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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원인 : 도로교통소음은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이다. 발생 원인은 차량의 동력음(엔진음, 냉각팬음, 흡·배기음),

발생 원인
및 특성

주행음(타이어음), 기타음(동력전달음, 자체의 바람소리, 경적 등)
으로 구분되나 기타음은 동력음 및 주행음에 비해 도로교통
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 특성
① 도로교통소음은 차량 흐름의 형태, 교통량, 차량속도, 대
형차 혼입율 등 차종의 구성, 엔진 형식 등에 따라 달라
진다.
② 도로 표면의 종류와 상태, 도로의 기울기나 직진성, 토지
지형의 조건, 건물이나 차폐물에 의한 음의 반사와 차폐
효과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③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을수록, 주행속도가 낮을수록, 대
형차가 적을수록 소음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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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통량 등에 의한 소음도 변화 비교
항목

소음도의 비교

교통량

교통량이 반감되면 약 3dB(A) 감소

주행속도

100km/hr에서 80km/hr가 되면 약 3dB(A)감소
100km/hr에서 60km/hr가 되면 약 6dB(A)감소
80km/hr에서 60km/hr가 되면 약 3dB(A)감소
80km/hr에서 50km/hr가 되면 약 4dB(A)감소

대형차
혼입률

20%에서 0%가 되면 약 4.5dB(A) 감소
30%에서 0%가 되면 약 5.5dB(A) 감소
40%에서 0%가 되면 약 6.5dB(A) 감소
50%에서 0%가 되면 약 7.5dB(A) 감소

자료 :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06, 청주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소음
저감 대책

1. 도로교통소음 관리 기준

관련 법규

표 2. 도로교통소음 관리 기준
대상지역

(단위 : dB(A))
한도
주간
야간
(06∼22시) (22∼06시)
68

58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
73
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 고시지역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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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
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도로교통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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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12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운행 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
◦ 자동차와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제작차와 운행차로 나
뉘며, 이중 운행차는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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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운행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
구분

자동차 종류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C))

100 이하

110 이하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경자동차
승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이륜자동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0조 관련, 별표 13

◦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며, 소음기1)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
- 수시점검 및 정기점점 시 소음 허용 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부착 여부를 검사한다.

3. 공동주택 신축 시 교통소음에 대한 기준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사업 주체는 공동주
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단, 공동주택 중 6층 이상인 부분은 환기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 45dB(A) 이하 적용을
허용한다.

1) 소음기 : 기류는 통과시키면서 소음은 차단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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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표 4. 운행차 소음 규제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및 벌칙
위반 행위

행정처분 기준 벌칙

1. 운행차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운행차 소음개선
명령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음 허용 기준 초과

개선명령

소음기, 소음덮개를
제거했거나 경음기를
추가 부착

개선명령

위 두가지 경우가 동시
에 해당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 21

위반 행위

(단위 : 만 원)

과태료 금액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2㏈(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2㏈(A)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4㏈(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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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도로교통소음

표 5. 운행차 소음 규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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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원에서의 저감 방법

저감 방법

◦ 교통량, 대형차 혼입율, 주행속도 및 주행방법에 따라 소음도
의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규제나 단속을 실시한다.
-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과 인접한 일반도로의 대형차 통행을
제한한다.
-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과 인접한 일반도로의 차량 통행속도
를 제한한다.(과속방지턱 설치, 속도제한표지판 설치 등)
◦ 전기차 등 저소음차량을 이용한다.
◦ 자동차의 주기적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한다.
◦ 저소음 도로포장을 설치한다.
- 저소음포장은 자동차 타이어 및 엔진음 등을 흡수하는 흡음성
능이 있는 포장으로 3~7dB(A)내외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
- 음원 자체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 등의 유입으로 공극이 막혀 소음저감 효과
가 감소하고 관리 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 최근 오염물질의 공극 막힘 등을 줄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저소음 포장 소음저감 원리

자료 : 이관호 외, 2012, 저소음 포장체의 소음저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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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 전달경로에서의 저감 방법
◦ 대표적인 전달경로 대책은 방음시설물의 설치이다. 방음시설
물에는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방음터널 등이 있다.
- 방음벽 : 소음을 저감 및 차단시키기 위해 설치된 벽체를 말
하며, 도로소음의 저감 대책 중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방음벽이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시선을 차단할
정도의 높이로 설치된 경우, 소음 저감효과는 5dB(A) 정도
이고, 대부분 10dB(A)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다.

