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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the construction sites are growing in city every year, so complaints for construction noise have 

increased more and more. To analyze this noise scientifically, construction noise prediction program was developed 

in 1998 and 2005 but it is too difficult to apply program in field because there is few soundproof facilities and it 

can't understand the coordinate system and so 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oise prediction program to apply in construction sites. For this, the 

problems of existing program was analyzed and survey was performed to get requestion of field overseer and 

upgraded program. To get reliability of program, it was compared with sound measurement value in field. As a 

result, construction sound prediction program have various soundproof facilities data than existing program. It can 

also analyze multi receiver point at the same time for several construction machinery. Most of all, it is more 

powerful to set receiver or source in the axis of X, Y, Z. so program user can make use of it easily. An average 

of difference is -0.9~1.8dB.

1. 서 론1)

  최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

심지 등 거주밀집지구에서도 대규모 건설공사 및 재개발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공사 또한 대형화, 

기계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1990년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환

경피해에 대한 분쟁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91년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 2000년~2008년까지 최근 8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총 2074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약 88%에 

해당하는 1817건이 소음․진동 관련 분쟁으로 분석되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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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분쟁들이 소음․진동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러한 소음․진동 관련 분쟁 중 약 74%에 해

당되는 1352건이 건설공사시 또는 해체시 발생되는 소음

과 관련된 분쟁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소음분쟁이 8%, 층

간소음분쟁이 9%, 기타소음분쟁이 9%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소음․진동 분쟁 중 건설현장과 관련된 소음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다수의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한시적으로만 발생한다는 소음특성과 관련지식

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소음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

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 및 합의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

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

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건설현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 

주간 70dB(A)에서 65dB(A)로 현행 야간 55dB(A)에서 

50dB(A)로 각각 5dB(A)씩 상향 조정하여 기준을 강화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민원과 상향조정된 기준 등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기법으로 예측, 분석하여 소음에 능

동적인 공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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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주택도시연구원에서 1998년 및 2005년에 실

무부서와 합동으로 건설공사장 간이 소음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적용 가능한 방음 시설물의 종류가 극히 제

한적으로 다양한 현장여건을 반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면과 호환성이 없어 좌

표인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장 실무자들

이 쉽게 사용하기에는 다소 난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 현

장의 소음․진동 민원을 사전에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강화된 

소음진동규제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

장 여건을 반영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음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거리에 의한 소음 감쇠 효과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운용되는 장비의 경우 덤프트

럭을 제외하고 일정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 

m 이상 떨어지면 점음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점음원의 경

우 음원으로부터 거리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음의

세기 는 반경 의 구면 전체를 1초동안 통과한 음에너지

와 음원의 음향파워 가 서로 같으므로 식(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1)

                       


 ·······························  식(1)

  또한 음원으로부터 거리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음압

레벨을 ,     만큼 떨어진 지점의 음압레벨을 

라 하면 두 지점사이의 거리감쇠치는 식(2)에 의해 구

해진다. 

         


  




···············  식(2)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의 경우 수 m 이상 떨어지면 점음

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식(2)에 의해 거리감쇠량을 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2 방음벽에 의한 감음 효과

  건설공사장 소음에 대한 방음벽의 감음효과는 회절감쇠

치, 투과손실값 및 방음벽 자체의 흡음감쇠치를 합하여 구

한다. 여기서 방음벽 투과손실값에 의한 영향은 20dB이상

의 차음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시될 수 있

다.(1)

Fig. 1 Noise reduction by the diffraction of a point source 

d

C(XC, YC, ZC)

S (XS, YS, ZS) O (XO, YO, ZO)

H

  ⋅

Fig. 2 Noise reduction by a barrier

(1) 회절감쇠치

  방음벽에 의하여 음은 Fig.1과 같이 음원 S로부터 방음

벽 상부의 점 C(Xc, Yc, Zc)에서 회절하여 수음점 O에 입

사하게 되며, 경로차 δ는 식(3)과 같다.

