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소음공해는 일상생활중에서 가장 빈번히 접하

는 환경오염으로 도시 및 거주민의 심리적, 정신

적, 신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소

음 중에서도 특히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설

도로의 확충에 따른 교통소음 문제가 심각한 환

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통소음 문제를 사

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시 환경 향평

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 향

평가 대상사업 17개분야 63개 단위사업중 도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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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road traffic noise has appeared a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issue because of

dramatic increase of vehicles and expansion of newly constructed roa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method that improves prediction factors and models through analysis of the

existing road traffic noise prediction model.

Prediction factors can be improved by establishing guideline for diffraction attenuation and

applying daily traffic discharge, peak traffic discharge, and average traveling speed through an

analysis of level service. Prediction must be made by periods of one or five years during 20

years.

Prediction models also can be improved to include better prediction model through setting

the database, establishing functional relation between physical properties and noise levels by

acoustic analysis, and developing models for road traffic noise prediction in resident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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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높고(KEI 환경정보,

1999), 사업완료후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생

기는 소음으로 인해 도로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 현재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감계획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소음 환경 향평가 규정에 의하면 사업예

정지역의 현황소음도를 조사하고, 주변의 모든여

건을 고려한 장래교통량추정 설계속도 서비스수

준 분석을 통한 소음예측식 적용을 통하여 소음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환경기준 초과시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소음은 이동음원으로 시간경과

에 따라 속도, 차종구성, 교통량이 다양하여 소음

도가 매우 불규칙하게 변하므로 도로폭, 노면성

상, 노면포장상태, 도로구배 등과 같은 도로특성,

자동차속도, 차종구성, 화물적재량, 교통량 등과

같은 교통특성, 도로변의 건물배치, 건물의 폭, 건

물높이, 가로수 식재상태 등과 같은 도로변 특성,

온도, 습도, 바람 등과 같은 기상특성, 지표면의

상태에 따른 지표면특성이 각각 다른 여러 요인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소음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예측식을 찾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에 외국이나 국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도로

교통소음 예측식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

는 실정이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 향평가시 사용되

고 있는 소음예측식과 예측인자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기존 모델사용시 가장 적

절한 예측소음도 추정을 위한 예측인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예측식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도로사업 환경 향평가서 검토현황1)

환경 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경 향

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와 기법개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997년

9월 8일 개원이래 1999년 6월까지 총 977건의 평

가서(초안+본안+보완)를 검토하 으며, 이중 도

로건설 사업 환경 향평가는 총 426건으로 전체

검토건수중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사업에 비하여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참조).

Table 2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총

12개월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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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the road EIA

총 검토건수 도로사업 검토건수 도로사업검토건수/ 
초안 본안 보완 계 보완/본안 초안 본안 보완 계 보완/본안 총검토건수

304 314 359 977 114% 127 132 167 426 127% 44

총 검토건수 도로사업 검토건수 도로사업검토건수/ 
초안 본안 보완 계 보완/본안 초안 본안 보완 계 보완/본안 총검토건수

Table 2.  Analysis of noise/vibration item

검토의견 발생 빈도수 초안 발생 빈도수초안이후 발생 빈도수 비고

소음 진동 예측 방법 19 4 15

공사시 및 운 시 향예측 및 저감대책 22 14 8

공사시 향예측 및 저감대책 152 99 53

운 시 향예측 및 저감대책 50 - 50

방음벽 설치후 예측 소음도 3 - 3

총 발생 빈도수 246 117 129

검토의견 발생 빈도수 초안 발생 빈도수 초안이후 발생 빈도수 비고



된 사업으로 총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소음예측

모델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이다. 검

토의견 분석결과 소음예측방법의 적용타당성에

대한 발생빈도수는 19회로 나타났고, 공사시 향

예측 및 저감대책에 대한 발생빈도가 152회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검토의견 발생빈

도수는 환경 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117회이고,

초안이후에 대해서 129회로서 총 246회의 소음예

측모델 관련 검토의견 발생빈도수를 보이고 있

다.

