각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0.194로 민원의 심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의미를 갖

고 있다. 이것은 상담시간이 길수록 민원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은 당

연하다.

<표 4-11 회귀분석 계수>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2.025 .021 95.720 .000**

성별구분 .016 .009 .017 1.859 .063

연령대 .022 .005 .040 4.320 .000**

2

(상수) 1.952 .029 66.506 .000**

성별구분 .019 .009 .021 2.184 .029*

연령대 .021 .005 .039 4.103 .000**

월구분 .002 .001 .015 1.595 .111

거주지역 구분 .005 .001 .046 4.956 .000**

거주형태 코드 .024 .007 .032 3.411 .001**

거주위치 코드 .006 .009 .006 .677 .498

3

(상수) 1.556 .029 52.955 .000**

성별구분 .008 .008 .008 .937 .349

연령대 .013 .005 .024 2.689 .007*

월구분 .009 .001 .068 7.700 .000**

거주지역 구분 .004 .001 .032 3.683 .000**

거주형태 코드 .010 .007 .014 1.572 .116

거주위치 코드 .015 .008 .016 1.766 .077

상담시간 .194 .005 .347 39.155 .000**

a. 종속 변수: 상황분류(민원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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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시간을 제외한 2번의 모형으로 전체적인 모

형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3번의 회귀분석은 제외하였다.

우선 성별구분을 보면 민원의 심각성과 양의 관계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성별이 민원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음에 민감하여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했

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 있다.

본 회귀분석은 성별이 민원의 심각성에 영향이 있는지를 본 것이며, 여성이

소음에 민감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표 4-1 상황분류(민원

의 심각성) 성별 교차분석표>를 보면 각 항목별 비율이 여성이 높은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 소음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단순-보통-심각

내의 각 성별 내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성별이 민원의 심각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변수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연령은 양의 상관관계이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령별 소음의 심각성 교차분석에서는 특

별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50대 이상에서 그 심각성

에 대한 비율이 40대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에서도 이러한 확률

적인 의미가 반영이 되어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었을 것이다.

월구분 변수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

을 얻지 못하였다. 월 구분은 평균적인 기온을 따졌을 때 3월～5월, 6～8월.

9월～11월, 12월～2월로 구분하였으며, 변수는 여름 1, 봄 2, 가을 3, 겨울 4

로 코딩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결론적으로 개절별로 민원 발생 빈도가 다르

지만 개절에 따라 민원의 심각성 정도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거주지역 변수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도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다. 즉 주택이 많은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며 민원이 많을수

록 민원의 심각성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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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태에서는 양의 관계와 유의미한 결과를 같이 얻었다. 이것도 아파

트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 생활을 많이 할수록 민원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

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위치에 따른 결과는 통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위층, 아래층, 옆집에 거주하여도 민원의 심각성이 뚜렷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4-4 상황분류(민원심각성) 거주위치 교차분석표>를 보면

성별 교차분석과 마찮가지로 거주위치 내 비율이 각 민원의 심각성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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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층간소음 측정 통계분석

층간소음의 측정자료는 민원인 중 실제로 층간소음을 측정신청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민원인 집에서 소음측정 절차대로 측정한 결과치이다. 측

정업무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54건의 층간소음 측정

을 하였으며, 법적기준 초과치는 32건, 미초과는 322건으로 집계되었다.

미초과 322건 중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있다고 판단한 민원 130건이며,

최대 소음으로 판단한 나머지 192건은 층간소음이 없음에도 층간소음 피

해를 의뢰한 경우였다. 층간소음이 없는 가구의 소음은 대부분 민원을

신청한 신청인 내부 생활소음, 자동차 및 확성기 소음 등 외부소음으로

나타나는 피해였다.

층간소음 측정자료에서 법적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층간소음이 있

다고 판단한 130건 민원 중 주간 1분간 소음(최대소음 발생 횟수가 동시

에 나타난 횟수 포함)이 발생되어 층간소음이 있다고 판단한 민원은 121

건이며 주간 1분간 평균 소음 37.5dB, 소음 최대 수치 초과로 나타난 민

원은 7건, 에어컨 및 음성소리에 의한 공기전달음으로 나타난 층간소음

은 2건으로 나타났다.

