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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stances of the damage to livestock are increasing with frequent environmental disputes

on the noise and vibration. This study analyzed 134 open cases dealing with the environmental

disputes on livestock damaged by noise and vibration, and being intervened by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The environmental disputes on the noise and

vibration account for 86% of all the disputes, and cases of the consequent damages to livestock

have increased. As shown in the 134 cases, pig is the most lethal livestock attacked by the noise

and vibration. During last 10 years, 89% of the noise damages hurting the livestock resulted

from the noises pertaining to construction and 58% was due to the noise damages from the road

constructions. The noise levels in the range of 70~80 dB(A) and the vibration levels of 70~75

dB(V) caused most of the disputes. The average rate of reimbursement for the livestock

damages for the last 10 year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rate of reimbursement of the total

disputes intervened by Nation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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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건설을 포함한 각종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
해들이 증가하면서 사람은 물론 가축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소음·진동에 의해 사람은 정신적인 피
해를 크게 받으며,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소
화기 계통이나 심장혈, 호르몬 등의 생리적인 변화
가 일어나며(Fogari et al. 1994; Gunther et al.
1989), 작업장에서 소음성 난청 등이 발생될 수 있
다(Niland and Zenz, 1994).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에 대한 연구는 인체

피해에 비하여 많지 않다. 가축의 생산능력이 간헐
적 소음에 의해 크게 저해될 수 있다(Ackor and
Cunningham, 1991)는 보고가 있으며, 가축이 과
도한 소음·진동에 노출되면 심장박동수와 호흡수
의 변화,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말초
신경이 축소되어 배란횟수가 줄어들며, 심하면 가
축의 폐사, 조산, 유사산, 기립부전 및 성장이 지연
된다고 알려져 있다(최승윤, 1991). 가축은 사람보
다 소음·진동에 민감한 반면 예지능력이 뒤떨어져
갑작스런 소음·진동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스트레
스로 인해 산란율의 저하, 육질 저하, 심하면 폐사,
유산 및 사산, 성장발육부진 등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있다(은희준, 1998; 백용진등, 2002).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7년말 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중,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가 전체 사건의 약 86%
를 차지하며 축산물 피해도 14% 이다(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제16집, 2007). 가
축피해의 분쟁건수는 사람에 대한 피해보다 적지만,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농가나 양식업자에게는
정신적으로는 물론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환경피해의인과관계를밝히기어려운분야중
하나가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이다. 그러나 현
재, 국내의 소음·진동에 대한 법령은 인체 피해를
중심으로되어있으며가축피해기준은국내뿐아니
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을보상할때인과관계확인, 합리적인피해액
산정등의기준설정에어려움이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초기(1991)에는 소음·

진동에 민감한 가축피해 분쟁의 경우, 인체에 대한

임계수준 이하의 낮은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문가들

이 판단하여 가축 피해에 대한 재정 결정을 하 으

며, 2001년부터는“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

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에서

제안한 기준에 기초하여 소음의 물리적 특성, 가축

축종및형태, 암소음, 축사주변환경등을종합하여

가축피해 재정을 하 다. 그러나 인지 능력이 없는

가축에대한소음·진동의피해와피해액결정은최

종적으로는 재정사건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결정을

수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최근 소음·진동에의

한 환경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축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축종과 특성을 가지며 인지

능력과 표현능력이 없는 가축들에 대한 소음·진동

피해의인과관계파악과피해의표준화는여전히어

려운 실정이다. 분쟁이공정하게조정되기위해서는

피해받은축산농가들에대한보상이현실적이며합

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가축에 대한 소

음·진동의 실험적인 연구 자료들이 빈약한 실정에

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 구축을 위한 방법

의 하나로 가축피해 사례들을 하나씩 검토해가면서

문제점들을개선해가는것이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향

을 알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되

었던 피해사례들을 검토하여 피해가축 축종, 소음

원의 분류, 최대피해 소음크기, 진동 향, 최대피해

진동크기, 피해 배상율 등을 분석하 다. 실험실 결

과는 아니지만, 이미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많은 사

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앞으로의 소음·진동으로 인

한 가축들의 피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좀더

합리적인 가축피해 배상을 하는데 적게나마 필요한

기초자료로제시하고자한다.

