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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ually, prediction formula of road traffic noise for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used that proposed b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 1999. The

prediction formula, however, was calculated predicted noise level according to noise level

producing on first floor, then needs to correct noise level at each floor in the case of apartment

building.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calculate the correction coefficient for commonly

using in EIA of large scaled apartment development areas. The noised level at each floor were

measured from August 2001 to March 2002 at 31 investigation points of large scaled apartment

development area in national wide. Measured data were divided and treated with 4 types as

3th floor, 5th floor, 7th floor and 10th floor and then the correction coefficients of each floor

were calculated using by correlation formula according to eac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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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기기

본 연구에 사용된 소음계는 Cirrus(U.K)에서 제

조된 Type 2의 광대역(Broad band)에서 사용되는

보통소음계이다. 모델명은 CR:812[NESM-72호]

로 1초동안에 252,000개의 data를 1초간의 짧은 등

가소음도로 저장된다.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동

특성은 fast로 측정하 다.

4. 측정방법

각 측정지점별 소음도 측정은 주간과 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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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지점 조사현황도

측정 Code 배치형태 방음벽(담장) 반사음 이격 이격 도로폭 차선수 아파트
지구 No. 측정장소 평면 직각 유,무 높이 유,무 거리(1) 거리(2) 층수

배치 배치

N- 1 샛별한양APT 208동 ○ 무 - 무 14.1 22.6 17 4 15층
N- 2 샛별한양APT 208동 무 - - 17 4 -
N- 3 코오롱 APT 709동 ○ 무 - 무 10.0 18.0 16 5 13층
N- 4 부 APT 311동 ○ 무 - 무 10.6 21.6 22 7 15층
N- 5 신라APT 401동 ○ 무 - 유 15.0 23.5 17 5 15층
N- 6 샛별한양APT 602동 ○ 무 - 유 16.3 24.8 17 5 20층
N- 7 부 APT 709동 ○ 무 - 무 9.6 18.1 17 5 15층
N- 8 경남APT 305동 ○ 무 - 유 13.6 24.6 22 7 15층
N- 9 발산중학교 앞 무 - 무 - - 31 8 -
N-10 현대(후곡)APT 1803동 ○ 무 - 무 28.2 43.7 31 8 10층
N-11 백송APT 602동 ○ 무 - 무 19.4 30.4 22 6 12층
N-12 주공(후곡)APT 1210동 ○ 무 - 무 19.0 29.5 21 6 15층
N-13 우성APT 105동 ○ 무 - 무 13.3 21.3 16 4 10층
N-14 주공APT 704동 ○ 무 - 무 22.7 30.7 16 4 10층
N-15 주공APT 103동 ○ 유 2.0 무 24.6 40.6 32 8 15층
N-16 주공APT 305동 ○ 유 3.5 무 29.4 44.4 30 8 15층
N-17 보라APT 203동 ○ 무 - 무 19.7 32.7 26 7 15층
N-18 보라APT 105동 ○ 무 - 무 19.2 32.2 26 7 15층
N-19 한가람APT 3동 ○ 무 - 무 12.6 23.6 22 6 15층
N-20 한가람APT 8동 ○ 무 - 무 16.1 27.1 22 6 15층
N-21 한마음타운APT 106동 ○ 유 2.3 무 15.3 27.8 25 7 19층
N-22 주공APT 603동 ○ 유 4.0 무 15.7 27.2 23 6 20층
N-23 주공APT 205동 ○ 유 1.6 무 11.8 21.8 20 6 15층
N-24 주공APT 305동 ○ 무 - 무 11.4 17.9 13 4 15층
N-25 주공APT 107동 ○ 유 3.8 무 23.7 42.7 38 10 15층
N-26 샘터마음APT 307동 ○ 유 3.2 무 14.8 31.8 34 7 15층
N-27 달빛마을APT 215동 ○ 무 - 무 13.3 25.8 25 6 15층
N-28 주공APT 535동 ○ 유 3.5 무 13.0 20.0 14 4 15층
N-29 주공금강마을APT 412동 ○ 무 - 무 12.2 19.2 14 4 15층
N-30 우미APT 101동 ○ 유 2.1 무 10.5 18.0 15 4 14층
N-31 현대APT 104동 ○ 무 - 무 8.0 16.0 16 4 14층