δ = CS+CO-d = {(Xc-Xs)2+(Yc-Ys)2+(Zc-Zs)2}1/2

    +{(Xo-Xc)2+(Yo-Yc)2+(Zo-Zc)2}1/2

    - {(Xo-Xs)2+(Yo-Ys)2+(Zo-Zs)2}1/2 ·············· 식(3)

  경로차 δ로부터 Fresnel수 N은 식(4)를 이용하여 구하

며, Fig. 2를 이용하여 회절감쇠치를 구할 수 있다.(5)

                       


 ·································  식(4)

단,  : 파장 [m]

  방음벽 두께가 있는 경우 Fig. 3과 같이 두께를 방음벽 

높이로 치환하여 근사적으로 계산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식(5)에 의해 회절감쇠치를 구한다.

    회절감쇠치 ±×
 
 

 ········  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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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N은 Fresnel 수이며, (±)의 부호는 N>0 경우는 (+), 

N<0 경우에는(-), N=0인 경우에는 5임.

  실제 현장에서의 방음벽은 무한대 길이의 방음벽이 아니

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식(5)에서 안전율을 고려하여  

3dB을 뺀 값을 적용하였다. 

Fig. 3 Noise diffraction in Barrier with thickness

Fig. 4 Attenuation and Diffraction angle of absorbing noise 

barrier

(2) 방음벽의 투과손실치

  Fig. 1의 수음점 O에 대한 음압레벨은 방음벽의 상부를 

넘어오는 회절음과 방음벽을 투과해 오는 음이 합성된 것

으로 방음벽에 의한 회절감쇠치를 ΔLd 라고 하면 회절음

에 의한 음압 레벨 L 1은 다음 식(6)과 같다.(2)

                     ···········  식(6)

  또한, 방음벽의 투과손실을 TL이라 하면 투과음에 의한 

음압레벨 L 2는 다음 식과 같다

                      ············  식(7)

  위의 두 식으로부터 수음점 O에서의 음압레벨은 다음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식(8)

(3) 방음벽의 흡음감쇠치

  방음벽의 흡음감쇠치는 회절각 와 음압반사계수   또

는 흡음률 를 알면 구할 수 있다. Fig 4에서 흡음률이 

0.6이하이면, 회절각이 90°이하일 경우 흡음에 의한 감쇠

치는 1dB 이내임을 알 수 있다.(2)

2.3 지표면에 의한 영향

  지표면이 흡음성이면 지표면에 의한 반사는 무시할 수 있

으나 콘크리트와 같이 반사성인 경우에는 지표면을 반사 축

으로서 음원 및 수음점을 정반사의 위치로 이동시키고, 각

각의 경로에 의한 방음벽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

반적으로 지표면이 반사성일 경우, 반사음의 감쇠치는 최대 

3dB의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재료의 경우 수음점의 높

이가 10m 이상인 장소에서는 1~2dB 정도의 작은 영향을 

미치므로 본 소음예측프로그램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4) 

3. 간이 소음 예측 프로그램

3.1 기존 간이 소음 예측 프로그램 문제점 도출

  건설현장에서 소음민원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주

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서 1998년 및 2005년에 실무부서

와 합동으로 Fig 5, Fig 6과 같이 건설공사장 간이 소음예

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 Main menu                 (b) Noise analyze

(c) Input barrier data        

304



(d) Input sound source

Fig. 5 CONOV program developed in 1998

(a) Main menu & select machinery   

(b) Select Receiver & source 

Fig. 6 Simplicity noise prediction program developed in 2005

  1998년도에 개발된 ‘CONOV1)’의 경우 visual C++기반

으로 개발되었으며 실측값 대비 예측값의 상관계수가 0.95

로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Fig.5와 같이 

입력변수가 많으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면과의 호환

성이 없어 좌표설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2005년도에 개발

한 간이소음예측프로그램의 경우 Excel에서의 visual 

basic 기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프

로그램 초기 접근성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다수의 수음점

에서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CONOV'와 마찬가지로 좌표설

정부분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난해하였

다. 두개의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

출하였다.  

◦ 현장공사 배치도면과 기존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없음.

◦ 예측점 및 음원의 좌표입력이 모호함.(좌표설정 난해)

◦ X,Y좌표축에서 1사분면 값만 인식함.

 (즉, 좌표값 입력시 음수를 입력하면 에러발생.)

◦ 다수의 예측점에서 합성소음도 계산 불가능.

◦ 방음벽 길이가 한정되어 있음.

