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아래층 배려하는 이웃사이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층간소음 이란?
층간소음 이란?

이해와 배려, 행복한 우리집을 만드는 첫걸음!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 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으로서 무겁고

가볍고 딱딱한 소리

충격력이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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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얼마나 심각한가요?

2. 층간소음 피해자 주거위치별 현황

 누
 구나 층간소음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수 있어요!

6.0%

16.4%

층간소음!얼마나심각한가요?

-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옆집 1.4%
기타

65%

위층

위층 (아래층 항의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

40%

아래층 (위층 소음으로 인한 피해)
76.2%

18%

옆집 (옆집 소음으로 인한 피해)

아래층

기타 (소음·진동발생지 미상, 위·아래·옆집 소음 등)

3.9%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

 층간소음 민원현황
 사소한 생활소음이 이웃에겐 큰 고통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114

199

213

284

358

341

362

1. 층간소음 원인
소음원
총계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망치질
가전제품 (TV, 청소기, 세탁기 등)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
악기 (피아노 등)
대화 (언쟁 등)
진동 (기계진동 등)
문 개폐
급배수 (화장실, 샤워소리 등)
운동기구 (런닝머신, 골프퍼팅 등)
동물 (개 등)
부엌조리
기타

건수
1,070
753
31
26
26
25
22
19
15
15
10
6
1
121

비율(%)
100
70.4
2.9
2.4
2.4
2.3
2.1
1.8
1.4
1.4
0.9
0.6
0.1
11.3

※ 16개 시·도 집계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영향
•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 등

※출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신청건수 1,070건(2012년 3월~9월)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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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 주택건설시 “성능기준”과 “표준바닥구조”

•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 성능기준 : 경량충격음 58㏈ 이하(2004년 개정), 중량충격음 50㏈ 이하 (2005년 개정)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

- 표준바닥기준 : 슬라브 두께(210mm이상), 단열재, 완충재 두께에 따라 5가지 표준바닥구조 설정
(2004, 표준바닥구조)

3. 환경분쟁조정제도
• 층간소음 피해배상 현행기준(2012년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와제도

측
 정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7호)]

10월 현재)

- 주간 : 5분간 측정 평균 55dB(A) 이하
- 야간 : 5분간 측정 평균 45dB(A) 이하

• 경량충격음 측정
- “ Tapping Machine”을 사용하며, 4000Hz(헤르츠) 대역까지의 중/고주파수 성분에

• 신청기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대한 평가

• 중량충격음 측정
- “Bang Machine”을 사용하며, 500Hz(헤르츠) 이하의 저음역의 차단성능 평가
※Hz(헤르츠) : 진동수의 단위로서 진동 운동에서 물체가 일정한 왕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할때 초당 이러한 반복 운동이 일어난 횟수를 일컫는 말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됨

4.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1 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
 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Tapp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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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Machine>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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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기 에티켓

내 집이니깐 내 마음대로? 아니죠~
아이들이 집안에서 공을 차거나 뛰고 있다면 이미
우리집은 운동장! 운동은 운동장에서 !

내 집이지만 우리이웃과 함께 살아
가는 곳입니다. 내가 내는 소음은

소리지르는 아이들, 싸우는 어른들 모두 조용조용 말해주세요~
이웃집엔 불쾌한 소리로 전해집니다.

층간소음줄이기에티켓

이웃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킹콩같다는 소리 들으시겠어요? 소리 없이 살짝살짝~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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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문을 쾅쾅 닫으시나요?
이웃집 사람들 머리도 쾅쾅 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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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기 에티켓

이웃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게 정말
늦은 밤에 청소기를 돌려야 하나요?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은 가급적 밤 10시 이전에 끝냅시다.

중요해요. 나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내가 좋아하는 노래지만 이웃에게는 소음이 돼요.
볼륨은 적당하게 !

타인의 행복도 존중해 주어야죠!

층간소음줄이기에티켓

늦은 밤엔 샤워나 설거지 소리도 크게 들려요!
가급적 늦은 밤엔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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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피아노선율~
하지만 이웃집엔 소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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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소음줄이기
줄이기에티켓
에티켓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 아무리 예쁘더라도 마구 짖으면
사랑스러울 수 없죠. 애완견 교육도 필수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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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구를 끌면 바닥에 상처가 나요! 바닥에 나는 상처만큼
우리 이웃들도 덜덜덜~~ 가구를 옮길때는 조심 조심

층간소음줄이기에티켓

밤낮으로 켜놓는 큰 TV소리!
낮에도 밤에도 층간소음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볼륨 Down

우리의 보금자리인 생활공간을
보다 편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문제해결의
열쇠입니다.

이웃간에 층간소음 문제 미소와 대화로 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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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뭐하는 곳인가요?
-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이웃으로부터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콜센터 1661-2642(이웃사이)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전화상담서비스(☎1661-2642),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웃사이

-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
① 웹주소 : www.noiseinfo.or.kr
②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력

※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1장 제2조)
:건
 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공동주택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②연
 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다
 세대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층간 소음

 팝업창의 “상담신청하기”, 메인화면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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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
센터

를 클릭하세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또는 하단의

메뉴 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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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흐름도

 층간소음 해결사례 1
아이들 뛰는 소리

유선 및 온라인접수

□ 신청 일자 및 지역 : 2012년 3월, 서울특별시 A아파트

(☎1661-2642)
검색창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쳐보세요

전화상담 (1단계)

□ 피해 내용
 ❍ •위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뛰는 소음 수시 발생
 ❍ •야간시간대 손님방문이 잦아 대화소리도 크게 들림
 ❍ •아래층의 항의로 위층에서도 아이들을 주의 시켰으나 잦은 항의로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을 부름

상담완료
□ 현장진단 내용
 ❍ •방문 일자 : 2012년 5월
❍ •층간소음 측정 및 소음 발생원 조사
 ❍ •현장방문 시 위층 아이들과 친구들이 거실에서 뛰어 놀고 있음
 ❍ •위층은 새벽에 퇴근하므로 생활패턴이 다르다고 하소연

필요시
현장진단 요청 접수

현장진단 일정 협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해결 방안 제시
 ❍ •위층 거실의 놀이기구는 방안으로 옮겨 아이들의 뛰는 공간 한정 및
10시 이후 아이들을 재우도록 노력
 ❍ •늦은 시간 손님방문 자제 및 서로 배려키로 합의

필요시
현장진단 (2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만족

완료
<층간소음 측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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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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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층간소음 해결사례 2
피아노 소리

공동주택은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입니다.

□ 신청 일자 및 지역 : 2012년 3월, 경기도 B아파트
□ 피해 내용
 ❍ •위층 피아노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 복용 중
□ 현장진단 내용
 ❍ •방문 일자 : 2012년 4월
❍ •층간소음 측정 및 소음 발생원 조사
 ❍ •위층 거주자가 피아노 전공으로 연주 연습이 필요한 상황
 ❍ •아래층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연습할 수 있기를 원함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면
현재보다 더 좋은 이웃사이가 될 것입니다.
갈등해소가 어렵다면 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결 방안 제시
 ❍ •피아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장치 설치 추천
 ❍ •방음장치를 24시간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아래층에 이해시키고,
방음장치 없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로 합의

<층간소음 측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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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장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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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
(2642)센터

전 화 : 1661-2642
인터넷 : www.noiseinf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