1) 이격거리 (1)은 도로단으로부터 아파트까지 거리
2) 이격거리 (2)는 도로 중앙선에서부터 아파트까지 거리

배치형태 방음벽(담장) 반사음
측정장소 평면 직각 유,무 높이 유,무 도로폭 차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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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양시 평촌지구 경남아파트 305동

N-8 지점은 도로방향(왕복 7차선)과 수평배치

로 맞은편 정면 65m지점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반사음의 향이 예상되는 측정지점이다. 측정지

점 도로 맞은편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

스들의 정차 및 발차시에 큰 소음이 발생한다. 교

통량이 비교적 많으며, 차량속도도 빠른 지점이다.

8) 고양시 일산지구 발산중학교 앞

N-9 지점은 수림에 의한 소음저감 효과를 측

정하기 위한 측정지점으로 반사음의 향이 없는

지점이다.

9) 고양시 일산지구 현대(후곡)아파트 1803동

N-10 지점은 도로방향과 직각배치로 측정지점

11시방향인 80m 지점에 큰 사거리가 있어, 통행

하는 차량에 의한 소음 뿐만 아니라 차량이 통과

하지 않는 경우, 사거리에서의 교통량에 의한 소

음 향을 받는다. 교통량이 많고, 사거리에서의

신호주기만 있어 차량속도가 빠른 지점으로 반사

음의 향이 없다.

10) 고양시 일산지구 백송아파트 602동

N-11 지점은 왕복 6차선으로 도로의 폭이 약

20m이고, 도로단으로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다. 측정지점 정면에 공원이 있어 반사음의

향은 없는 지점이다. 측정지점 10시방향에 삼거

리가 위치해 있어 측정지점으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아도 좌회전하는 대형차량(특히 버스)에 의한

엔진소음의 향이 크게 작용한다.

11) 고양시 일산지구 주공(후곡)아파트 1210동

N-12 지점은 왕복 6차선으로 도로의 폭이 21m

이고, 도로단으로부터 아파트까지의 이격거리는

약 13m 이다. 측정지점 동쪽 방향에 사거리가 있

는데, 이곳의 통행량으로 인한 소음 증가 요인이

발생된다. 교통량이 비교적 많고, 출·퇴근시간에

신호주기에 의해 차량이 측정지점에서 앞에서 정

체하는 지점으로 발차시 엔진소음에 의한 소음증

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12) 고양시 일산지구 우성아파트 105동

N-13 지점은 왕복 4차선으로 측정지점 전방에

는 3층짜리 건물이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반

사음에 향을 줄 만한 건물이 없다. 좌측변

120m 지점에 사거리가 있어 측정지점 정면에 통

과하는 차량이 없을 시 교통소음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 교통량이 적으며, 신호주기와 아파트

입구에 의해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적어 차량속도가 빠르지 않다.

13) 고양시 일산지구 주공아파트 704동

N-14 지점은 왕복 4차선으로 도로의 폭이 16m

이고, 도로단으로부터 아파트까지의 이격거리는

약 22m 이다. 측정지점 전방 130m 지점에 주엽고

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학교 양쪽으로 3층짜리

건물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반사음에 향을

줄 만한 건물이 없고, 측정지점 도로변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의 정차 및 발차시 발생하는

타이어소음, 엔진소음, 브레이크소음 등이 소음증

가의 요인이 된다.