II. 연구내용및방법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7년 까지 중앙환경분

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 환경오염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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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중에서, 비공개되는 중재·합의 처리 사
건을 제외하고, 환경분쟁조정사례집 1집~16집에
공개된 조정 및 재정사건들 중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사건 124건 (피해사례 134사례)을 기초로
연구 분석하 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가축
피해 발생현황, 축종별 분쟁건수, 피해 소음원 비
율, 최대피해 소음크기, 진동의 향, 최대피해 진
동크기, 가축피해배상율등을검토하 다.

III. 분석및고찰

1. 환경분쟁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된 1991년 7월
이후 2007년 12월 31일 까지 접수된 총 2,104 건의
환경분쟁사건중 1,750 건을처리(재정, 조정, 중재
합의) 하 으며, 처리된 사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
한 피해가 전체의 86%인 1,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제
16집, 2007). 이는 소음·진동 피해 분쟁이 수질오
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다른 환경분쟁에 비하여
인과 관계가 명확하고 오염 발생과 동시에 피해를
체감하여 반응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구제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피해분쟁

1,75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와 같
이 정신적 피해가 690건(39%)으로 가장 많고, 건축
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414

건(24%), 축산물 피해 247건(14%) 이며 수산물 피
해 48건(3%)에 이르고 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제16집, 2007).

2.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그림 2는‘연도별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건수’를분석하여나타낸것이다.
소음·진동 분야의 피해분쟁 건수가 급격히 증가

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가축피해 사례들도 증
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10건 이상의 가축피해 재정
사례들이 있었다. 공개된 가축피해 재정사건 124건
중 동일 분쟁사건에서 피해 축종이 2종류인 경우는
2건의축종으로처리하여 134 사례를분류하 다.
그림 3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134 가축피

해 사례를 축종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사육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인
데, 피해대상 가축 역시 돼지가 35건(27%)으로 가
장 많았으며, 젖소 23건(17%), 닭 22건(16%),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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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쟁사건의 피해유형별 발생현황

그림 2.  년도별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현황



19건(14%) 으로전체가축피해사건의74%를차지
하 다. 기타에 해당되는 가축으로는 오리, 관상조
류가 각각 2건, 그 외 염소, 꿩, 오소리, 칠면조가
각각 1건씩피해를신청했다.
피해가 가장 큰 돼지는 섬세하고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 보다도 소음·
진동에 민감하다(최승윤, 1991). 돼지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여야 관리와 번식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데 소음이 큰 경우, 임신돈이 스
트레스를 받아 호르몬 이상으로 난소와 자궁 기능
에 향이 나타나 유·사산을 하거나 정상적인 번
식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자돈은 소음으로 인한 압
사에 의한 폐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동에 민감하
여 미진에도 놀라 도망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은 돼지와 함께 축산농가 수가 많은
축종으로서 3번째로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조류는 소음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나 닭은 다른 가축에 비해 비교적 소음에 강한 것으
로알려져 90dB(A) 이상의소음에노출되면2~3분
정도 허둥대다가 적응하면서 정상 상태로 되돌아간
다(김재수 등, 2001). 그러나 지속적인 소음 스트레
스에서 닭의 혈중 코르티졸이 증가되었다는 연구들
이 발표되었는데 (Grey et al. 1980; Siegel, 1983)
이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2배 증가되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며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한홍률 등, 1985). 또한 갑작스런 충격소음에는 매
우놀라면서질식사로인한급사가가능하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피해 축종이 닭인 경우에는

심사하는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피해 발생의 환경조건이 다르긴 했지만, 같은

소음 레벨에서도 기각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가 인정되기도 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피

해의 개연성 차이를 보 다. 즉, 2000년도 재정 사

례 중 태백시 철탑부지조성 공사의 경우(환경분쟁

조정사례집 제9집, 2000, 311-320)는 발파소음이

양계장 내측에서 평균 74 dB(A) 이었으나 양계장

내부의 암소음이 70~75dB(A) 인 점을 감안하여 소

음피해를 불인정 하 으며, 같은 해 사격장 총기소

음피해사례에서는소음치최대값66.59dB(A)에서

일부산란율이피해를받을것이란개연성이인정되

기도 하 다(환경분쟁조정사례집 제9집, 2000,

351-361). 그 외의 타조, 꿩, 기러기 등의 야생조류

들도 닭보다 피해율이 높은데, 타조는 매우 날카로

운 특성으로 소음에 놀라서 뛸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산란율 감소,

설사, 탈장, 외상등에약하다,

소와 양 같은 반추동물은 돼지, 조류, 설치동물에

비해 비교적 소음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

부분 75dB(A) 이상에서는 생체에 향을 나타내었

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에의한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1997). 그러나 충격