III. 환경 향평가서 소음예측식 및
예측인자 분석결과

1. 소음예측식 분석결과

도로교통소음의 예측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모델식은 실제도로에서 소음레벨을 실측하고 동

시에 교통조건(교통량, 주행속도, 차종구성 등),

도로조건(노면상황, 횡단형상 등), 전파조건(음원

으로부터의 거리, 지표면 상태, 기상 상태 등) 중

에서 소음레벨에 관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의 물리량을 계측하여 이들 요인의 물

리량과 소음레벨 사이의 관계식을 통계처리에 의

하여 설정하는 경험적 모델이다9). 이러한 경험적

방법은 현상의 모델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예측조건의 범위 내에 있는 소음레벨을

어느정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려

한 요인과 소음레벨과의 이론적인 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조건 이외에는 적

용이 어렵다. 이러한 경험적 모델로서 현재 환경

향평가시 소음예측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국립

환경연구원 제안식인 간선도로 예측식과 고속화

도로 예측식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한

고속도로 소음예측모델인 HW-NOISE 모델이 사

용되고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제안식(간선도로식)2)

·도로단 10m 이내지역

LP = 45 + log( ) + 30log( )

LB = 53 + log( ) + 30log( )

Leq ≒ L50 + log(10 + 10 )

N1 : 시간당 소형차 통과대수 (대/hr)

N2 : 시간당 소형차 통과대수 (대/hr)

l : 가상주행중심선에서 도로변지역까지의 거

리로 통상 10m 미만의 거리(m)

V1 : 소형차의 평균차속 (km/hr)

V2 : 대형차의 평균차속 (km/hr)

·도로단 10m 이외지역

Leq ≒ 1.1[20 + 10log( )-9logra + C dB(A)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 (대/hr) (Q=소형차

통과대수+10×대형차통과대수)

V : 평균차속 (km/hr)

l : 가상주행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

도로단에서 기준 10m지점까지의 거리(m)

ra : 거리비(기준 10m 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10m이상 떨어진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

C : 상수

Q > 15,000 이면, C = -5.5

10,000 < Q ≤ 15,000 이면, C = -4

5,000 < Q ≤ 10,000 이면, C = -2.5

2,000 < Q ≤ 5,000 이면, C = -1

Q ≤ 2,000 이면, C = 0

상기 예측식의 적용특성을 분석한 결과 도로단

과 예측지점이 평탄하다고 가정된 식으로서 지형

조건 예를들면“아파트 층별고려, 고가도로에 소

음원이 있고 수음점이 고가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할 경우, 구조물(고가도로, 교량), 토공(절토,

성토)”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신호

등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평균속도 산정이 매우

Q·V
l

LB
10

LP
10

V2
50

N2
l

V1
50

N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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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점이다.

예측식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본 예측식은 일

반국도와 택지개발지구내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상기의 식을 적용하여 예측하고 있다.

택지내 반사음의 향 및 지표조건, 전파경로 등

일반국도에서의 예측과 택지내 도로에서의 예측

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택지내 도로교통

소음에 의한 예측식의 개발이 요구된다. 

2) 국립환경연구원제안식(고속화도로식)3)

Leq = -7＋10logQ＋22logV＋DT＋DW＋DR＋
Dq－DD

Q  : 시간당 교통량(대/hr)

V : 평균차속(km/hr)

DT : 대형차 혼입비, 도로구배 및 차속 등에

따른 보정치

V≤56km/hr 일 때

DT=10log{1－(F·t)＋9.82×(F·t)×(V/105)-3.2}

V＞56km/hr 일 때

DT = 10log{1－(F·t)＋33.7×(F·t)×(V/105)-1.2}

F : 구배계수 구배 2% 이하 : F=1

구배 2∼6% 이하 : F=1.4

구배 6% 초과 : F=2

t : 대형차 혼입비(전체 교통량에 대한 대

형차의 통행량의 비)

DW : 노폭보정치

O/R≤0.6 일 때 DW=1.31－8×{1＋log(O/R)}/3.54

O/R＞0.6 일 때 DW={0.51×(O/R)－0.11}×

(I/O)2－{5.17×(O/R)－1.37}0.5

I :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한 안쪽차선 중

심선상의 거리(m)

