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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spects of Noise Disturbances in Residential Apartments 
 

Dukhwan Lim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 Audiology, Audiology & Speech Pathology Research Institut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Noise disturbances in residential apartments have been one of the growing issues in recent domestic court cases with the ever increa-
sing number of apartment housing.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laws were analyzed on the issue and 
related exemplary domestic court cases were reviewed. In conclusion, the legal aspects of the current judgment system seemed to be 
based mainly on the theory of illegal acts in civil law. In managing this environmental issue, the government agency also provided 
the buffered stage leading to arrangement, mediation, or arbitration before the main court procedure. However, there should be im-
proved practical ways to fulfill the technological guidelines on the determination of noise level in disputed cases along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guidelines themselves. The future legal system should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 of the legal basis on illegal 
acts in civil law and should include multidimensional approaches reflecting appropriate legal policies of the authorities and general 
perception of the society on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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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전 국민의 아파트 생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하여 여러 가지 층간 소음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최

근에도 개인 간 시비 끝에 생명을 빼앗는 사건까지 일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뉴스에서 삼 년간 한 아파

트에서 층간 소음 분쟁으로 다투다가 위층 주민을 살해 했

다고 한다.4)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건에서 아파트에서 6

개월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이 일어났다.2) 이

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일어나기 보다는 장기간 누적되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

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층간 소

음분쟁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논점 

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법적 규제의 특징, 소

음진동관련법규, 사례, 층간 소음관련 소송 전 사전구제제

도, 입증책임, 법적 규제의 개선 등을 포함하였고, 이러한 분

석이 층간 소음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기

초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METHODS AND RESULTS 
 

층간 소음 분쟁의 쟁점과 법리 

소음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소음 영역으로 그 취급을 제한하고 그 

중에서 공동주택 형태인 아파트에서의 층간 소음을 중심으

로 사법적 해결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쟁은 크게 원

인소음이 인정 되는 경우에 그 소음원인을 정지시키는 문

제, 그러한 원인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배상을 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주로 그 성격 때문에 민법에서 다루게 되며, 민법상 

소음에 대한 사법적 보호는 크게 그 원인에 대한 정지청구

권과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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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여기서 정지청구권은“가처분에 의한 정지”와“종

국적 판결에 의한 정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추후 예방적 성

격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배상청구권을 다룬 사

례는 거의 모든 경우에 민법 제750조의‘불법행위의 법리

에 근거한 금전 배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요

약된다.1) 이 정지 청구권은 그 성격에 따라서 다음의 여러 

가지 학설들이 보이고 있다.3)6) 

물권적 청구권설은 소유권과 점유권에 근거한 정지청구

권으로 현실에서 소유권과 점유권을 침해하는 소음이나 진

동이 있으면 정지청구권이 발동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증명할 필

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점으로 보

는 분쟁에서는 소유권자에 해당되는 피해자 원고에게 유리

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

설에 의하게 되면,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보

호받을 근거가 없는 단점이 있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는 소음에 대한 방해

를 소거할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단점 때문에 각 주민에게 쾌

적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인격권설

이 나타나게 된다. 이 학설의 요점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소

음원인에 대하여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무한정으로 이러한 권리를 확장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가 권한인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인격권설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

어서 가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

한 배경에서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

고, 또한 피해자 측에 가해 원인에 대한 정지에 의해서 보

호될 충분한 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정지청구가 인정

될 수 있다는 것이 불법행위설이다. 이 견해의 특징은 불법

행위의 당연한 효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예방을 위한 청구

권까지 인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방을 위한 

소송인 경우에도 일반불법행위처럼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

요건을 필요로 하기에는 법리상에서 모순적 어려움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를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는가의 수준의 문제

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공동생활에서 어느 정도까

지가 수인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수인한도론이 제기되게 

된다. 요약하면,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설

의 한계를 수인한도론으로 보충하게 되며, 이러한 수인의 

범위를 넘게 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국내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설에 의해서 예방적 성

