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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삶이 윤택해지면서 사람들은 조금 더 정온한 환경에서 지

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소음에 관

련된 민원 사례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며, 소음의 피

해가 증가하는 것이다.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는 소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소

음·진동관리법 제4조2 ‘소음지도에 관한 법률’을 신설

하였다. 또한 2010년 6월30일 환경부에서는 소음지도 작

성방법을 제정·고시하였다. 그러나 소음지도를 제작하려면 

수치지도 또는 GIS파일을 이용하여 소음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소음지도 제작시 GIS파일이 없을 경우 수치지도를 이

용하여야 하는데 현재 수치지도의 판매처는 국토지리정보원

이며, 수치지도는 수치지도Ver1.0, 수치지도Ver2.0, 도화원

도가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치지도의 

경우 버전에 따라, 속성정보가 다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

서는 충주시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각각 다른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도로교통 소음지도 제작 

후 소음지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속성정보가 다른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소음지

도를 제작하고 이를 통하여 3차원 소음지도 제작 시 층별 

예측소음도의 차이와 소음의 노출면적을 비교하는 부분으

로 구성된다.

 다음 Table. 1은 각각의 수치지도 속성정보의 차이점을 정

리하였다.

Table. 1 Properties for the Digital Map and Draft 

Map 

  

Properties Draft Map
Digital Map

(Ver1.0)

Digital Map

(Ver2.0)

Floors × × ○

Height ○ × ×

 위와 같이 각각 속성정보가 다른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소

음지도를 제작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충주시 연수동을 선

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충주시 연수동의 경우 충주시 면적

의 약 5% 이나, 거주인구 비율은 약20%이상의 인구가 거

주한다. 이는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

며, 또한 건물이 많아 3차원 소음지도 제작시 층별 예측소

음을 비교하기에 적합하여 충주시 연수동을 연구 대상지역

으로 선정하였다. 소음지도를 제작하는데 있어 지형정보가 

최신자료인 것으로 소음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다. 그리하여 2007년에 제작된 수치지도를 사용하였으며, 

축척은 1:5000도엽을 이용하였다. 소음지도 제작프로그램

은 Sound PLAN(6.4Ver)을 이용하여 소음지도를 제작하

였다. 또한 소음지도 제작에 있어 도로교통소음 예측식은 

독일의 RLS-90 Model을 이용하여 소음을 예측하였으며, 

교통량 조사의 경우 소음의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출·퇴근 시간인 첨두시 교통량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Fig. 1, Fig. 2, Fig. 3, Fig. 4는 각각 속성정보가 다른 수

치지도를 이용하여 소음노출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Fig. 1

은 도화원도와 수치지도(Ver2.0)의 속성자료를 취합하여 소음

지도를 작성한 소음노출면적이다. 소음지도는 정확성이 중요하

며, 소음지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측소음도와 예측소

음도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서 제정·

고시한 작성된 지도의 검토 내용 중 평균오차±3dB(A), 표준

편차 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다. 제작된 소음지도를 

검증한 결과 편차는 0.63 dB(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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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osure Area of Noise

(Draft Map and Digital Map)

Fig. 2 Exposure Area of Noise (Digital Map 1.0)

Fig. 3 Exposure Area of Noise (Digital Map 2.0)

Fig. 4 Exposure Area of Noise (Draft Map)

  각각 속성정보가 다른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3차원 

소음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소음지도를 통하여 

예측된 소음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 Table. 2와 같

이 나타냈다.

Table. 2 Prediction Results of Facade Noise 

Levels

단위 : [dB(A)]

Floors

Digital Map 

and 

Draft Map

Digital 

Map

(ver1.0)

Digital 

Map

(ver2.0)

Draft 

Map

1 51.5 50.9 53.4 51.5

3 53.6 53.0 54.8 53.7

5 54.9 54.4 56.5 55.1

7 56.1 55.3 57.3 56.3

9 57.8 57.4 58.0 58.0

11 58.2 58.5 58.3 58.5

  

 위와 같이 층별소음도를 비교 및 검증하기 위하여 

이 건물의 11층 지점을 대상으로 소음을 실측하였다. 

실측한 결과 소음도는 57.4dB(A)나타났다. 이중 실

측소음도와 가장 근사한 예측소음도는 수치지도

(Ver2.0)+도화원도의 속성정보를 취합한 소음지도가 

가장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확

한 층수 및 건물의 높이값을 알고 소음지도를 제작한

다면, 정밀한 소음지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속성정보가 다른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소음지도를 제

작하였을 경우 소음 노출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층별 소음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차범위를 만족하였다. 소음지도 제작 시 건물의 

정확한 최종 높이 및 건물의 층수를 알고 있다면, 층별 

예측소음도는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수치지도는 버전에 따라 속성정보가 

다르며, 속성정보를 다 포함하여 소음지도를 제작한다

면 더욱 정확한 소음지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화원도 또는 수치지도(Ver2.0) 자료를 사

용하여 소음지도를 제작한 결과 소음레벨값의 오차는 

허용 범위내를 나타내므로, 도화원도 또는 수치지도

(Ver2.0)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결과값은 큰 차이

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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