14) 대전광역시 둔산지구 주공아파트 103동

N-15 지점은 도로방향(왕복 8차선)에 평행배치

측정지점 500m 전방에는 반사음의 향을 줄 만

한 건물이 없고, 갑천이 흐르고 있다. 비교적 교

통량이 많으며,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어서 차량속도가 빠른 지점이다.

15) 대전광역시 둔산지구 주공아파트 305동

N-16 지점은 왕복 8차선으로 측정지점 전방에

는 3층짜리 단독주택건물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

고 그 뒤로는 갑천이 흐르고 있어 반사음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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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다.

24) 대구광역시 성서지구 주공아파트 107동

N-25 지점은 도로방향(왕복 10차선)과 직각배

치로서 측정지점 전방 60m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우측방향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도

로변으로부터 9m지점에 높이 3.8m정도의 방음벽

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에서는 방음벽에 의한 소

음저감 효과도 있다.

25) 고양시 화정·능곡지구 샘터마을아파트

307동

N-26 지점은 도로방향(왕복 7차선)과 평행배치

로서 반사음에 향은 없는 지점이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이면서 차량속도 또한 빠른 지점이어서

소음도가 높은 지점이다.

26) 고양시 화정·능곡지구 달빛마을아파트 215동

N-27 지점은 도로방향(왕복 6차선)과 평행배치

로 측정지점 전방 57m와 그 양측변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반사음의 향이 예상된다. N-27 지

점은 버스의 통행량(대형차)이 타 지점에 비해

많으며, 도로양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의

정차와 발차시에 발생하는 브레이크소음, 타이어

소음, 엔진소음등이 크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소

음 향이 큰 측정지점이다. 신호주기에 의해 차

량속도는 빠르지 않다.

27) 부천시 중동지구 주공아파트 215동

N-28 지점은 도로방향(왕복 4차선)과 평행배치

로 아파트로부터 10m 지점에 방음벽(높이:3.5m)

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

간이 없어 차량속도는 매우 느리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정체차량에 의해 통과차량과 발

차시 발생하는 소음의 향을 받는다. 측정지점

맞은편 40m 지점에 아파트가 있어 반사음의

향이 예상된다.

28) 부천시 중동지구 주공금강마을아파트 412동

N-29 지점은 도로방향(왕복 4차선)과 평행배치

로 측정지점 전방 40m지점에 아파트 단지가 위

치해 있어 반사음의 향이 예상된다. 아파트 진

입로가 도로 양측으로 있고, 방지턱 및 행단보도

가 있어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

며, 따라서 차량속도가 느린 지점이다.

29) 광주광역시 우미아파트 101동

N-30 지점은 도로방향(왕복 4차선)과 평행배치

로 아파트로부터 4m 지점에 2m 높이의 담장이

있고 측정지점 정면에 작은 동산이 있으며, 2시

방향으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어 반사음의

향이 없는 지점이다.

30) 광주광역시 현대아파트 104동

N-31 지점은 왕복 4차선으로 도로방향에 직각

배치로, 측정시간이 퇴근시간과 겹쳐 교통량이

많았으며,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의 정체가 많

았고, 따라서 차량속도는 거의 없었으며, 차량이

정차와 발차가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엔진소음이

소음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자동차 경적소리와

헬기에 의한 항공기 소음이 소음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III. 연구결과

1. 공동주택의 층별 소음도 분석

공동주택(APT) 층별 소음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각 지점별로 1층, 3층, 5층, 7층, 10층, 13층, 15

층별로 동시에 1시간 연속 측정하여 최고 소음도

를 보이는 층을“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하층의 층별 소음도 차이를 표 2와 같이 나

타내었다.