<표 4-12 층간소음 측정결과 현황>

구 분
측정

건수
상세 내용

법적기준

초과
32건 층간소음 법적 기준 초과

법적기준

미초과
322건

층간소음 없음 : 192건

층간소음 있음

130건

- 주간 1분 및 최대 소음 피해 : 121건

- 최대소음으로만 피해 : 7건

- 공기전달음 피해 : 2건

총 계 354건

2장에서 언급한 직접충격음 주간 43dB, 야간 38dB를 기준으로 보면

민원인들의 기준이 기준보다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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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주간 및 야간 1분 소음 분포>

<소음 측정 주간 1분 분포도> <소음 측정 야간 1분 분포도>

준공연도별 초과현황에 대하여 변수의 개수가 354개와 차이가 있는 것

은 준공연도가 기입되지 않은 자료 35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4-14 준공연도별 초과 현황>

또한 층간소음 측정결과 법적기준 초과 여부가 준공연도와 통계적 의미

가 있는지 회귀분석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설명할

만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구 분
준공연도구분

총계
1980년대

1990년～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

이후

초과 여부
미초과 19 147 65 59 290

초과 1 15 6 7 29

총계 20 162 71 6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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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회귀분석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1 .029a .001 -.002 .2883

a. 예측변수: (상수), 준공연도구분

<표 4-16 회귀분석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1

회귀분석 .022 1 .022 .269 .604b

잔차 26.341 317 .083

총계 26.364 318

a. 종속 변수: 초과유무코드구분(0=없음, 1초과)

b. 예측변수: (상수), 준공연도구분

또한 층간소음의 실측치가 법적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준공연도와

유의미한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준공연도와 층간소음 측

정에 대한 법적기준 초과 여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층간소음과 준공

연도와의 교차분석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표 4-17 회귀분석 계수>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067 .050 1.342 .181

준공연도구분 .009 .018 .029 .519 .604

a. 종속 변수: 초과유무코드구분(0=없음, 1초과)

층간소음 측정을 요청한 지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소음민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층간소음 측정 요청도 많았으며, 소음 민원이 6%

인 부산에서 소음측정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소음발생건수

가 서울(36.89건), 인천(29.59건), 경기(29.56건)로 가장 많았던 지역이 층

간소음 측정 민원에 대해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층간소음을 측정은



- 53 -

관련기관에서 무료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

하여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인구나 지역적 특징이 없는 순수히 개인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므로 다분히 주관적인 결정이 원인일 것이다. 만약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이 상담과 같이 하나의 서비스로 제

공이 된다면 경기→인천→서울 순으로 층간소음 측정민원이 많아지는 당

연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에는 측정비율과 전화상담 민

원비율을 같이 기입하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주도는

층간소음 전화상담이 있었으나, 실제로 층간소음 측정을 요청한 민원이

없었다. 이는 제주도가 섬으로 인하여 이동수단이 비행기 또는 배로 한

정되어 있어 제주도가 섬인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표 4-18 층간소음 측정지역 현황>

구 분
측정건수

(비율)

전화상담

민원 비율(%)
구 분

측정건수

(비율)

전화상담

민원 비율(%)

경기 71(20.1%) 32.4% 대구 19(5.4%) 2.9%

부산 38(10.7%) 6.0% 전북 16(4.5%) 1.4%

서울 33(9.3%) 31.9% 울산 16(4.5%) 1.3%

대전 30(8.5%) 2.4% 경북 14(4.0%) 2.3%

광주 28(7.9%) 2.0% 경남 7(2.0%) 3.4%

충남 26(7.3%) 2.1% 강원 5(1.4%) 1.1%

인천 23(6.5%) 7.5% 전남 4(1.1%) 1.3%

충북 21(5.9%) 1.3% 세종 3(0.8%) 0.3%

총계 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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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연도별로 층간소음 측정민원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5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총 319건이 유효자료로 채택되었다. 소음측정

민원은 준공년도가 1990년～2003년도인 주택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연도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2장에서 언급한 주택의 바닥두께 규정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2003년 이후에 주택 바닥의 두께 규정이 점점 강화되어, 층간소음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것이 민원결과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9 층간소음 측정 주택별 준공연도 빈도>

층간소음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은 증가하지만, 주택의 준공연도에 따

라서 층간소음 측정요청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면

1980년대에는 바닥두께가 90년대에 비해 더 얇음에도 비율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30년 이상 노후화 되면서

재건축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1980년대에는 공동주택 비율이 18%

로 작아 층간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주택생활이 많지 않아 이러한

구 분 빈도 비율(%)

준공연도

1980년대 20 5.6

1990～2003년 162 45.8

2004년～2008년 71 20.1

2009년 이후 66 18.6

총 계 319 90.1

결측값 준공연도 미기재 35 9.9

총 계 35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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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래된 집의 거주자는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노령층 및 사회약자 계층임을 감안하면 소득에 따른

주거질을 고려해 본다면, 소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

즉 주택의 거주비용과 주택에 기대하는 품질은 비례하여 받아들일 수 있

다는 것이다. 주택거주 비용이 높을수록 그만큼 소음, 환경, 주거의 질은

높게 기대할 것이며, 낮을수록 비례하여 그 질은 하향되어 기대할 것이다.