표 6. 방음벽 소음저감 수준별 실현 가능 정도
실현 가능 정도

5dB(A)

쉽게 가능

10dB(A)

주의 필요

15dB(A)

대단히 어려움

20dB(A)

거의 불가능

도로교통소음

방음벽 소음저감 수준

∙ 저층에서는 소음 저감효과가 좋으나 고층에서는 소음 저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시각차단 및 도시 미관을 해치는 단점
이 있다.
∙ 최근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한 방음벽 디자인 설계를 권고
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의 방음벽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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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HWA-RD-76-58, Noise barrier design handbook,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표 7. 방음 특징에 따른 구분
분류

특징

반사형

방음벽면에서 음파가 대부분 반사하는 방음벽

흡음형

방음벽면에서 음파가 대부분 흡수되는 방음벽

간섭형

방음벽면 또는 상단에서 입사음파와 반사음파가 간섭을
일으켜 소음이 저감되는 방음벽

표 8. 방음벽 유형 및 특징
분류
흡음형

특징
금속제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흡음형 방음벽

‒ 소리가 입사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등 금속판에 구멍을 뚫어 표면
재로 사용하고, 방음판 내부에는 유리면이나 암면 등 흡음성 재료
를 넣어 소리를 흡수하도록 구성된 방음벽
‒ 금속재질로 내구성, 내수성, 내열성이 뛰어나나 내부 흡음재는 내구성
이 약하고 물기가 침투했을 때 흡음 성능이 저하하기 때문에 PVF
필름 등으로 감싸서 시공함.

벽돌

‒ 방음벽면에 구멍이 있고 내부에 공동이 있어 소음이 공명에 의한
흡음 때문에 저감

목재

‒ 자연미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시각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목재를
표면재로 사용한 방음벽
‒ 내후성, 내변형성, 내충해성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전처리가 필요한
목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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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반사형

특징
투명
방음벽

‒ 투명방음벽은 조망 확보, 도시 미관 확보, 일조권 침해 예방, 전파
방해 해소, 지역분리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안전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수지 등이 사용됨.
‒ 흙먼지, 빗물 중에 녹아 있는 먼지 등이 투명판 표면에 부착되어
투명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 세척 필요

‒ 플라스틱 계통의 투명판은 자외선이나 배기가스 등으로 변색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와 태양광선 등의 반사로 운전자 피로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콘크
리트

‒ 콘크리트 방음벽은 반사형 방음벽의 대표적인 재료이며, 시멘트
와 광물성 목질섬유를 혼합하여 흡음성을 추가하는 방음벽도
있음.
‒ 콘크리트 방음벽은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도시열섬현상, 녹지의 단절, 경관 훼손의
문제는 있음.

식생
방음벽

‒ 방음벽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방음
벽에 담쟁이덩굴을 녹화하거나 식생블록을 쌓아 올려 방음기능
과 식생기능을 부여하는 방음벽

금속재
+
투명판

‒ 방음벽의 미관향상이나 조망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투명판과
다른 재질의 방음벽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

흡음형
또는
반사형
+
투명판

도로교통소음

‒ 도시 미관 개선에 효과적

목재
+
투명판

자료 : 남양주시, 2014,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지도 작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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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림 : 나무의 하부까지 잎이 무성하게 형성된 수림대를
말한다.
∙ 방음림은 통행차량을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소음에 대한 거
주자의 반응을 심리적으로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 방음림에 의한 소음저감 효과는 수목의 종류에 따른 조성
및 성장 단계에 영향을 받고, 식수의 유형, 구조, 배치 및
심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 방음둑 :  흙이나 바위, 돌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하는 방음시
설로,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완만한 경사가 필요하여
소음원측과 수음측 사이의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
∙ 방음둑의 폭은 방음둑 높이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
반적이며, 계단형 경사는 방음둑 높이의 1.5배까지는 허용
한다.
∙ 방음둑은 초기 설치 비용이 방음벽에 비해 비싸지만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식재가 가능하여 친환경적이
며, 방음둑 상부에 추가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 방음터널 :  방음벽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음
성능이 큰 재료로 도로를 터널 모양으로 덮어 소음을 차단하
는 시설이다. 음향학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
수단이지만, 설치 비용이 고가이며 화재 등 재해 시 피난 유
도의 안전성과 자동차의 배출가스 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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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방음시설 유형 및 특징
분류

특징

방음림

‒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수림대를 말하며, 자연미관
과 풍치를 살려 심리적 도움이 되고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음벽과 방음둑 위에 보존적으로 시행됨.