성 소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60~70dB(A)의 소

음수준에서도유·사산및폐사가0~5%, 번식률저

하 및 성장지연 피해가 5~10% 발생하며, 진동이 함

께 발생할 경우, 전파속도가 빠른 진동에 먼저 반응

을 보이고 향 범위도 소음에 비하여 훨씬 넓게 나

타나기때문에피해규모가더커진다고알려져있다.

개는 갑작스런 큰 소음에서 혈장 코르티졸 농도

가 증가하는 등의 피해를 나타내는데, 개와 토끼가

95 dB(A)의 Buzzer 소음에 2시간 노출 되었을 때

호흡수와 혈압 및 혈청 Cholinesterase의 활동치

가 증가하고, 위액의 분비량과 위의 수축회수가

30%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있다(猿田, 1956). 사슴

은 다른 가축보다 야생 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낯

선 소음이나 물체 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 사슴

장을 뛰어 다니거나 사슴장 주위를 배회하며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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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축종별 분쟁조정 현황



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축종에 따라 피해를 주는 소음·진동 레벨이 국

내외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분쟁조
정위원회에서의 피해 배상액 산정 기초가 되는“소
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
에서는 돼지, 닭, 젖소 세 축종의 경우, 가장 낮은
소음레벨 50dB(A)부터 피해가 부분적으로 발생되
는 축종으로 분류되어 피해 배상시 참고로 하여 왔
으며, 2008년부터는 한우, 개, 사슴의 세 축종을 소
음도 50 dB(A)부터 피해 향을 받는 가축으로 포
함하 다.

3. 소음의 향

그림 4는 가축피해를 주는 소음을 원인 별로 분
류한 것이다. 총 124 재정 사건 중 건설장비에 의해
70건(56%), 발파 19건(15%), 건설장비+발파 22건
(18%) 으로 건설관련 소음원이 가축 피해사건의
89%를 차지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초반기에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파로 인한 가축피해 사례가 많
았다. 그러나 1997년경을 전후하여 각종 건설장비
들의 평가소음도가 수치화 되면서 공사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공사 후라도 사용된 건설장비 종류가
확인되면 평가소음도를 알 수 있으며, 소음피해 재
정결정에 적용하기 시작 하 다. 이후, 재정결정 시
에 건설장비 소음으로 인과 관계가 밝혀진 피해 사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장비
라 할지라도 제조회사가 다르거나 장비 상태에 따
라 발생소음이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건설공사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건설

관련 장비를 가능한 저소음형으로 사용하는 방향으
로되어야할것이다.
발파 시에는 순간 최대소음과 동시에 진동을 수

반하는데 가축은 1차적으로 전파속도가 빠른 진동
에 먼저 향을 받으며 소음에 비해 훨씬 넓게 향
을 나타내 가축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
음과 진동의 상승작용에서 오는 피해정도를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받은 피해만큼 배상
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발파소
음 같은 충격음에 돼지는 무유증후군을 초래(상지
대 농업자원개발연구소, 1996) 하기도하며, 지속적
인 소음에 적응이 강한 닭도 갑작스런 발파소음에
는 심박수가 2배로 증가하고 심박압이 높아지며 산
란율 저하, 이상란율 증가 증상이 나타나다가 폐사
된다. 본 논문의 분석사례 중, 발파소음의 충격소음
수치보다도 양계장 내부 소음도가 높은 경우에 발
파소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환경분쟁조
정사례집 제 9집, 2000년, 311-320). 그러나 가축
들은 평소 축사내 높은 암소음에는 적응이 되어 있
으며, 소음레벨은 낮아도 주파수가 다른 충격소음
이 가축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의 질을 무시하고 수치로만 측정해서 개연성을
판단하는 것은 실제피해 상황과 다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발생건수도증가하는추세이다.
건설소음 중에서도 도로건설에 의한 가축피해가