1990년대 준공건물의 소음측정 민원이 45.8%에서 최근 건축물로 옮겨

짐에 따라 소음측정 민원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두께가 점점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비교해 본다면 소음측정 민원이 훨씬 감소한 것이라 생

각해야 할 것이다. 소음실측 비율이 실제로 2004년 전후로 하여 슬래브

의 두께가 30mm가 증가하였다.

층간소음 유무와 준공연도의 교차분석에서는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을

한 319개 가구중에서 층간소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56.4%나 되었다.

외부 소음 및 내부의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이다. 아울

러 가구 중 43.5%는 법적기준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측정되었다. 교차분석에서 보면 층간소음 없음에도 1990～

2003년 사이 준공된 주택의 비중이 높았으며, 층간소음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연도 구분 없이 약 40%대의 고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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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층간소음 유무와 준공연도간 교차분석표>

구 분

준공연도구분

총계
1989년

이전

1990～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

이후

층간

소음

유무

층간

소음

없음

개수 12 88 44 36 180

층간소음

없음 내 비율
6.7% 48.9% 24.4% 20.0% 100.0%

준공연도

구분 내 비율
60.0% 54.3% 62.0% 54.5% 56.4%

총계의 % 3.8% 27.6% 13.8% 11.3% 56.4%

층간

소음

있음

개수 8 74 27 30 139

층간소음

있음 내 비율
5.8% 53.2% 19.4% 21.6% 100.0%

준공연도

구분 내 비율
40.0% 45.7% 38.0% 45.5% 43.6%

총계의 % 2.5% 23.2% 8.5% 9.4% 43.6%

총계

개수 20 162 71 66 319

층간소음

항목 내 비율
6.3% 50.8% 22.3% 20.7% 100.0%

준공연도

구분 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계 비율 6.3% 50.8% 22.3% 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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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주택 총조사 자료에 나타난 주택구성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

주택+다세대주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

구분한 대표년도를 공중주택 비중은 1985년 18%, 1990년 28%, 2005년

63%, 2015년 72%임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주택이 늘어날수록 층간민원은

앞으로 증가할 것이며, 주거 및 삶의 질이 향상 될수록 소음측정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4-21 우리나라 주택 현황>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기타 전체

공동주택

비중

1975 4,381,772 89,248 164,718 - 98,431 263,149 4,997,318 5%

1980 4,652,127 373,710 161,795 - 131,248 293,043 5,611,923 10%

1985 4,719,464 821,606 349,985
-

213,155 563,140 6,667,350 18%

1990 4,726,933 1,628,117 487,506 115,349 202,481 689,987 7,850,373 28%

1995 4,337,105 3,454,508 734,172 336,356 342,788 1,076,960 10,281,889 44%

2000 4,069,463 5,231,319 812,872 453,117 392,571 1,205,443 12,164,785 53%

2005 3,984,954 6,626,957 520,312 1,164,251 198,353 718,665 13,213,492 63%

2010 3,797,112 8,185,063 503,630 1,246,486 151,280 654,910 14,538,481 68%

2015 3,712,690 9,234,512 430,859 1,732,072 187,954 618,813 15,916,900 72%

(출처 : 통계청 주택총조사)

층간소음은 주택의 구조 및 재료에도 연관이 있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특성도 반영이 된다. 따라서 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

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제5장에서

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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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화상담 및 층간소음 실측 자료를 사용

하여 분석해 보았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위치 등 다양한 변수가

층간소음과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에 차이는 있지만 층간소음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

다고 분석이 되었다.

제1절 연구의 요약

앞장에서 세웠던 가설의 결론을 본 분석을 통한 결과를 통해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 층간소음 민원은 남ㆍ녀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것이다.

☞ 연구결과 : 남ㆍ녀별 층간소음에 대한 느끼는 정도가 단순→보통

→심각 단계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여

성이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민감하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성별이 민원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 가설2 : 층간소음 민원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것이다.