방음둑

‒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정한 두께를 가진 언덕을
말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가 수월해 관리가 용이

방음터널

‒ 방음벽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음 성능이 큰
재료로 도로를 터널 모양으로 덮어 소음을 차폐
‒ 방음터널은 음향학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
수단이나 대규모 구조물이고, 여러 가지 부대공사가 필요해
건설 경비가 높아짐.
‒ 화재 등의 재해 시 피난 유도의 안전성과 자동차의 배출가스
처리 등의 문제가 있음.
도로교통소음

자료 : 남양주시, 2014,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지도 작성 보고서

◦ 일반적으로 수음 건물에 대한 방음 대책으로는 소음이 침입하
는 부위의 소음 차단능력(차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한다.
소음의 영향이나 피해를 받고 있는 수음점에 대한 대책은 최후
의 수단으로 삼는다.
- 건물 외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차음 성능이 떨어지는 창호
부위나 환기구 등의 차음량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한다.
- 차음량이 높은 창호로 교체하거나 소음차단체를 설치한다.
- 환기구, 틈새 등 소리가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밀
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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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음점에서의 저감 방법

◦ 차음설계 : 차음설계란 건물 내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어
하기 위해 해당 공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벽체(외벽 포함)나
바닥을 대상으로 소리에 대한 차단능력(차음 성능)을 적절한 수
준으로 확보하는 설계기술이다.

그림 2. 차음설계 흐름(외부소음에 대한 창호의 차음설계를 중심으로)
창의 차음설계 개시

실내소음 허용치의 설정
외부소음레벨의 결정
(실측치 또는 추정치)
창 구조의 설정
실내흡음력 보정
창의 음향감쇠 계수
(음향투과손실)의 결정

NO

해당구조의 차음성능
실측 또는 자료집

실내소음레벨의 계산 및
허용치 만족여부 확인
YES

차음설계종료

표 10. 실간 차음 성능과 그 효과
차음 성능(500Hz) 차음효과
20dB

보통 회화정도의 말소리는 들리지만 내용은 불명료하게 들림.

30dB

차음효과를 느끼는 최저 단계
보통의 회화는 들리지 않으나 큰소리, 웃음소리 등이 들림.
레코드 재생시 저음역의 소리가 입력됨.

50dB

일반적인 생활에서 프라이버시가 거의 완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저 단계

60dB

방송국 등의 스튜디오에서 요구되는 차음 성능

자료 : 平野 滋 外, 1993, 遮音材の種類とその使ぃ方による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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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차음 재료의 종류별 특성 및 시공 시 고려사항
재료 구조
단층
구조

제품의 종류

단일판 철판, 알루미늄판,
합판, 석고보드,
판유리 등
단일벽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블럭,
ALC블럭 등

특성

시공 시 고려사항

- 고음역일수록 효과가 큼.

- 재료의 주위나 연결부에 틈이 있으면

효과가 없음.
- 차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량을
큼.
높일 수 있는 부착공법을 적절히
- 두께가 두꺼울수록 효과가 큼.
사용
- 면적당 중량이 클수록 효과가

복합
구조

적층판 표면재(석고보드 등)+ - 사용 재료나 조합 방법에 따라 - 틈이 없도록 시공
(샌드 심재(유리면 등 다공
차음 특성이 다름.
- 현장에서 복합 시공하는 경우, 뼈대
위치판) 질계 재료가 많이 사용) - 심재의 재료나 공기층 두께에 의 구조나 충진 재료, 부착 방법에
+ 표면재(석고보드 등)
따라 차음 특성이 다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공명투과에 의한 차음량 저하
는 주의 필요

틈새
처리

코킹

건구
류

창, 문

연질재료

- 틈에 의한 차음효과 저하를 - 개구부(창, 문) 등의 주위에 틈이

방지
방음창
방음문

- 고음역일수록 효과가 큼.