O :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한 바깥차선

중심선상의 거리(m)

R : 가상주행중심선에서 예측지점까지의

수평거리(m) 

DR : 거리감쇠치

예측지점의 높이가 낮아 지면흡수를 고려한

조건인

tan-1(0.5/D)－tan-1(-H/R)＜10°일 때

DR=-13.3log(R/15)－(R-15)/150 

예측지점의 높이가 높아 Free space 조건인

tan-1(0.5/D)－tan-1(-H/R)≥10°일 때

DR=-10log(R/15)－(R-15)/150 

D : 가상주행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

리(D=¬
_____
Dn×

_
Df
__
) 

Dn : 노견에서 가장 가까운 차선의 중심선

까지의 거리(m)

Df : 노견에서 가장 먼쪽 차선의 중심선까

지의 거리(m) 

H : 음원높이 기준으로 한 예측지점의 높

이(m)

Dq : 관측각 보정치

Dq=10log(q/180)
q : 예측지점에서 교통소음이 향을 미치

는 도로구간을 본 내각

DD : 회절감쇠치 (dB(A))

성토 또는 절토도로의 노견 및 절토상단에

의해 전파경로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의

해 방음벽의 경우와 같이 회절감쇠치 DD가
발생한다.

이 때 DD는 전파경로차 d값에 따라 결정되며

d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d＞0인 경우,  즉 Shadow Zone(음원에서

본 예측지점이 가시선 밑에 있을 때)의 경우

d = A ＋ B - d

·d＜ 0인 경우, 즉 Illuminated Zone일 때

d = d - A - B

DD는 ±0.5dB이내의 편차범위를 만족하도록

수식화한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

-0.2≤d＜0 : DD＝-log(-d)

d=0 : DD＝3

0＜d≤0.2 : DD = 15.5 + 10log[ß
_____
(1.2d)/(2tanh(10ß

__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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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d≤2 : DD = 12 + 20log[ß
____
(2pd)/(2tanh(ß

_______
(1.2pd)]

2＜d≤14 : DD = 14 + 12log[ß
______
(0.5pd))/(tanh(ß

_______
(1.2pd)]

d＞14 : DD＝22 

노견에 반사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는 위의

식에 의해 구해진 값과 같이 회절감쇠치가 발생

하며, 흡음형 또는 방음둑에 대해서는 그 값에

2dB(A)를 추가한 값이 회절감쇠치에 상당하고

성토 및 절토 도로는 3dB(A)를 뺀 값이 회절감

쇠치에 상당한다.

상기의 고속화도로식의 적용특성을 분석한 결

과 간선도로식에 비교하여 다른점은 주변지형여

건 및 도로여건이 반 된 예측식이고, 방음벽의

높이, 길이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예측식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소음예

측시 입력 인자가 많아 다수의 data처리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량구간에 대한 소음특성의

반 이 어렵다.

또한, 관측각이라는 항목은 수음점에서 도로단

을 본 것으로서 상대적인 위치에서 관측값의 변

화가 크므로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고, 회절감

쇠치의 경우 대상주파수에 따라 느끼는 감도가

다르나 대상주파수를 고려하는 식이 없으므로 대

상주파수에 따라 2∼3㏈(A)의 차이가 생기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3) 고속도로 소음예측모델(HW-NOISE)4)

Leq = PWL + 10log(1/4×d×s) + DLi + ai + ad

여기서,

d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 (m)

s : 평균차두간격(s=1,000×V/N, V=차량주행

속도(km/hr), N=평균교통량(대/hr)

PWL : 73.4×20logV+10log(a1+3.8a2) (a1=소형

차혼입율, a2=대형차 혼입율, a1+a2=1)

DLi, ai, ad : 도로교통 소음의 보정치

도로교통소음의 보정치

종단구배의 보정치

구배(i)가 -5∼5%로 구간이 짧아 Top Gear

상태로 주행하는 구간

DLi = 1/3i[dB(A)] (-5 i 5)

구배(i)가 -6∼6%로 구간이 100m 이상인 경우

DLi = 0.3i+0.1i2[dB(A)] (-6 i 6)

지형조건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보정치(ai)