72건(58%)으로가장큰소음원으로나타났다(표 1).
국토 구석구석 도로가 신설·확장되고,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의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이 어려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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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음원별 가축피해 분쟁조정 건수

표 1.  소음원 발생 내용

도로건설(터널포함) 72건
아파트, 골프장, 시설물건설, 택지개발 29건
골재채취장 6건
고속철도공사 5건
항공기소음 6건
총기소음 3건
공장설비 3건

124건

건설공사

합 계



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회사들은 공사
전에 주민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협의하며, 특히 축
산업자에게는 공사에 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가축피해를줄일수있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그림5는최근 10년(1998~2007년) 동안의가축피

해사례114건을소음레벨별로분류한것이다. 1998
년 경 부터는 건설장비의 평가소음도가 수치화 되었
으며, 소음 피해 재정에 사용하기 시작하 다. 기각
된 사건은 제외하 다. 소음레벨이 70~80dB(A) 미
만에서 피해 받은 경우가 55건(48%)으로 가장 많았
으며 80~90dB(A) 미만에서 31건(27%) 으로 두 번
째로 피해를 받았으며, 60~70dB(A) 미만 에서도
피해를받은경우가 16건(14%) 으로나타났다.
2007년 말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축의

소음·진동피해 배상액 산정 시에“소음에 의한 가
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2001)”및“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 관

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를 기준으로, 소음도가
60dB(A) 이상이거나 진동도가 70dB(V) 이상인 경
우에 가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
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에서는 가축피해 소음도 임계수준을 통상적으로는
70dB(A) 범위로 보되, 사육환경 및 시설불량, 개체
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50~60 dB(A)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것으로평가하 다.

4. 진동의 향

그림 6은 최근 10년 동안의 (1998년~2007년) 가
축피해 사례들 중, 진동의 개연성이 인정된 사례들
을 년도 별로 나타낸 것이다. 검토된 114건의 재정
사건 중, 소음이 단독으로 피해를 준 경우가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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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근 10년 동안의 소음,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건수

그림 5.  최근 10년 동안의 평가소음 레벨별 가축피해 분쟁조정건수



(64%)이며 소음과 진동 모두 개연성을 인정한 사건
이 41건(36%)이었다(그림 7). 가축에 대한 진동의
피해사례는 실제로는 많이 발생하지만 병리학적으
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힌 경우는 찾기 어렵고 문
헌에서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초기에는“소음
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
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소음 진동 각 50dB(A), 51dB(V) 이상
일 때 유·사산 발생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축피해
보상시 참조 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진동으로 인
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
에 관한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는진동도가 70dB(V)를초과한경우에피해의개연
성을인정하고있다.
표 2는 최근 10년간(1998년~2007년) 재정사례

중, 진동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 가축사례 41건에
대한 진동레벨을 분류한 것이며 진동레벨 70~75
dB(V)에서 가장 많은 피해사례 15건(37%)가 있었
음을 보여준다. 1998년부터 2001년경 까지는, “소

음·진동이 가축 및 구조물에 미치는 향(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 근거하여, 소음이 피
해 수치 60dB(A)를 초과하고 진동이 70dB(V) 이하
라도소음과동시에발생한진동 50dB(V)을피해로
인정해준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부
터는진동크기가 70dB(V) 이상인경우만을피해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 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기준을 재정결정에 적용하 다. 단, 2003년 재정사
례 중에 70dB(V) 이하에서도 개연성을 인정한 예외
사례들이 있었다. 2003년도 부안군 용수로 건설 재
정은 피해소음이 78dB(A)이었으며 동시의 발파 진
동 67dB(V)이 그 피해를 가중 시켰을 것으로 개연
성을 인정했고, 2003년 칠곡군 고속도로 공사장 사
건은높은소음83dB(A) 과동시에발생한62dB(V)
의 진동도가 양돈피해를 상승적으로 가중 시켰다는
개연성을 인정받았다(환경분쟁조정사례집 제12집,
2004, 548-553, 620-628). 위 두 사례들은 동일
심사관이 담당한 사건으로서, 담당 심사관과 전문
가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소음+진동의 상승효과
가인정되었던경우이다.
2007년 말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축에

대한 소음·진동 피해 시“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
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와,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2001)를 기본으로 진동도가 70dB(V) 이상
과소음도가60dB(A) 이상인경우가축피해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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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근 10년 동안의 소음, 소음+진동의 가축피해 발
생비율

