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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층간 소음 분석 시스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아파트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노후 된 아파트 및 새로 생긴 아파트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소음으로 인해 심한 경우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생활 소음들로 인해 

소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소음 측정 기술은 주로 실외 소음 측정 기술이고, 

아파트 내부에도 층간 소음 줄이는 기술은 기계 진동 저

감기술로 진동의 강도에 따라서 센싱되는 전류나 전압의 

값이 달라져, 달라지는 값만큼 스프링 효과를 통해 제어

한다.

  이렇듯 현재 실내 소음에 관한 측정 장비들이 가시화

되지 않아서 실내 소음을 측정하고 직접 어느 부분에서 

소음이 큰지를 확인하여 보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서에서는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에 관한 가시

화, 즉 소음 지도를 제작을 제안한다.

2. 관련 기술 분석

주파수 분석

  주파수 분석이란 복잡한 파형으로 나타나는 진동의 각 

성분을 구별하고 그 성분의 주파수와 진폭을 알아내므로 

진동의 발생 포인트와 크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FFT(Fast Fourier Transform)

  FFT란 Fast Fourier Transform의 첫 글자 에서 나온 

것으로 디지털 계산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주파수를 분

석하는 연산법이다.

  한 개의 주기함수를 일련의 Sine, Cosine 함수로 나타

낼 수 있다. 이때  Sine 및 Cosine 함수는 주기 함수의 

기초 주파수와 그 배수의 주파수로 구성된다.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N이라 한다면 이를 변환하기 위

해서는  의 복소수 곱셈을 해야된다. 예를 들어 1초당 

1000번 측정한 신호를 1초간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변환

하기 위해서는 번의 복소수 곱셈을 해야 한다. 하지만 

FFT방식을 통해서는 번의 복소수 곱셈이 필요하

여 예를들어 1024개의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5000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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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내 소음 측정하고 가시화하여 이 소음이 어느 곳에서 나오는 소음인지 와 심할 경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설명할 내용을 요악하면 기존의 등록되어 있는 지도를 불러와 소음을 측정한다.

소음 측정은 스마트 폰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기존에도 스마트폰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측정 어플이 있지만 소음을 

측정 후 사용자에게 소음을 시각화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실내에 비콘을 설치하여 지도내에 위치를 표시하게끔 한다. 

실내에서는 좌표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gps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콘을 이용하여 삼각측량법으로 좌표를 잡는다. 비콘은 공간

좌표를 DataBase에 저장한다. 저장된 공간좌표를 어플 내에 등록된 지도에 표시해주고 스마트폰을 통한 어플로 측정한 소음을 

지도에 찍힌 공간 좌표에 점으로 연결하여 선형보관볍을 이용하여 소리를 맵핑화 시켜 사용자가 눈으로 직접 어느 곳이 소음이 

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추후 개선할 사항으로 지도를 미리 등록하지 않고 측정을 시작하는 동시에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 지도

가 그려지면서 측정하는 방식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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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다항식 중 가장 간단한 식으로 단순히 알려진 데

이터 점들은 선형으로 이어주는 형식이다.

       

       

삼각측정법

       

 

  어떤 한 점의 좌표와 거리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

여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 점과 두 기준점이 주어졌으면, 

그 점과 두 기준점이 이루는 삼각형에서 밑변과 다른 두

변이 이루는 각을 각각 측정하고, 그 변의 기리를 측정한 

뒤, Sine법칙 등을 이용하여 일련의 계산을 수행함으로

써, 그 점에 대해 좌표와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

     log



 

 (Q는 지향계수, 

r은 측정거리)

    


 (S는 표면적, 는 흡음률)

3. 시스템 사용 시나리오

  아파트 평수에 따른 사전 사진을 등록하고, 방 안에 위

치마다 좌표를 측정할 수 있게 비콘을 설치시킨다. 사용

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소음 측정 어플을 실행한

다. 사전에 등록한 지도를 로드한 후 소음을 측정 시작한

다. 방 한 바퀴를 돌면 소음 측정이 완료된다. 측정했던 

소음들이 가시화(지도화)되어 어느 곳의 소음이 심한지 

알 수 있게 보여준다.

4. 결론

  일상 소음은 사회적으로 꾸준히 재기되고 있는 문제이

다. 또한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해서 발전해왔

으며,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앱 시장 역시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실생활 소음을 

데이터화하여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맵핑을 해

주는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

은 실내 노이즈맵핑 기술을 이용하는 이 시스템은 앞으

로 소음 방지의 차선책 개발 등 여러 부분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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