소음예측시 소음도 전파경로의 기상 및 지표

조건등에 따라 수음점에서의 실측소음도는 계

산치와 다르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지표조건

마다 Leq계산치에의 회절에 의한 보정치(ad)를

감안한 수치의 평균과 Leq실측치 평균과의 차

를 고려하여 지표조건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

한 보정치(ai)를 산정

회절에 의한 보정치(ad)

회절에 의한 보정치(ad)의 설정음 회절은

a+b-l=d를 구하여 다음의 식에 적용하여 보정

치를 구하 으며, 수음점에서 음원이 보이는

경우 d의 값은 마이너스로 함

회절에 의한 보정치(ad)설정

0.5 d : -9logd-14.3

0.07 d : -2.7(logd)2-10.5logd - 14.5

0.01 d : -3logd-9.5

-0.001 d : -10log(0.2+2.5d) -10

-0.015 d : 0.24log10|d| -2.2

-0.3 d : 2log10|d |+1

이 모델의 적용은 고속도로 또는 이에 준하는

도로를 매시 약 1,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60∼

120km 정도의 속도로 정상주행하고 있을 때 이

도로에서 약 100m 지점까지 등가소음도를 추정

하고, 종단구배, 지형조건, 회절에 의한 보정을 통

하여 예측소음도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상기의 모델식의 문제점 분석결과, 성토,

절토, 평탄, 교량에 따라 달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도로표면의 재질을 콘크리트 기준으

로 모델식을 구성하여 아스콘 포장에 비하여 3㏈

(A)정도 높게 예측되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고

속도로에서는 방음벽 연장이 매우 중요하나 국립

환경연구원식의 경우 관측각 보정에 의하여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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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연장을 산정할 수 있으나 HW-NOISE의 경우

는 방음벽 연장에 대하여 무한장벽으로 하기 때

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방음벽 소요길이는 산정

이 불가능하다.

2. 환경 향평가서 작성시 예측인자 분석결과5)

기존의 도로교통소음 예측모델을 대상으로 환

경 향평가서 작성시 도로교통소음 예측식의 신

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예측인자중

회절감쇠치의 산정, 교통량산정(주·야간·교통

량·대형차혼입률·peak시 교통량), 평균주행속

도(설계속도, 적용속도), 예측년도(목표년도)를

적절하게 적용하 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1월31일까지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에 접수된 30건의 도로건설사업 환경

향평가서(본안)를 대상으로 분석하 다.

1) 회절감쇠치 산정 분석결과

환경 향평가시 방음벽 설치로 인한 회절감쇠

치 산정은 크게 Fresnel 수 일반식 이용, 국립환경

연구원 제안식중 고속도로화 예측식의 회절감쇠

치 이용, HW-NOISE모델식의 회절에 의한 보정

치를 들 수 있고 30건의 환경 향평가서 분석결

과 Fresnel 수 일반식이 20건, 고속도로화 예측식

의 회절감쇠치 이용이 6건, HW-NOISE모델식의

회절에 의한 보정치가 4건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참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국

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방음

벽설치를 위한 회절감쇠치 산정이 평가자 주관에

의하여 3가지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현실은 예측

소음도와 방음벽 설치의 균형성(형평성)을 기하

기 위하여 도로사업 유형별로 회절감쇠치의 통일

된 계산식 설정이 요구된다.

2) 교통량 산정 및 평균주행속도, 예측년도 분석

결과

모든 평가자들은 도로교통소음 예측을 위한 교

통량 예측인자 설정을 위하여 해당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부서의 교통량 예측자료를 인용하여

예측인자를 설정한다. 교통량 예측자료에는 년도

별 장래교통량(대/일), peak시 교통량(대/hr) 과

건설교통부의“도로용량 편람”을 근거로 서비스

주준6)(A∼F)별 평균주행속도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30건의 모든 환경 향평가서에서 첨

두율(주간: 7.1∼11.1%, 야간: 1.94∼3.1%)을 적용

한 peak시 교통량을 적용하고, 설계속도(40∼

80km/hr)를 평균주행속도로 적용하고, 예측년도

를 목표년도인 개통후 10년이나 20년후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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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traffic volume, average speed, prediction year