☞ 연구결과 : 교차분석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층간소음에 대한 심

각성이 뚜렷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는 없었다.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그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연구 결과에 따라

50대 이상에서 민원의 비율이 작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청력손

실에 대한 것이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연령별이 증가할수록 민원의 심각성에 주는 영향이

있다는 유의미적인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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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3 : 층간소음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결과 : 대도시 지역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

했으며, 인구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인구 10만명당

층간소음 발생민원을 살펴보았을 때도 대도시 지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층간소음은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적 결과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론

을 얻었다.

◌ 가설4 : 층간소음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연구결과 : 기온저하로 인하여 실내생활이 많아지는 가을과 겨울

에는 봄ㆍ가을보다 약 30% 가량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결과적으로 층간소음은 계절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절이 민원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통

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 가설5 : 층간소음은 건물의 준공연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 오래된 건물일수록 층간소음에 취약하며, 최근으로 올

수록 소음측정 민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층간소음은 슬래브

의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층간소음의 실

측치가 법적기준의 초과 여부와 준공연도와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다음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층간소음에 대

해서는 법적 기준이 분명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민

원은 연간 2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

한 살인, 방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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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dB 법적기준보다 민원인이 제기

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실제 측정 소음은 주간 1분간 평균 소

음 37.5dB로 법적기준 보다 5.5dB 낮은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5dB

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5dB의 차이는 소리의 크기로 환산하면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수치가 된다. 일상생활에서 들으면 상당히 조용해

졌다는 느낌을 받는 정도일 것이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생활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일어나는 것인가?

앞장에서 보다시피 소음은 신체적 영향을 받는다. 사람마다 소음을 느끼

는 정도가 다르므로 민원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민감한 사람들

의 기준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층간소음을 근본 대책은 무엇일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근

본적인 것은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법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와 법을 강

화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층간소음

에 대한 법 강화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슬래브 두께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닥의 두께는 소음전달의 중요 요인이 된

다. 두께가 두꺼울수록 소음의 전달율이 떨어지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한

연구가 있으며, 층간소음 실제 측정 자료분석과 같이 민원비율이 축소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면 현재 바닥충격

음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한

결과가 될 것이다. 슬래브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 공사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며, 분양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최

유진(2013,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의 설문에 따르면 층

간소음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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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비용 부담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구조개선비용 부담 의향>

구 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100～300

만원

300～500

만원

500～1천

만원
1천이상 부담안함

응

답

비

율

응

답

비

율

응

답

비

율

응

답

비

율

응

답

비

율

응

답

비

율

응

답

비

율

전 체 275 28.3 289 29.7 194 19.9 43 4.4 32 3.3 22 2.3 118 12.1

성

별

남성 113 23.7 136 28.5 110 23.1 25 5.2 17 3.6 17 3.6 59 12.4

여성 162 32.7 153 30.8 84 16.9 18 3.6 15 3.0 5 1.0 59 11.9

연

령

20대 80 34.3 76 32.6 37 15.9 4 1.7 3 1.3 5 2.1 28 12.0

30대 71 25.3 84 29.9 68 24.2 8 2.8 12 4.3 7 2.5 31 11.0

40대 55 22.5 77 31.6 54 22.1 17 7.0 8 3.3 4 1.6 29 11.9

50대

이상
69 32.1 52 24.2 35 16.3 14 6.5 9 4.2 6 2.8 30 14.0

층

간

소

음

정

도

심

각
131 24.7 160 30.1 118 22.2 28 5.3 20 3.8 16 3.0 58 10.9

비

심

각

144 32.6 129 29.2 76 17.2 15 3.4 12 2.7 6 1.4 60 13.6

즉, 층간소음이 해결될 수 있다면 비용상승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높

아지고 있으며 주거의 환경도 고급스러워지고 있다.

또한 현재 많은 건설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시공하고 있는 벽식구

조8)의 공동주택 형식을 무량판구조형식9)으로 바꾼다면 바닥슬래브 두께

변화 없이도 소음을 줄일 수 있다.

8) "벽식 구조"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
9) "무량판구조"라 함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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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김찬주ㆍ조은영ㆍ오상균ㆍ김정길(2005)년 설문조사(부산 광역

시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 대

상)에서도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상당수 거주자

들의 의견도 있었다. 둘째, 배

려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생활이 현대 주거생

활에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슬래브의 두께를 아무리 두껍게 해도 소

음은 밑으로 또는 옆으로 전달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또한 문종욱ㆍ박선욱(2014)의 연구에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바

닥충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뜬바닥(Floating Floor)구조를 채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곳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가 슬래브에 직접

전달되지 않아 효과가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건

축 공법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바닥마감재의 개선을 들을

수 있다 차음효과는 카페트류>비닐펫트류>륨류>종이장판 순으로 나타

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설계시 이에 대한 고려를 말하였다.

