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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MPB 2008을 포함한 일부 소음 예측식에서는 기상학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NMPB 2008을 

이용하여 소음을 예측할 경우에는 기상학적인 요소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기상 상

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학적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적용하여 소음도를 비교하였다. 기상학적 요소의 하향 굴절 발생 빈도의 증가에 따라 소

음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1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거리에 따른 소음도의 차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상학적 요소의 적용은 예측 소음도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

다.

1. 서  론1)

소음 지도 작성은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등을 

포함한 복합소음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음 지도 작성 과정에서 RLS90, CRTN, NMPB 
2008 등의 도로교통소음 예측식과 Schall 03 등의 

철도소음 예측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식들은 

대부분 소음원 예측식과 전파경로 예측식, 두 가지 

종류의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기상학

적 요소는 대부분 전파경로 예측식에서 적용하고 있

다.
현재 국내 환경소음의 실제 소음도와 예측 소음

도를 보면 대부분 야간 소음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간 예측 소음도가 더 정밀하게 

예측될 필요가 있지만, 기상학적 요소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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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MPB 2008을 기준으로 기상학적 

요소 적용에 따른 소음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리고 이를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 거리에 따른 변화

와 주파수 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2.1 이론적 배경
(1) NMPB 2008의 대표 소음도 산정법

NMPB 2008에서 장기간 대표 소음도를 표현하는 

식은 (1)과 같다.

 log 1) (1)

여기서, LLT는 장기간 소음도(dB(A)), LF는 하향 굴

절 발생 상태 소음도(dB(A)), LH는 평상 굴절 발생 

상태 소음도, p는 하향 굴절 발생 빈도(%)이다.
이 식은 하향 굴절 발생 상태(Downward- 

refraction condition)와 평상 굴절 발생 상태

(Homogeneous-refraction condition) 두 가지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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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und ray in homogeneous-refraction condition1)

Fig. 2 Sound ray in downward-refraction condition1)

Vehicle flow
(veh/h)

Vehicle speeds
(km/h)

Road 
surface 

age
(years)

Road 
surface

Day Eve
ning

Nig
ht Day Eve

ning
Nig
ht

Light
vehicles 500 250 125 100

10
BBTM 
0/6 - 
type1Heavy

vehicles 100 50 25 80

Table 1 Input data of noise source

대표 소음도를 각각 산정한 후에 하향 굴절 발생 빈

도(Downward-refraction occurrence)를 가중 평균하

여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대표 소음도를 계산한다.
하향 굴절 발생 빈도는 온도, 풍향, 풍속 등의 기

상학적 요소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하향 굴절 발생 

빈도는 하향 굴절 발생 상태가 기상 상황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며, 0에서 100까지 

%단위로 나타낸다. NMPB 2008을 개발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Choisnel's model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기온, 풍향 그리고 풍속을 산정한 후에 포물선형 방

정식(Parabolic equation)을 이용하여 하향 굴절 발

생 빈도를 도출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국외로 상세

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SoundPlan 등의 소음 

예측 프로그램에서도 기상학적 요소를 직접 적용하

는 것이 아니라 위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직접 입력

하는 방법과 기존에 도출된 프랑스 각 도시의 수치

를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대푯값을 설정하여 적용하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NMPB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도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수치(Pre-defined 
occurrence for a metropolitan Site)를 적용하는 방

법밖에 없다.

(2) 기상학적 요소

기상학적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상 

굴절 발생 상태와 하향 굴절 발생 상태는 음선의 굴

절 여부를 나타내는데, 이는 각각 음선이 굴절하지 

않는 상태와 아래쪽을 향해 굴절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 음선이 아래쪽을 향해 굴절하게 되면 암영대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수음점에서 소음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소음 예측을 진행

하게 되면 실제 소음도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상학적 요소의 적용이 중요하다. 야간의 대

표적인 기상학적 특징으로는 기온역전 현상이 있다. 
이런 기온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하향 굴절 발생 

상태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하향 굴절 

발생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주간 소음도에 비해 야

간 소음도가 실제 소음도와 예측 소음도 사이의 오

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야간의 첨두 차량교통량이 주간의 첨두 차량교통

량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국내의 실정으로 인해 야

간 소음도에서 특히 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야간 예측 소음

도를 기준으로 방음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야간 예측 

소음도에 오차가 있을 경우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ig. 1, 2는 각각 평상 굴절 발생 상태와 하향 굴

절 발생 상태에서의 음선을 나타낸 것이다.