구 분 교통량 적용 주행속도 적용 예측년도 적용

환경 향평가서 첨두율 주간: 7.1∼11.1%, 설계속도(40∼80km/hr) 개통후 20년후 : 20건
(본안 : 30건) 야간: 1.94∼3.1%을 고려 를 적용 : 30건 개통후 10년후 : 4건

한 peak시 교통량 적용: 개통후 10, 20년후 : 4건
30건 개통후 5년 주기로 목표

년도 까지 : 2건

구 분 교통량 적용 주행속도 적용 예측년도 적용

Table 3.  Analysis of diffraction attenuation

구분 Fresnel 수 일반식 고속도로화 예측식 HW-NOISE모델식 합계

환경 향평가서(본안) 20 6 4 30

구 분 Fresnel 수 일반식 고속도로화 예측식 HW-NOISE모델식 합 계



로 소음도를 예측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Table 4 참조).

이와 같은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하루

24시간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단지 주·야 1

시간 최대교통량(peak시 교통량)이 24시간 교통

량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평균주행

속도 적용은 도로사업이 완료된 후 연도별로 교

통량 증가(서비스수준 저하)로 인한 평균주행속

의 감소가 현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속도를 예

측년도(목표년도)에 맞추어 적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표

년도 전에도 환경기준치 초과로 인한 방음벽 설

치가 불가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단편 일률

적으로 예측년도를 기준으로 방음벽 설치가 계획

되어 있는 것은 평가상의 오류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안

1. 소음예측식 개선방안

환경 향평가시 도로교통소음의 예측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예측식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음전파과정의 결정적 요소 및

국내의 지형, 지표, 건축형태 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교통소음 예측을 올바

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전파되는 도로와

주변지역 및 높낮이, 위치에 따른 지형고, 지표,

건축물의 형태를 감안한 소음의 전파경로 특성

및 음향특성을 분석하여 교통소음원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예측식의 개발이 요구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생원단위 산정의

활성화와 측정방법의 개선, 자동측정망의 개선을

통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상기에서 경험적 모델의 특성인 예측조

건의 범위 내에 있는 소음레벨을 어느 정도로 예

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러 가지 소음레

벨에 관여하는 인자(factor)와 이론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각각의 조건마다 적용할 수 있는

예측식을 얻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

음레벨에 관계되는 몇가지 요인 가운데 물리적

특성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요인과 소음레

벨과의 관계식을 음향학적 해석으로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국도나 고속도로 소음예측에 대한 모

델식을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

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특성상 전파경

로상의 회절감쇠치 및 지표면 조건, 차량속도나

교통량 등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립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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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provement method of prediction factor

구분 예측인자 적용현황 개선방안

회절감쇠치 Fresnel 수 일반식 도로사업 유형별로 회절감쇠치의 통일된
산정 고속도로화 예측식의 회절감쇠치 계산식 지침 설정

HW-NOISE모델식의 회절에 의한 보정치

교통량산정 첨두율을 고려한 peak시 교통량을 기준 교통량이 최소 시간대인 24:00∼06:00까지의
시간을 제외한 18시간으로 일 교통량을
평균한 교통량을 적용
예측년도별 서비스 수준 분석을 이용한
peak시 교통량을 적용

주행속도 설계속도를 기준 년도별 서비스 수준 분석을 이용한 해당년도
평균주행속도를 적용

예측년도 목표년도(예측년도)를 기준 예측은 매년 혹은 5년 주기로 20년까지 예측

구 분 예측인자 적용현황 개선방안



원 간선도로식을 택지개발예정지구나 도시계획도

로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단지내

도로소음예측을 위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2. 환경 향평가서 작성시 예측인자 개선방안

예측인자의 적용현황 및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

과 예측인자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환경 향평가

의 소음도 예측에 문제점으로 인하여 환경 향평

가서 소음 진동항목 검토의견의 발생빈도수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들

의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환경 향평가 작성시

도로소음 예측식에 적용한 예측인자의 개선방안

의 필요성을 본고에서 제시하 다. 이러한 관점에

서 예측인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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