  (높이의 5배→현실적으로 현장설계 적용 불가능)

◦ Visualization 기능 부족으로 인하여 실무자 이해도 부족

    

 (a) Type of civil application        (b) Best noisy progress

   

(c) Soundproof facility in field     (d) Necessity of noise program 

   

(e) Problems of pre-program      (f) Improving item of pre-program

Fig. 7 The survey result for program user

1) 1998년 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소음․진동 측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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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그램 사용자의 요구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사용자의 요구분석을 위해 현장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ig. 7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다

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좌표설정이 편리할 것.

◦ 도면과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할 것.

◦ 다수의 수음점에서 동시 예측이 가능할 것.

◦ 다양한 소음원에 대한 에측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 방음벽 설치시 대략의 설치비용산출이 가능할 것.

◦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3.3 프로그램 개요 및 특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현장실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AutoCAD 2008 기반 형식을 바탕으로 간이예측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이하 HURI-S)의 기본구성은 

Fig. 8과 같이 크게 ①과 ②의 두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FIg. 8 Main menu of program

②

①

Fig. 9 Arrangement of machinery

① 프로젝트 파일명 설정 및 소음기준, 글자크기 설정

  시뮬레이션 파일의 기본적인 설정 부분으로 파일저장을 

위한 프로젝트명, 적용되는 소음기준설정, 도면상 표시되

는 글자크기 등을 설정한다. 

② 6개의 프로세스 기능

  건설장비 배치, 방음벽지정, 수음점 배치, 소음계산, Gray 

color, Grid 소음계산 기능으로 사용자가 예측하고자 하

는 데이터도출에 필요한 초기설정값을 입력 또는 수정을 

하는 영역으로 세부기능은 아래와 같다. 

◦ 건설장비의 배치

  건설장비 설치과정으로 Fig. 9와 같이 건설공종별로 장

비들이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공정을 체크한 후 설치레

벨(G.L.-지면 레벨)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본 프로그램의 

건설장비 소음레벨은 국립환경원에서 제시한 건설장비류

의 소음레벨을 적용하였다. 

◦ 방음벽지정

  방음벽 위치를 AutoCAD상의 p-line으로 구획하고 ‘방음

벽지정’ 버튼을 누른 후 미리 구획된 p-line을 선택하여 

방음벽을 지정하면 Fig. 10과 같이 새로운 window가 열

린다. 여기서 알루미늄 방음벽, EGI 팬스 등 기존 사용되

는 제품종류를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투과손실값이 입력

되며 방음벽 종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투과손실을 직

접 입력할 수 있다.(3)(4) 방음벽의 형상은 Fig. 11과 같

이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I형, P형, C형

(Cover 형), B형(Box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방음벽의 

설치 높이를 입력하고 시공비 및 재료비 등을 포함한 방

음벽의 면적당(㎡) 단가를 기입하면 전체 방음벽의 견적

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 수음점 추가

  HURI-S 프로그램에서는 기존프로그램과 달리 다수의 수

음점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10 Select of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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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와 같이 먼저 소음예측 지점을 기입한 후, 총 층

수와 1층 레벨을 기재한다. 층고설정이 가능하며, 여기서

의 레벨은 지면 기준에서 1.5m 떨어진 수음점위치를 표기

한 것으로 해당층별로 레벨값이 자동적으로 누적되어 표

기된다.

◦ 소음계산

  음원, 수음점, 방음벽지정을 하고 ‘소음계산’ 버튼을 클릭

하면 Fig. 13과 같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window에서 예

측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값은 직접출력이 가능하고 데이

터 파일형식으로도 자동변환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프로

그래밍 되었다.

◦ Gray Color

  현장의 건설공정도면을 직접 사용함으로 실제 장비의 위

치 또는 방음벽, 수음점 등의 표시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가 난해하다. 따라서 Fig. 14와 같이 Gray Color 단계를 

통해 장비, 방음벽, 수음점 이외 기존에 참조한 (*.dwg) 

파일의 모든 layer color를 gray color 로 변경시켜서 

프로그램 사용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 Grid 소음계산 

  HURI-S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FIg.15와 같이 전반적인 

현장의 소음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visualization 기능

을 부여하였다. 예측값들을 기초로 AutoCAD상에서 Grid

로 구획하여 분포된 형태를 보기위한 도구이다. Grid 영

역과 Size를 설정한 후, Row 개수와 Column 개수 및 

수음점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단 Row개수와 Column

개수가 많을수록 계산시간이 지연된다. 설정이 완료되면 

AutoCAD2008에 Grid 내에 소음레벨이 소음기준을 중

심으로 색깔별로 표기된다. 