분석결과 장애물에 의한 음의 회절과 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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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음도)을 기준으로 하면, 1층의 경우 -3.92dB

(A), 5층 -0.62dB(A), 7층-1.31dB(A), 10층 -2.69dB

(A), 13층 -3.45dB(A), 15층 -3.88dB(A)로 나타났

으며, 5층을 기준으로 한 층별 차이도 차이는 1층

-5.76dB(A), 3층 -1.14dB(A), 7층 -0.85dB(A), 10

층 -1.45dB(A), 13층 -2.85dB(A), 15층 -2.46dB(A),

7층을 기준으로 하면 1층 -6.99dB(A), 3층 -1.38dB

(A), 5층 -0.54dB(A), 10층 -0.36dB(A), 13층 -1.83

dB(A), 15층 -2.76dB(A) 10층을 기준으로 하면 1

층 -7.81dB(A), 3층 -1.24dB(A), 5층 -0.54dB(A), 7

층 -0.30dB(A), 13층 -1.89dB(A), 15층 -1.68dB(A)

로 나타났다. 특히, 1층의 경우 소음도 차이의 변

화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방음벽 설치

지점과 미설치 지점이 혼재하여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며, 3층 이상의 층은 소음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방음벽의 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공동주택의 층별 보정계수 산정

한편, 소음예측시 사용되어지고 있는 국립환경

연구원 제안식 등은 1층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예

측소음도를 산출하는 경우로서, 수음점이 공동주

택인 경우에는 각 아파트 층별로 소음도의 보정

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표 3.과 같이 각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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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재 EIA에 사용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실측된 각 층별 소음도 예

구 분 대상지역 1층 5층 10층 15층 1층대비 5층 1층대비 10층 1층대비 15층

양산물금지구 실측자료, 1995. 3 69.3 69.9 69.5 69.4 0.6 0.2 0.1
의정부민락지구 실측자료, 1991. 10 미성아파트 79.4 81.5 79 2.1 -0.4
대전가오지구 실측자료, 2001.7 하나로아파트 67.2 67.8 67.7 67.7 0.6 0.5 0.5
남양주창현지구 보완시 실측자료, 중계동라이프 67.9 67.2 67 67 -0.7 -0.9 -0.9
1991. 10 아파트
제주연동, 수원 통지구 실측자료, 흑석동현대 68 71 72 70 3 4 2
1991. 10 아파트

쌍용엔지니어링 실측자료 1991. 10 수원시 72.7 71.9 72.7 71.3 -0.8 0 -1.4
삼성아파트

교통소음우심지역의 소음도조사연구, 72.5 76.5 76.2 75.9 4 3.7 3.4
1992,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부자료 한신아파트 72.1 75.5 75.2 75.2 3.4 3.1 3.1

환경부자료 잠실 66.2 67 71.6 71.3 0.8 5.4 5.1
장미아파트

환경부자료 현대아파트 71.6 75.5 75.4 75.4 3.9 3.8 3.8

구 분 대상지역 1층 5층 10층 15층 1층대비 5층 1층대비 10층 1층대비 15층

표 5.  층별보정계수 산정결과

아파트 층 5층 7층 10층 층별보정계수(dB(A))

1층 0.0 0.0 0.0 0.0
2층 1.2 1.1 1.1 1.1
3층 1.9 1.9 1.8 1.9
4층 2.4 2.5 2.2 2.4
5층 2.5 3.0 2.3 2.6
6층 2.4 3.2 2.3 2.6
7층 2.2 3.3 2.2 2.6
8층 1.8 3.3 2.2 2.4
9층 1.4 3.1 2.2 2.2
10층 0.9 2.8 2.4 2.0
11층 0.5 2.4 1.3 1.4
12층 0.2 2.0 0.6 0.9
13층 0.0 1.5 0.3 0.6
14층 0.0 0.9 0.4 0.4
15층 0.2 0.4 1.0 0.5

아파트 층 5층 7층 10층 층별보정계수(dB(A))

표 4. 공동주택에서의 1층 층별보정계수 산정결과

최고소음도 층수 1층 보정계수 결정계수(R2) 비고

5층 -2.7 dB(A) 0.8132
7층 -3.3 dB(A) 0.8216
10층 -2.5 dB(A) 0.9544

최고소음도 층수 1층 보정계수 결정계수(R2) 비 고





실측치가 각각 많은 소음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

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층별 보

정계수의 도출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의 얻어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층별

보정치에 대한 회귀식을 산출하 다. 층별보정치

는 최고소음도를 나타나는 층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회귀식 또한 이에 따라 각각 산출하 다.

