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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GIS data of C-si as basic data when making noise map of road traffic, we estimated exactly 
the noise excess areas and consequently suggested the population and the area exposed to road traffic 
noise accurately. We made 3D noise map to assess regional distribution of noise quantitatively. The noise 
map consists of noise prediction model based on data base such as traffic volume and speed changes for 
estimating quantitatively the noise and 3D urban space model which includes locations of noise sources, 
3D buildings, topography and roads. We made noise standard map according to land use conditions and 
compared this map to road traffic noise map, and consequently made excess noise map. Using excess 
noise map, we assessed areas which exceed environmental noise level standards and noise guidelines 
quantitatively and effectively through GIS spatial analysis, and consequently more accurate noise exposed 
area and noise exposed population could be estimated. To show buildings' outer walls noise exposure, we 
analyzed 3D urban noise distributions using 3D-analysis of GIS.

* 
1. 서  론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고

밀도화는 도시 주변의 소음문제를 야기하여 그 정

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음

문제 중 도시 주변의 가장 큰 분쟁거리로 등장하는 

도로 교통 소음 문제는 교통의 원활함을 이유로 속

도나 통행량 감소가 쉽지 않아 해결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환경부 자료(1)에 따르면 2007년 

도로 교통 소음 문제는 이전 3년에 비해 개선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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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간

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2001년도 국내의 75개 도시

를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시간대의 도로 교통 소음

에 대하여 평균 노출 인구 비율을 조사한 결과(2) 주

간시간대에 6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은 12.6 %이고, 야간시간대의 55 dB(A) 이상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은 52.7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대도시의 경우는 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2007년 소음 측정망 운영 

결과에 관한 보도 자료(1)에 의하면 전국 32개 도시 

297개 지역 1,466개 지점 소음 측정망의 2007년 

소음도가 도로변 지역의 주간 시간대의 경우 주거

지역은 15개 도시 47 %, 상업지역은 3개 도시 10
%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의 경

우는 주거지역의 경우 24개 도시 72 %, 상업지역의 

경우 22개 도시 71 %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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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도시에서의 주요 소음원이 도로 교통 소

음임을 감안할 때 적정한 도시의 도로 교통 소음의 

평가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

시 계획이나 소음 분쟁이 발생할 때, 현재의 수동 

측정망을 이용한 소음도의 주간 4회 및 야간 2회의 

각각 5분간의 측정을 통하여 소음도를 평가하는 것

은 도시에서의 도로 교통 소음의 평가 방법의 수단

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환경

부에서는 자동측정망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지만, 그 

수가 한정되어 전국 도시의 소음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는 건

물이나 인구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소음 측정 뿐 만 

아니라 건물명과 그 곳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세밀

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인력과 

비용면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난점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소음지도를 연구하여 왔

으나(3~8), 지금 까지 많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연구에

서는 소음 지도 작성 시 현재 활발히 연구 및 개발

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고자 한다.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지리정보시스템이 발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치지도(digital map)가 만

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수치자료들은 GIS 
확산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사회에 적용되어 그 용

도를 넓혀가고 있다. 그 중 이 연구에서는 GIS 자

료를 도로교통소음 작성 시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도로에서 발생된 소음이 주변 건물의 영향으로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소음초과지역을 정확

히 산정하고, 그 결과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는 면

적 및 인구를 정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소음지도는 활용 분야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EU(European 
Union)에서는 정책과 비교 가능한 모니터링에 의한 

소음지도, 목표소음도와 비교하여 표시한 소음지도, 
소음이 가장 높은 지역을 나타내는 소음지도 등 다

양한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9). 이러한 다양한 용도

의 소음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 자료

들이 필요하고 그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

다. 기존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즉 건물, 교통량, 인구 조사와 같은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연구하게 되면 고비용으로 낮은 효

과를 내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10). 그

러므로 소음지도 작성 시 최대의 효율과 저비용을 

활용하려면 이러한 기초자료와 GIS구축이 어느 정

도 되어있는 도시를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여러 도시를 살펴본 결과, C시가 GIS구축

과 기초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며 그 자

료들의 습득도 용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C시가 적합하여 그 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음의 공간적 분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

여 3차원 소음 지도를 제작하였다. 소음지도는 3차

원 건물 및 지형, 도로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음

원에 대한 위치정도를 포함하는 3차원 도시 공간모

델과 소음의 정량적 예측을 위한 교통량 및 속도변

화 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음 예측 모델에 

의한 소음예측으로 구성된다.  