2.2 연구조건 및 방법
(1) 연구 조건

소음원은 길이 500m의 편도 1차선 도로로 가정

하였으며, 소음원에 적용되는 교통량, 차속, 도로연

한, 도로 포장 상태 등의 변수는 Table 1에 정리하

였다. 수음점은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에 두었으

며, 소음원으로부터 5m 간격으로 500m까지 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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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oss-section map for 
homogeneous-refraction condition

Fig. 6 Cross-section map for
downward-refraction condition

Fig. 7 Cross-section map for difference of 
homogeneous-refraction condition and 

downward-refraction condition
(homogeneous-refraction condition
 - downward-refraction condition)

Fig. 4 Comparison sound level for source-receiver 
distance on overall frequency

Period Day Evening Night
Pre-defined occurrence 67 82 94

Table 2 Pre-defined occurrence for a metropolitan Site

Fig. 3 3D model in SoundPlan

개를 배치하였다. SoundPlan에 적용한 소음원과 수

음점 3D model은 Fig. 3에 나타내었다.

(2) 연구 방법

가정한 소음원과 수음점을 SoundPlan을 이용하여 

소음 예측을 진행하였으며, 기상학적 요소를 적용하

기 위해서 하향 굴절 발생 빈도에 변화를 주었다. 0
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11개의 수치와 Table 2에 

나타낸 NMPB 2008에서 제시하는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수치까지 총 12개의 수치를 

적용하였다.

12개의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적용하여 100개의 

수음점에서 각각 소음도를 산정하였다. 사용한 대표 

소음도는 Lden으로 EU에서 사용하는 대푯값이고, 적

용한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수치가 

Lden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이

를 제외한 11개의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Lden으로 계산하였다. 

3. 연구 결과
과거의 연구에서 SoundPlan을 이용하여 소음 예

측을 하는 경우에 하향 굴절 발생 빈도에 변화를 주

지 않고 초기값인 0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0을 대조

군으로 놓고 비교하였다.

(1)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 거리에 따른 분석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하향 굴절 발생 빈도에 

12개의 수치를 적용하였을 경우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 거리가 40m 이내일 경우에는 소음도의 차이가 

1dB(A) 이내로 나타났다. 이후 거리가 증가하면서 

최소 1.2dB(A)에서 최대 11.6dB(A)까지 차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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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sound level for 
source-receiver distance on 125Hz

Fig. 9 Comparison of sound level for 
source-receiver distance on 250Hz

Fig. 10 Comparison of sound level for 
source-receiver distance on 500Hz

Fig. 11 Comparison of sound level for 
source-receiver distance on 1kHz

Fig. 12 Comparison of sound level for 
source-receiver distance on 2kHz

타냈다. 하향 굴절 발생 빈도에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수치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1.2dB(A)~11.6dB(A), 100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1.1dB(A)~10.9dB(A)의 차이를 나타냈다.
Fig. 5, 6는 각각 평상 굴절 상태와 하향 굴절 상

태에서 Cross-section map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7은 두 상태에서의 소음도 차이를 Cross-section 
map으로 나타내고 있다.

(2) 1/1 Octave band 주파수에 따른 분석

250Hz와 500Hz의 저주파 범위에서는 하향 굴절 

발생 빈도에 관계없이 거리에 따른 소음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1kHz 이후로 주파수가 높아

지면서 거리에 따른 소음도의 차이가 급격하게 증가

하였으며, 4kHz 대역, 500m 거리에서는 약 

40dB(A)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Fig. 8~13은 1/1 Octave band를 기준으로 각 중

심주파수에서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3 Comparison of sound level for 
source-receiver distance on 4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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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기존의 연구에서는 NMPB 2008을 이용하여 도로

교통소음을 예측할 경우에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0
으로 적용하였는데, 위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500m 거리에서 최대 11.6dB(A)의 차이를 나타

내고 있으며,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

는 것을 보아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주파수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저주파에 비해 

1kHz 이상의 중•고주파에서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소음의 주파수 

대역이 1kHz 이상에서 주를 이루는 것을 보아 도로

교통소음의 예측식인 NMPB 2008에서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예측 소음도와 실

제 소음도 사이의 오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간에 비해 하향 굴절 발생 상태가 더 많

이 나타나는 야간의 경우에는 하향 굴절 발생 빈도

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0
으로 적용했던 기존의 방법으로 소음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예측 소음도가 실제 소음도에 비해 낮을 

것이라 추정된다.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적용함으

로써 예측 소음도와 실제 소음도 사이의 오차를 줄

이고, 환경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소음지도 작성에 있어

서 NMPB 2008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상 상황을 사용하여 하향 굴절 발생 빈도를 도출

해야 한다. 이번 연구와 같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실

제 소음도와 비교하여 통계적 추정을 이용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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