그림 1은 최고소음도를 보인 5층, 7층, 10층의

층별보정치와 회귀식을 나타낸 것이다. 보정전의

그래프는 각 측정지점의 모든 값을 이용한 것으

로서 회귀식의 결정계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고소음도가 5층인

경우, 3층의 매우 낮은 값과 같은 이상값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값들은 회귀식 산출

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1단위 외의

값을 이상값으로 처리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산출하여 그림 1에 도시하 다.

먼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국립환경연구원 제

안식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층별 소음도를 예측

하기 위해서는 1층에서의 층별보정계수가 산정되

어야 하며, 이는 그림 1에서의 각 회귀식을 이용하

여 표 4와 같이 1층 층별 보정계수를 산정하 다.

5층에서 최고소음도를 보인 경우(a), 보정전 회

귀식은 y=0.0093x3-0.2656x2+2.0703x-5.1428,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0.5287, 1층에

서의 층별보정계수는 -3.3 dB(A)로 산정되었고,

보정후 회귀식은 y=0.0087x3-0.244x2+1.8213x-

4.2579, 결정계수는 0.8132, 1층에서의 층별보정계

수는 -2.7 dB(A)로 산정되었다.

7층에서 최고소음도를 보인 경우(b), 각 data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1 이내의 값으로회귀식

은 y=0.0029x3-0.1329x2+1.453x-4.6404, 결정계수는

0.8216, 1층에서의 층별보정계수는 -3.3dB(A)로

산정되었다.

10층에서 최고소음도를 보인 경우(c), 그림 1에

서와 같이 회귀식 결과 10층에서 최고소음도를

보이지 않고, 7층에서 최고소음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10층 이하층과 10층 이상층으로 구분하여

(d), 층별보정계수를 산출하 다. 10층 이하층에

서의 회귀식은 y=0.0148x3-0.2996x2+1.924x-4.085,

결정계수는 0.9544, 1층에서의 층별보정계수는

-2.5 dB(A)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최고소음도를 보인 5층, 7층, 10층의 층

별보정계수에서 산출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표 5.

와 같이 각 층별보정계수를 산정하 으며, 각 층

별보정계수는 최소소음도를 보인 5층, 7층, 10층

의 층별보정계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사용하 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3층~10층 사이에서 소음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층으로 갈

수록 이격거리등에 의한 소음감쇠로 소음도가 낮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시 공동주택 1층을 기

준으로 소음예측모델을 사용하여 예측소음도를

산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각층에서 적용 가능한

층별 소음보정계수의 산정을 목적으로 수행하

으며, 환경 향평가시 보다 정확한 소음예측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택지개발지구내 31개의 측정

지점을 선정한 후 실측치 분석을 하 다.

공동주택에서의 층별소음도 측정결과를 보면,

중간층인 5층∼10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로폭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원이 중간층에

가장 잘 전달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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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층별 소음보정계수

아파트 층별보정 아파트 층별보정 아파트 층별보정
층 계수(dB(A)) 층 계수(dB(A)) 층 계수(dB(A))
1층 0.0 6층 2.6 11층 1.4
2층 1.1 7층 2.6 12층 0.9
3층 1.9 8층 2.4 13층 0.6
4층 2.4 9층 2.2 14층 0.4
5층 2.6 10층 2.0 15층 0.5

아파트 층별보정 아파트 층별보정 아파트 층별보정
층 계수(dB(A)) 층 계수(dB(A)) 층 계수(d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