2.1 3차원 도시공간 모델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등고선, 표고점 레이어 추

출, 등고점 생성, Grid생성, 내삽으로 격자점에 높이

값을 부여하여 3차원 지형모델을 형성하였으며, 건

물모델은 수치지도의 건물 정보와 도화원도의 건물

정보를 가지고 3차원 건물모델을 생성하였다.  
(1) 건물 모델의 제작

건물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치지

도에서 나타난 건물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다음

에 부족한 부분이나 첨가될 부분들을 도화원도에서 

참조하여 3차원 건물모델을 완성한다. 정위치 편집

으로 다듬어진 수치지도에서 건물의 경계 정보로 

도시공간모델의 건물 경계를 생성하고 도화원도에

서 동일한 건물을 대응하여 도시공간모델의 건물 

경계에 대해 높이 값을 부여한다. 또한 부여된 높이 

값과 지형의 차로 건물의 높이를 계산하여 건물 높

이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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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 모델의 제작 

수치지도에서 등고선과 표고점 레이어는 z값이 

속성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형생성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다. 도화원도의 등고선과 표고점의 정보보

다 수치지도의 표고점과 등고선의 정보가 많으므로 

수치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을 추출한다. 또한 추출

된 등고선과 표고점을 점 데이터로 변환하여 등고

점 및 표고점들로부터 내삽하여 임의 점 주위의 3
개의 점을 대상으로 삼각형의 면을 형성하여 대상

지역의 지형 모델을 제작하였다.

2.2 소음 예측 모델 구축
Fig. 1은 C시 행정구역 경계 및 주요 도로의 위

계별 도로 분류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위

치 및 현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도로는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통량 및 속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서 조사 및 관리하는 도로별 시간당 교통량 

및 차량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형, 도로 

관련 자료, 도시내 건물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축된 GIS기반 자료를 소음지도 제작 프로그램과 연

동이 가능하도록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대도시

의 경우 소음원, 건물 및 도로관련 자료의 경우 

GIS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초과 소음지도 

작성을 위해서, 먼저 도로의 소음원인 교통량을 분

Fig. 1 Adminstration region and main roads in C-si 

석한 후 도로별로 도로교통 소음원의 분류를 위한 

소음지도(road-identification noise map)를 제작한

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소음 예측식으로 음원모

델과 전달모델로 구성된 독일의 RLS-90을 사용하

였다. RLS-90은 음의 확산, 지면효과, 장애물의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소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11). 
건물 및 지형을 3차원으로 구성하여 다중 회절 및 

다중 반사를 고려한 실제 소음전파 과정을 해석하여 

소음 현황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정 구간 

대역 소음도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한 소음등고지도

(noise contour map)를 그린 후, 토지이용 현황도와 

토지이용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이용한 소음 기준 

지도(noise standard map)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대상지역에서 환경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

음 초과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초과소음지도(excess 
noise map)를 제작하여 도시 내의 소음도 평가를 정

량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 제작된 소음지

도를 도시계획, 도시 재정비계획 및 도시 소음 저감

대책의 수립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베이

스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도로별 소음원 지도
C시의 인구는 약 60 여 만 명이고, 전체 면적은 

약 150 km2이며 도로 길이는 약 1,000 km로 구성

되어 있다. Fig. 1에 의하면 C시 가로망의 형상은 

방사 환상형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방사 환

상형의 경우 도시의 동심원적 발전으로 도심부에 

교통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심부의 교통수요 

분산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내 가로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각각의 도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간선도로는 도시

내 주요 지역간 연결, 보조간선도로의 주요 역할로는 

지역간 연결이며, 부차적인 역할로는 교통의 집산기

능을 수행하고, 집산도로는 교통의 집산 및 대지접근

의 역할을 수행 한다(12). 마지막으로 국지도로는 대지

접근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도로이다. 따라서 대도

시에서의 소음 평가를 위하여 도로별 소음도 평가를 

평균 주행속도 40 km/hr 이상 및 교통량은 5000 대

/day 이상으로 하는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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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ad-identification noise map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ig. 2의 도로별 소음원 지도

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도시에서의 소음 발생 현

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어디를 집중적으로 예측

을 해야 할지 판단이 가능해진다. 또한 높은 소음도

를 발생하는 도로를 찾아 소음원으로 작용하는 도

로의 속도 및 교통량, 도로 포장 등의 소음 저감대

책을 수립함으로써 소음원에서의 소음 저감을 할 

수 있는 판단의 도구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소음현황지도 작성 
소음 현황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측 

소음도와 소음지도 상의 예측 소음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로변 지역에 

위치한 6곳의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소음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각 도로 소음 측정지점은 해당 도로의 

소음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도로단에서 측정을 실

시하였다. Table 1은 각각의 주요 도로에 대하여 6
곳의 소음 측정을 통한 도로에서의 실측 소음도와 

예측 소음도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한 결과 실측 소

음도의 차이는 -1.7~2.0 dB(A)의 오차를 나타내어 

실측 소음도와 예측 소음도가 근사한 소음도임을 

검증하였다.