격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

보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법책임성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측면의 보충과 

관련되어 환경권설이 있다. 국내 헌법 제35조에 의하면‘모

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1) 이는 환경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그 위해 요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불법행위설에 근거한 입

증의 어려움도 없고, 인격권설이나 물권적 청구권설에서 문

제가 되는“수인한도론” 도 필요성이 감소된다. 즉, 피해자

는 환경침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의 단점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확대될 

수가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종합해서 이러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면, 현재 소음관련된 

분쟁의 법리에서 위법성 측면도 보완해주는 수인한도론이 

자주 사용되며, 현재까지의 문헌과 판례에 의하면 국내 학

설과 판례도 이를 주요 근거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수

인한도론은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 위법성이 있게 되며, 그 소음원인에 대한 정지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인은 당연히 그 

시대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러

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수인의 기준에 대하여 소음 및 진

동규제법과 동법시행령에 나타나는 허용기준, 소음에 의해

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정도, 가해자의 소음방지 노력 

정도, 가해자가 침해한 활동배경의 사회적 필요성과 가치 등

이 참고되고 있다. 다음은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나타난 생활

소음규제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Table 1 

& 2). 

요약하면, 현재 대부분의 판례에서 그 기준의 설정에 여

러 문제가 있지만 일반 생활인으로서 수인해야 하는 정도

의 소음 수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법원 판결의 주

요 논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구제제도와 외국의 사례  

사전구제제도는 사법적 구제 전에 시도가 되며, 공동주

택에서의 층간 소음분쟁에서 경제적 또는 시간적인 이유로 

우선 권고되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나 관련 노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의 행사 등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 환경부에서

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된 해결 유형

은 시정, 조정, 재정 등이 있지만 시정에 의한 해결 예는 거

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명문화된 근거가 부족한 중재에 의

한 해결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는 위원회 인적 구성

에서 의회와 직접 관련성이 적고, 이러한 점 등이 권한 행 



 
 
 
 
 
 

 

DH Lim：Legal Aspects on Noise DisturbancesG 117

사 범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

다. 2009년 말까지 소음 관련 통계를 보면, 분쟁조정의 대

상영역은 처리된 2,242건 중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가 1,922건(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8) 이중 정

신적 피해가 888건(40%)으로 가장 많으며, 이러한 결과

는 국내의 사회 생활수준의 변화와 향상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재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에 따라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언급된 대로 당사자 사

이의 합의에 의존하게 되므로 이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환경

분쟁조정제도는 민사재판에 의한 소음분쟁의 해결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 보이고, 또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도 미흡하여 상당 수준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유사 소음분쟁에 관한 법적 시스템에 관한 외국의 경우

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마다 법체계가 상이하며 대륙법 체

계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의 경우와 다른 경우들도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법률은 주마다 법률규정이 상이하다. 더

구나 연방법원이 주법원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

다. 교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국

내의 경우와는 다르게 형법의 제415조 제2항에서 소음에 관

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1) 즉 악의적으로나 

고의적으로 소음이나 불쾌한 소음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90

일 이하의 구류나 400불 이하의 벌금형을 동시 또는 단독

으로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penal code 415.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90 days, a fine of not more than four 

hundred dollars ($400), or both such imprisonment and 

fine: 

… 중략 … 

(2) Any person who maliciously and willfully disturbs 

another person by loud and unreasonable noise.  

이와 같이 형법에 구체적 규정이 있고 없음이 소음분쟁

의 법리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당연하다. 더

구나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전과 기록은 다른 유사 민사사

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소음분쟁으로 인한 경찰의 출동이라든지 퇴거명령 등 관련

기록도 소송에서 주요한 근거 보충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대륙법 계통이고, 비교적 국내법이 법률적

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일본에서는 국내보다 시기적으로

도 먼저 나타난 소음관련 사례 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제1

Table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43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2.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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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Table 1. 생활소음규제기준(환경부령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dBA] 환경부령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시간대별 