없도록 충진
- 건구틀 주변의 충진은 틀이나 장지를

손상시키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유의
가 큼.
- 차음 목적에는 기밀형 창호가 유리를 끼워 넣을 때에는 틈이 없
도록 함.
적합
- 건구의 크기나 부착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름.
- 유리의 두께에 의한 특성차이

도로교통소음

자료 : 平野 滋 外, 1993, 遮音材の種類とその使ぃ方による效果, 音響技術

-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변 방음벽이 해
결하지 못하는 교통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 소음의 진행 방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통풍과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내구성이 강해 상층에서는 추락방지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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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차단체 설치

그림 3. 소음차단체 설치 예시
격자형 차단체

수직형 차단체

자료 : 남양주시, 2014,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지도 작성 보고서

4. 주택의 도로교통소음 노출 줄이기(신축, 리모델링 시 참고)
◦ 위치 : 도로와 주택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한다.
◦ 평
 면계획 : 교통소음 침투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소
음에 민감한 공간(침실, 거실 등)을 도로와 반대편에 배치하여 도
로교통소음 노출을 최소화한다.
◦ 차음설계 : 주택으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벽체, 창
문 등에 차음설계를 적용한다.
- 유리창은 차음 성능이 높은 창호로 교체하거나 커튼, 소음차
단체 등을 설치한다.
- 외벽의 차음 성능 향상을 위해 벽체를 교체한다.
- 창틀 주변의 틈새나 구멍을 방음 실란트 등으로 꼼꼼하게 밀
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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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로교통 소음 노출을 최소화하는 주택 평면 계획 예시
A. 도로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평면 계획

B. 도로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건물의 배열

도로교통소음

자료 : City of Vancouver, 2012, Noise control manual

시민이
해야 할 일

◦ 운행차의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고 소음기나 소
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지 않는다.
◦ 운행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신차 구매 시 전기차 등 저소음 차량 구매를 고려한다.
◦ 이웃을 배려하는 조용한 운전습관을 길들이고 실천한다.
◦ 과다한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공서나
시공사 등에 과속방지턱 및 속도제한표지판 설치, 방음·방진
시설 설치 등 적절한 소음 저감 대책 시행을 요청한다.
◦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차량(이륜차 포함)은 신고한다.
     · 환경부 환경민원포털 (minwon.me.go.kr) 또는 ☎128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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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음 발생을 줄이는 운전자의 실천사항
운전자가
해야 할
사항

➊ 과다한 소음 발생 차단을 위해 적절한 기어 사용하기 □
➋ 급제동으로 인한 소음 차단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차량 거리 유지하기 □
➌ 차량 정차 시 엔진을 끄고, 공회전 시 불필요한 엔진 회전속도 올리지 않기 □
➍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이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소음
발생에 주의하기 □

➎ 급가속, 급감속 및 과속하지 않기 □
➏ 불필요하게 엔진브레이크나 배기 브레이크 사용하지 않기 □
➐ 불필요하게 경적 울리지 않기 □
➑ 차량 오디오 소리를 크게 하지 않기 □
운전자가
체크해야 할
자동차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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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배기파이프, 소음기 등 차체의 부속품 검사하기(결함이나 연결 등) □
➓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상소음 체크하기 □
⓫

타이어압 체크하기 □

◦ 공동주택 신축 시 사용 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교통소음 허용
기준 이내가 되도록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지 확인한다.

행정이
해야 할 일

◦ 도로를 신설할 때에는 수음점의 소음도가 관련법에서 정한 허
용 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고 소음 저감 대책을 적용한다.  
◦ 도로교통소음지도를 제작하여 교통소음에 과다 노출되어
소음에 취약한 지역을 확인하고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
정한다.
◦ 교통소음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소음 취약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과속방지턱, 방음벽, 저소음도로포장, 교통
량 및 속도 제한 등 해당 지역에 가장 적절한 소음 저감 대책
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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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점검 등으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는 차량(이륜차 포함)
소유자에게 개선명령, 벌칙 등을 부여한다.

06

1. 관련 법령

기타

◦ 소음・진동관리법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도로교통소음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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