표 2.  최근 10년 동안 가축피해에 향을 준 진동 크기

년 60미만 60~65미만 65~70미만 70~75미만 75~80미만 80~85미만 85이상 합계
1998 1 1 1 3
1999 1 2 1 3 1 8
2000 1 1 1 3
2001 1 1 1 1 1 5
2002 3 1 4
2003 1 2 1 1 5
2004 1 1 1 3
2005 2 1 3
2006 1 3 4
2007 1 1 1 3
합 계 2 5 6 15 7 2 4 41

년 60미만 60~65미만 65~70미만 70~75미만 75~80미만 80~85미만 85이상 합 계
(단위: dB(V)



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그림 8은 소음+진동이 가축피해에 향을 준 41

건을 축종별로 분류한 것이다. 진동피해는 돼지가
17건(42%) 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우 6건(15%), 닭
5건(12%), 젖소와 사슴이 각각 4건(10%)씩 인정받
았다. 가축은 축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인체보다
진동에 더 민감한 축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가축에 대한 진동의 정량적인 자료는 발
표된 것이 없으며 사례를 통한 기록들이 있을 뿐이
다. 소음·진동 피해가 42%로 가장 크게 향을 받
은 돼지는 진동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돼지는 섬세
한 신경을 가지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사람보
다 훨씬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돼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동을 70dB(V) 이하로 권장 (“진동
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
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하고있어서대부분의돼지및가축피해재정
시에는 소음(기준 이상)과 동시의 진동 70dB(V) 이
하는피해로인정하지않았다.
닭도 발파와 같은 충격 진동에 적응하지 못해 피

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다. 소음도 84dB(A), 발파진
동 70dB(V)인양계장사건재정에서는, 소음피해만
인정되고 진동수치 70dB(V)이 양계피해 예방을 위
한 권고수준 이내이므로 불인정 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제12집, 2004, 488-496). 이
와 같이 소음+진동 피해를 동시에 받은 사건에서도
진동의 개연성을 결정할 때에는 진동 수치로만 판
단했으며, 소음+진동의 상승적인 피해는 고려되지
못했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발생되었을 경우, 가

축피해는 상승적으로 증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
재, 진동피해 사건의 재정 시에는 진동 수치로만 피
해의 개연성을 판단하며, 소음과 함께 얼마만큼의
상승적인 피해를 주는지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소음+진동이 가축들에게 주는 상승적 피해 효과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진동의 향, 특
히 소음과 동시에 발생하는 진동의 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례 분석과 실험실 연구들이 진행되어 합
리적인 피해배상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기
대한다.
피해 보상액 산정 시, 가축의 폐사나 유·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가축피해 상태를 평
가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소음레벨 정도에 따
라 피해율을 결정하며, 진동의 개연성을 소음과 함
께 인정한 경우라도 피해액 산정에는 전문가의 판
단에 따라 피해액 비율이 참작되어 산정되었다. 그
러나 2008년부터는“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중앙환경분쟁조
정위원회, 2007)”을 적용하여 진동의 개연성이 인
정된 경우는 일정비율 배상금액에 추가되므로 한
단계 발전된 합리적인 가축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기대한다.

5. 피해배상율

그림 9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한 모든
사건들의‘연도별평균배상율’(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2007년 12월31일 현재 환경 분쟁조정 처
리현황”)과 최근 10년간 가축피해 사건의 평균 배상
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3은 1998년부터 2007년까
지 가축피해 사례 주민들의 피해요구액과 배상액을
정리한 것이다. 신청인이 피해요구액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나 사건이 기각된 경우, 가축피해 외의 다
른 피해액을 함께 신청한 경우들을 제외한 총 89건
을 분석 하 다. 배상율은 각 해당 년도 사례들의
배상 결정액 합계(B)를 피해요구액 합계(A)로 나눈
비율(B/A)이다. 그림 9에서 보듯이 가축피해 신청
인들의 년도 별 평균 배상율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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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근 10년 동안의 진동 향을 받은 축종별 피해율



결정된 모든 분쟁사건의 평균 배상율보다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피해신청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가축피
해의 경우는 가축의 폐사, 유·사산 등 피해가 명확
하게 나타나는 부분의 피해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최근 10년간 가축피해의 최고 피해요구액은
8억7천만원에서 최소 3백만원 까지 으며, 배상액
은최고3억8천만원에서3백만원까지 다.
그림 10은 가축피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배상율