다음으로 주택성능표시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

성능표시는 분양시에 하게 되어있으며,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서만 의무적으로 하게도록 하였다. 이는 실질

적으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주택거래가 분양보다는 분양 후 매매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분양 후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택성능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성능표시제도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항목은 대하여 법적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성능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이성옥(2010)을 보면 주택성능등급이 도입

<그림 5-1 층간소음 관련 비용 부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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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측정에 대한 결과는 실망스럽다. 소음측정 인

정등급은 결과는 대부분 4등급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2 충격음에 따른 주택성능 등급 현황>

<경량충격음 현황> <중량충격음 현황>

따라서, 주택성능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모든 주

택에 확대하여 준공시 준공기준에 첨부하도록 하고, 매매시 계약서에도

필수서류로 제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분

명히 감소할 것으로 본다. 또한 층간소음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문화

를 정착하면 이는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층간소음

에 대한 소음관리를 한 아파트의 경우 소음관리 전후를 비교한 연구에서

주택가격이 상당부분 올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 민원 대응 기관에 대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현

재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담

당하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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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업무절차>

접수 및

전화상담서비스

· 홈페이지(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 인터넷 접수

· 콜센터(1661-2642) : 업무절차 안내 및 접수, 전화 상담서비스

※ 전화상담서비스 : 상담자에게 해결방안 및 조율방안 제시

우편안내서비스

· 피신청자에게 안내문 발송

- 1차 안내문 : 상담의사 확인→상담요청 : 상담일정 협의→상담거부 : 2차

소음저감 방안 안내문 발송

현장진단서비스(1차)
· 상담전문가 현장방문 및 이해관계자(신청자,

피신청자) 갈등 조율

· 상담 완료 후 상담보고서 작성

갈등해소

ð
상담 종료

현장방문상담

현장진단서비스(2차) · 신청인 요청 시 소음측정서비스 진행(신청인과

측정 일시 협의)

· 측정소음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ð
결과 안내 후 상담 종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소음측정

위 업무를 보면 현장방문 상담 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

담을 종료하게 되지만,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안내만 해주고 있다. 또한 소음측정에도 소요되는 비용을 민

원인이 부담하는 것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걸림돌 요소로 작용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층간소음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환경

공단에 행정조치 및 시정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층간소음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관에서 무료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별 자체 민원해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아무리 건축 기법

이 발달하고 바닥을 두껍게 하더라도 수직적 주거형태에서는 막을 수 없

다. 이에 따라 각 거주자간 자율적 협약 및 노력을 통해서 단지별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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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로 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 해결노력이 필요하겠다. 차상곤

ㆍ김현주(2014)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이 민원저감과 아파트 가격에 미치

는 영향을 보면 자율적 층간소음관리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약 85%의 민

원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가격 또한 평균 17.23백

만원 상승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규율 및 규약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생활이 지속되는 한 완벽히 제거될 수 없을 것이

다. 주택설계, 건축자재, 건축기법 등으로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층간소음에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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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atum noise conflict in the

group residence type in Korean society

- The cause of floor noise and the analysis of alternatives -

Oh Kyung G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7, the French geographer Valerie Gelezeau published the book

"Apartment Republic". Among the contents of the book, the apartment

is a residential culture for the ordinary people in foreign countries,

but it is a residential culture that is unique in the middle class in

Korea. Like the contents of the book, there are many apartments in

Korea that I want to say it is an apartment republic. More than 80%

of the residences are apartments in Korea. It is obvious that

apartments have many convenient advantages such as security and

management of living, and it is also true that they became a target

of envy by becoming a property list representing middle class. But,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living style such as an apartment has

increased, there is a growing conflict between the neighbors.

Privacy problems, and damages caused by smoking. Especially, the

noise between floors is causing serious problem. Neighboring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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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noise between floors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news such

as retaliation, assault, fire and murder are often seen in news and

newspapers.

The noise between floors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20,000 cases

were received in 2015,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maintain or

increase to the previous year level.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such as gender, age, area, etc and the

noise between floors, analyzed the effect of the factors for the noise

between floors, Furthermore, based on the complaints, the legal

standard of the noise between floors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the nois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personal tendency

In the life of the apartment house, the noise between floor is inevitable.

Complementing the building materials and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may be a solution, but it will not be completely removed. It is a

time when mutual consideration culture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life of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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