3.3 소음기준지도 작성 
국내의 환경 소음기준은 크게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5~10 dB(A)의 소음 기

준의 차별을 두고 있다. 또한 일반지역 및 도로변 

지역의 세부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따른 구분을 기본으로 하

Fig. 3 Measurement sites of road traffic noise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and predicted data

Meas-
ured 
site

Road name

Measured 
sound 
level 

[dB(A)]

Predicted 
sound 
level 

[dB(A)]

Difference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sound level
1st 

point Hungduck-road 73.5 71.5 2.0

2nd 
point Yeache-road 69.3 68.7 0.6

3rd 
point Sajik-road 75.6 73.9 1.7

4th 
point Saun-road 58.1 59.1 -1.0

5th 
point Kukbo-road 60.4 62.1 -1.7

6th 
point Deawon-road 67.5 67.7 -0.2

Fig. 4 Land use map in C-si

고 있다. 국내의 토지이용 계획은 대략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

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국토의 균형 발

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 구분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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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ise standard map in C-si

Table 2 Analysis of noise standard map
Noise 

standard
(gereral 

area) 
dB(A), Day

Noise 
standard
(roadside 

area) 
dB(A), Day

Rate of 
land-use(%)

Preserved green zone 50 65 25.9

Natural green zone 50 65 38.7

Argricultural green 
zone 50 65 13.4

Exclusive residential 
zone 50 65 0.0

General residential 
zone 55 65 15.7

Semi residential zone 55 65 1.0
Commercial zone 65 70 1.6
Mixed industrial 

Zone 65 70 0.8

General industrial 
zone 70 75 2.9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도시 소음의 평가에 있어서

도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에 따른 소음 기준을 확인

해야 그 지역에 있어서 적정한 소음도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Fig. 4는 대상지역인 C시의 일부 지역

에서의 토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그림이다. 
Fig. 5는 토지 이용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을 표시

한 소음 기준 지도이다. 도시소음의 평가 및 저감 

대책에 있어서 어떤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의 소음

으로 저감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량적인 판단을 내

릴 수 있는 기초 소음지도이다. 특히 주거지역의 경

우 도시 환경소음에 대하여 보호해야 하므로 소음 

환경기준 이내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음지도

를 이용하면 대상 지역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Fig. 6 Road traffic noise map of C-si (day)

있어서 앞으로 달성해야 할 소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소음 저감대책에 유용할 것이다. 
Table 2는 토지이용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 현황을 

GIS를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일반지

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을 기준으로 55~65 dB(A), 
도로변 지역의 경우는 65~70 dB(A)의 소음 환경 기

준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C시의 경우 외곽에 분포하

고 있는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 각각 25.9 %, 38.7 %, 13.4 %로 분석되었으며, 노

출소음에 민감한 지역인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이 15.7 %, 1.0 %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3.4 도로교통소음지도 및 초과소음지도 
작성과 소음 평가 

앞에서 구한 방식으로 C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지도(land use map)와 소음 기준 지도를 그린 

후, 토지 이용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 현황을 GIS를 

이용하여 공간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C시의 낮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지도를 Fig. 6에  

도시하였다. Fig. 7은 도로교통 소음지도와 소음기준

지도를 사용하여 초과소음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주간의 도로소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음도

별 소음노출면적을 분석해 보면 소음노출면적이 가

장 넓은 지역은 40 dB(A)이하 지역으로 전체 비율 

중 64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C시

의 도로가 시내 중심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외곽 

지역에는 주요도로가 분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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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cess noise map of C-si (day)

Table 3 Exposure population for road traffic excess 
noise(day)  

Administration
name

Population
(person)

Administration
name

Population
(person)

Gagyeong 20,314 Tap-Daeseong 2,429

Yullyang-Sacheon 18,741 Naeadeok1 2,293

Seonghwa-Jungnim 13,280 Bokdae2 2,125

Bokdae1-dong 12,033 Bongmyeong1 2,030

San-Mi-Bungang 9,120 Yeongun 2,030
Yongam1 7,854 Sugok1 2,010
Yongam2 6,029 Mochung 1,919