을 구한 후, 배상율에 따른 분쟁조정 건수를 나타내
었다. 피해요구액의 10% 이내의 배상액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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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근 10년 동안의 가축분쟁사건과 총 분쟁사건의 평균 배상율 비교

그림 10.  최근 10년 동안의 가축분쟁사건 배상율 분포에 따른 분쟁조정건수

표 3.  최근 10년 동안의 주민 피해 요구액과 배상액 수준

년도 배상건수 최고요구액 최저요구액 요구액평균 배상액최고 배상액최저 배상액평균
1998 4 520,000 47,900 265,867 64,434 3,540 35,791
1999 8 489,700 9,119 295,012 61,890 1,979 24,425
2000 6 255,900 45,167 144,027 40,301 5,260 17,315
2001 12 483,225 8,640 135,821 58,432 7,133 29,444
2002 11 673,077 40,000 205,949 74,710 2,218 24,210
2003 7 301,799 42,450 150,383 66,250 5,000 30,449
2004 9 866,055 48,200 283,489 49,305 8,383 27,348
2005 9 750,000 3,000 296,882 388,000 3,000 71,696
2006 11 488,000 53,700 173,057 54,000 3,642 19,152
2007 12 820,000 15,000 273,171 150,281 1,805 36,207

년도 배상건수 최고요구액 최저요구액 요구액평균 배상액최고 배상액최저 배상액평균
(단위: 천원)



우가 총 89건에서 35건(39%)으로 대부분의 피해자

들은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배상액을 신청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10~20% 배상율을 받은

것이 20건(23%) 이었으며, 소음진동의 개연성이 명

확한 경우에는 신청액의 50% 이상을 보상 받는 경

우도 7건(8%) 되었다. 2005년도 헬기 소음으로 인

해 소 한 마리가 폐사된 피해자가 보상액 삼백만원

을 요구하여 100% 배상액인 삼백만원을 보상받은

사례도 있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사례집 14집, 2005, 116-121).

환경분쟁 민원에서 배상액 결정은 피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이다. 가축 피해

자는 재정된 피해보상액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

액에 근접 할수록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실제로 피

해를 입은 금액과 보상액 차이가 크다고 판단 될 경

우에는 불복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또한, 참

여한전문가의주관적인판단에따라서재정된배상

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소음·진동에 의한 유사한

가축피해 사건일지라도 축종이나 품종, 암소음, 주

위환경 등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 등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는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 많은 사례분석을 통한

기초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

해액산출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IV. 결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991년부터

2007년 까지 접수 처리한 환경오염피해분쟁 사례

중, 환경분쟁조정사례집 1집~16집에 발표된 조정

및 재정 사건들 중에서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

해 134사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있었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6%를 차지

하 으며, 소음·진동 피해 증가에 비례하여 가축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소음·진동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가축은 돼지(27%) 으며, 돼지, 젖

소, 닭, 한우의 순으로 네 축종이 전체 가축 피해의

74%를차지하 다.

2. 가축피해의 소음원으로는 건설장비 56%, 발

파 15%, 건설장비+발파 18% 로서 건설관련 소음원

이 89%를 차지했으며, 건설 분야 중 도로건설로 인

한피해가58%로서주요원인으로나타났다.

3. 최근 10년 동안(1998~2007년)의 피해사례

114건을 분석한 결과, 소음레벨 70~80 dB(A)에서

가장많은가축피해사례(48%)가있었다.

4. 최근 10년 동안의 피해사례 114건 중, 소음 단

독으로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73건(64%), 소음+진

동의 피해를 인정한 사건이 41건(36%) 로 나타났

다. 진동의 개연성이 인정된 사례 41건 중 진동레벨

70~75 dB(V)에서 가장 많은 피해 15건(37%)이 있

었으며, 돼지가 진동피해를 많이 받은 가축으로 나

타났다.

5. 최근 10년간 가축피해사례들의 연평균 배상율

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된 모든 사건의 연평균

배상율과비교한결과, 가축피해의평균배상율이높

게 나타났다. 또한, 개별 사건의 피해보상율은 10%

미만이총89건중35건(39%)으로가장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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