아침(05：00-07：00)대상지역 소음원 

저녁(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확성기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사업장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확성기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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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주거전용지구에서 가구제조공장의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

는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음 침해방지 및 손해

배상청구가 모두 인정된 사례가 있다(千葉地決, 1973.10.15 

판결).6) 그런데, 일본 역시 전반적으로 소음 정지에 관한 

사례가 많으나 인정하는 예가 비교적 적고, 인정하더라도 사

회적으로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심하게 넘는 경우에만 인정

하는 경향이 있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에서 건축물 자체에 원인 있

는 경우는 2003년 4월 22일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등으로 상당히 명시적인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개정된 기

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

어서 법령 적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도 있다. 이러한 사례가 

당분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사법정책적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시

간 동안 지속되는 고음과 높은 강도의 음악이 아닌 아이들

의 뛰는 소리, 책상 끄는 소리 등 단속 시간이 짧지만 반

복되는 생활소음의 문제이다.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한 공

간에 살고 있고 수시로 나타나는 원인제공 행위가 일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규명이나 입증이 어렵다. 이

러한 경우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시대적 사회정서에 맞게 합

리적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쟁판단 기준 및 입증문제와 사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음 강도와 피폭레벨의 측정을 현

행 법규에 맞게 측정해야 한다(Table 1 & 2).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전문가만이 측정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그

러나 일반 실무자들도 혼돈스러워하는 소음강도와 피폭레

벨의 차이 등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9)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아파트에

서 층간 소음에 대하여 건축법상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에 의한 규정이 있다.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에 대하여 58

데시벨(dBA), 중량충격음에 대하여 50데시벨(dBA) 기준

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

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지켜져도 가해자의 귀책에 의해서 소음의 한

도를 넘을 때는 입증의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규제가 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 이러한 기준 자체가 사회정의에 합당한

가의 여부를 떠나서 이 시행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한 

소급적 적용에 대하여 쟁점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

례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진전된 것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자체에 대

한 분쟁은 보다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 

사례 1: 수인한계의 초과를 인정해준 사례(서울지방법원 

2000.12.12 사건번호 98가합23596) 

사건개요: 분쟁이 일어난 아파트는 93.9.30 준공승인 후 

입주 초기부터 위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거나 급수 또

는 배수를 하는 경우에 그 소리가 차단되지 않고 아래 층에 

전달되어 입주자들이 변기사용에 신경을 쓰거나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분쟁

에 대하여 피해자의 불편은 수인한계를 넘어섰다는 사례이다. 

판결요지: 이 사례에서는 층간소음의 배상책임이 시공자

에게 있다는 판결이 났다. 측정된 기준 수치에 근거하여 판

단해 볼 때, 분양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제약 아래서 분양자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

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고 보았다.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

나 발생한 소음이 적절한 수준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분양

자가 담보책임을 지는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례 2: 수인한계의 초과를 부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7.6.27 사건번호 2006나10054) 

사건개요: 원심은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입주민 피해자가 

위층 입주민을 상대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여기서 원고는“지난 2003년 말경부터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낮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뛰어다녀 소음, 

진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면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을 

겪어 치료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였다. 추가하여“계속적

으로 주의해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아이들을 방치함으로

써 소음과 진동이 계속 발생해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하였으며“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서 본인과 처의 치료비,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1심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

성시법원은 원고에게‘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

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인 수원지법 

민사3부는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 원고패소판결을 내

린 것이다.  