◦ 도면의 저장

  건설현장 소음예측을 위해 AutoCAD2008에서 작업한 

HURI-S 프로그램과 연계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dwg’형식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HURI-S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가 

AutoCAD2008에 입력된 정보와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여 

로딩할 때 에러가 발생됨으로 유념하여야 한다. 

◦ 음원의 추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공법과 장비들이 계속 개발

되고 있고 또한 지반의 종류 및 현장작업의 종류에 따라 

음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HURI-S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음원(5)(6)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Fig.16과 같이 부여하였다. 

Fig. 11 Shape of barrier

Fig. 12 Set receiver

 

Fig. 13 Calculation

Fig. 14 Progress si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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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isualization 

Fig.16 Addition function of new machinery

3.3 프로그램 한계점

  본 연구에서 개발된 HURI-S 소음예측프로그램은 대상소

음이 건설장비 소음임으로 이를 점음원으로 간주하여 소음

예측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덤프트럭과 같이 이동하는 소음원이 존재하며 이를 해석하

기 위해서는 점음원이나 선음원의 해석과는 달리 시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매우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영향까지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덤프트럭이 정지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만 예측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또한 실제 도심지 현장의 경우, 현장인근의 도로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배경소음이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설현

장 소음이 주변배경소음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고려

되지 않지만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

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HURI-S 프로그램에서 현

재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되지는 못하였으며 향후 프로그램

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장 실측값 및 HURI-S 예측값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소음예측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Fig. 17과 같이 실제 4곳의 건설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장비의 소음측정값과 프로그램의 예측값을 

상호․비교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2003-221호)의 의해 측정하였으며 측정시간의 경우 건설

장비소음이 현장에서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발생되기 때

문에 소음발생시 등가소음레벨로 10초간 3번 이상 측정하

여 산술평균하였다. 

  현장에서 측정위치와 장비의 위치는 레이져 거리측정기

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출력도면에 표기하였으며 CAD도

면에서 HURI-S를 이용하여 소음도를 예측하였다. 

  

 

Fig.17 Measurement in field

  각 현장별로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오차는 평균은 -0.9~1.8dB(A)로 예측값

이 실측값에 거의 비슷해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관성 분석 결과 Fig. 18과 같이 상관계수(R2)가 0.95

로 프로그램의 예측값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1 The comparative result with measured and predicted 

value

측
정
점

서울마포 군포당동 부산고촌 아산인주

실측
값(R)

예측
값(S) R-S 실측

값(R)
예측
값(S) R-S 실측

값(R)
예측
값(S) R-S 실측

값(R)
예측
값(S) R-S

P1 82.3 81.3 1.0 73.8 73.2 0.6 67.1 65.3 1.8 84.0 83.2 0.8 

P2 84.2 85.9 -1.7 70.4 71.2 -0.8 83.3 82.0 1.3 

P3 91.8 89.4 2.4 71.0 72.5 -1.5 84.3 83.2 1.1 

p4 93.9 93.9 0.0 73.3 75.8 -2.5 77.8 76.4 1.4 

P5 84.2 80.6 3.6 71.8 72.0 -0.2 74.2 76.2 -2.0 

P6 88.3 88.9 -0.6 

P7 77.5 78.8 -1.3 

P8 70.8 71.8 -1.0 

P9 71.1 69.2 1.9 

P10 73.2 75.5 -2.3 

P11 77.2 76.6 0.6 

P12 79.4 77.2 2.2 

P13 61.3 64.4 -3.1 

P14 62.7 60.2 2.5 

평균 0.3 -0.9 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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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상관성 분석

R2 = 0.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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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소음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

기위하여 기존에 개발되었던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실무자들의 요구

성능 등을 고려하여 CAD 프로그램 기반에서 운용되는 

HURI-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현장실측값과 프로그램 

예측값을 비교분석한 결과, 상관계수(R2)가 0.95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HUIR-S 프로그램이 현장실무자

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프

로그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음원 및 방음벽의 종

류 추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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