Gangseo1 4,425 Uncheon-
simbong 1,887

Geumcheon 3,869 Sugok2 1,862

Sachang 3,619 Bongmyeong2-
Songieong 1,537

Naeadeok2 3,559 Seongan 1,477
Yongdam-

Myeongam-
Sanseong

3,514 Sajik2 1,192

Sajik1 3,106 Uam 421
Ogeunjang 2,768 Gangseo2 132

석은 소음도와 노출면적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평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따른 초과소음 노출인구를 동

별로 산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의 소음 노출 인구 산정 방법으로는 

균등분배 방법(equal distribution method)(14)을 제안

하고 있는 독일의 VDI 3722-2 방법에 의거하여 소

음 노출 인구를 산정하였다. 소음 노출인구의 균

Fig. 8 Facade noise map

등분배 방법은 기존 국내의 건물벽면소음지도

(facade noise map)에서 노출인구의 과대평가 가능

성이 있는 층별 최고소음도를 대표소음도로 하여 

노출인구를 산정하는 방법(15)보다 소음의 회절에 의

한 다양한 소음 노출에 대하여 정밀하게 소음 노출 

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소음 노출인구 산정에 

사용된 인구 데이터는 해당 행정기관의 통계연보의 

주민등록상 동별 인구 통계를 동별 주거건물의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동별 건물의 면적당 거주인구수

를 산출하여 개별 건물에 인구를 분배하여 건물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국내의 소음환

경기준 상의 낮(day) 시간은 06:00 ~ 22:00로 일반

적으로 주간 시간대에는 직장, 학교 등 외부활동을 

하게 되지만 저녁 시간 18:00 ~ 22:00까지는 주거

건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낮 시간의 소음 노출인

구 산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은 

국내의 전략적 소음지도 제작 시 소음 노출인구의 

산정에 관한 적용성이 향상되며, C시에서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산정 시 초과

소음지도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환경소음 영향 저감

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Environmental Noise 
Directivity 2002/49/EC에서는 각종 소음원으로 인

한 소음도를 파악하는 다양한 소음지도들 중 건물 

벽면에서의 폭로 소음지도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폭로 소음도

를 정량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16). 이러한 건물 벽면에서의 폭로 소음도

의 예측은 WG-AEN(17)에 의하면 건물에 의한 반사

를 제외하여 계산토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건물의 



GIS 자료를 이용한 초과소음지도 작성과 소음 평가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제 19 권 제 10 호, 2009년/1081

Fig. 9 classification of buildings for land-use

벽면에서의 예측은 건물벽면에서 0.1 m 떨어진 곳

을 의미하며, 국내의 소음진동 공정시험법과 비교하

면 건물에서의 소음 측정시 창문을 열고 소음 측정

기를 창밖으로 0.5 m 이상 이격하여 측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에 의한 반사가 고려되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건물 벽면에서의 

폭로되는 소음을 나타내는 소음 지도에서는 건물 

벽면 소음지도의 제작 시에는 건물벽면의 반사는 

고려하지 않았다. Fig. 8은 C시 사직1동의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건물벽면에서의 폭로소음을 표시한 

소음지도이다. Fig. 9는 건물의 용도별 분류를 GIS
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벽면에서의 소음 초과

량을 소음환경기준과 비교할 때 건물의 용도별 분

류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면 건물별 소음의 폭로 

및 저감시켜야할 소음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에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C시의 도로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소음지도를 이용하여 

도시 환경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그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도로교통 소음원의 분류를 위한 소음지도를 대규모

의 도시에서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로를 평가

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이것은 다른 도로보다 높

은 소음도의 도로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

다. 둘째로 토지이용 현황도를 이용하여 소음 기준 

지도를 작성한 후 도로교통 소음지도와 비교하여 

초과소음지도를 작성하였다. 초과 소음지도를 이용

하여 소음 환경기준 및 소음 목표를 초과하는 지역

을 GIS의 공간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이고 효율적으

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보다 정확한 소음 노출 

면적과 소음 노출 인구가 산정 되었다. 마지막으로 

건물 외벽 폭로 소음도를 GIS의 3D-analysis를 이

용하여 3차원적인 도시 소음 분포 현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소음지도를 이용하여 대규모 도

시의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효율적

인 소음 저감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의사 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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