판결요지: 재판부는 아래 층의 항의에 대하여 위층 피고

가 거실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소음, 진

동의 방지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아파트가 층간소

음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음, 진동에 미흡

한 구조라는 점을 인정했다. 추가하여“위층의 아이들이 일

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 소

음, 진동방지를 위한 노력, 진동에 취약한 아파트 구조 등

을 고려할 때 위층 아이들이 발생시킨 소음, 진동이 사회통

념상 수인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려워 소음, 진동의 발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아래층 원고와 그의 처에 대하여“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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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층 아이들이 발생시킨 소음, 진동으

로 인해 아래층 세대에게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

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사례 3: 수인한계 기준 적용에 대한 쟁점 사례(대법원 

2005다56193, 2005다56209 병합판결) 

사건개요: 대법원 제1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소

유자 835명이 사업주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체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바닥충격음 하자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2003년 4월 22일 이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후 이

는‘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

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

록 해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재판부는“개정 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개정 규정 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

칙 제2조에서는 개정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사업계획승

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시

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건축 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

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개정 규정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

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추가하여“개정 전 규정

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정 규정

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는 없고, 개정 규정과 아울러 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공동

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수인한도의 초과를 입증하는 것이 과학

적이어야 하고 측정에 있어서 은밀성이 있지 않으면 입증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추후에는 경비

원의 호출이나 경찰출동, 분쟁기록 등 일반 사회 통념적으

로 가능한 여러 가지 관련 증거들이 같이 제시되고,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여건

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층간 소음 분쟁에서 입주자들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준수하고 있고, 시공시의 문제라면 시공사와 입주민간의 

분쟁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입주자들 사이에 문제라면 이것은 수인한

도 내에서 허용범위를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특히 입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부각된다. 만일 

시공자와 입주자 모두 연루되어 있다면 그 배분에 있어서 문

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현재는 그 판결 근거로 수인한도와 

연관된 불법행위와 상호적 관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는 피해의 정도, 피해 및 가해이익의 비교와 그 

사회적 평가,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 노력 등이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인한도에 영향을 주는 상호적 관계는 근

본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와도 연관

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근대 민법의 주요 핵심의 하

나인 과실책임주의를 넘어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

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미래의 바람직한 층간 소음분쟁도 

어떻게 분배와 사회보험적 성격의 무과실책임주의를 현실에

서 거부감 없이 적용할 수 있게 하는가에 있다고 생각된다.  

소음의 정도가 청력손실을 유발할 정도가 아닌 경우는 이

로 인한 피해에 대한 외부적인 표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더구나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청각적, 비청각적 피

해가 보고되고 있는 현재의 임상적 지식도 그 반영도가 매

우 낮다.10) 그러한 이유로 수인한도가 일반 사회인이 감내

해야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이 판단에 근거가 되는 물

적인 손해는 그 손해가 현저히 표현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

정되는 국내 현실에서 우선 정신적 피해의 측면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소음의 정도가 소음진동규제법

상의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

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조건에 따라서 소음

을 받는 자가 병자나 노약자 등의 경우에는 소음기준치 등

은 낮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도 환경피해구제기준을 제정하여 수인한도를 공표하였

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소음강도(dBA) 만을 나타내고 지

역특성과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감안되어 있지 못해

서 규제와 보상이 달리 적용될 소지가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7)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도 여러 경우에 유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소음 강도와 함께 발생원으로부터의 거

리, 피해 대상의 특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층간소음 분쟁은 공동주택의 인구 수가 늘어나고 생활 수

준의 향상되면서, 점차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현실은 층간소음분쟁의 문제를 인과관계의 입

증문제나 위법성의 인정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근

본적으로는 그 판단의 기본이 되는 이론이 여전히 상당부

분 민사상의 불법행위 범주에만 머물고 있는 점이 있다. 최

근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안(2010, 11)

의 제51조에서“세대간 생활소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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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관련 기관에서 그 동안의 문제에 대한 여러 배려를 

하는 조치들이 보인다. 그렇지만 실정법상의 해결 수단에서

는 가까운 장래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관련 쟁점에 대

한 불분명한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점은 새로운 

입법적인 해결수단에 의한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이미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이론에 

근거한 해결의 한계점을 오래 전에 인식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5) 종합

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분쟁은 단순한 전통적인 

불법행위 이론만으로는 급속한 사회발전의 결과를 수용하

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논의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

법정책과 국민정서 등을 포용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로 접근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법적분쟁·소음공해·아파트 공동주택·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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