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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천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서울시는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소음 발생원 또한 증가하였고 쾌적
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높아져 소음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
민의 33.6%는 소음을 서울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음민원도 2006
년 대비 2011년에 1.8배 증가하였다. 또한, 정온(靜穩)이 필요한 주거지역의 야간소음을 측
정한 결과, 환경기준을 5~11dB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소음환경을 전반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소음관리방식으로는 시민의 기대수준에 대응하기에 역부족
소음은 수질, 대기 오염보다 뒤늦게 공해로 취급되면서 저감기술 및 방지대책 등도 상대적으
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소음관리는 민원처리 중심의 사후대처형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해외도시들은 소음관리를 과학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생활소음을 관리
유럽의 도시들은 종합적 소음현황 분석을 위한 소음지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
로 소음저감목표를 설정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소
음과다노출지역에 대한 저감계획뿐 아니라 소음영향이 적은 휴식제공의 오픈공간을 정온지
역(Quiet Area)으로 지정하여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 동물소음 등
생활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소음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소음문제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이용
하여 인공소음을 완화하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서울의 소음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적 소음환경 관리체제로 전환
서울의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울의 도시소음 특성을 고려한 소음원별 구체
적인 규제기준과 벌칙을 조례로 마련하고, 소음업무의 총괄 및 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서울의 소음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
와 소음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되 조용한 공간의 확대를 위한 2차원의 소음관리를 추
진한다. 셋째, 시민들을 교육하고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일환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조용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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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의 소음현황 및 관리실태

열악한 소음환경에 노출된 서울시
소음 발생원 증가와 더불어 조용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상승

◦
․
․
․
․

서울시민의 33.6%는 소음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
천만 도시로의 성장은 공사장, 사업장, 교통량 등 소음 발생원의 증가를 동반
서울시민은 대기질 문제에 이어 소음을 중요한 서울의 환경문제로 인식
서울시민 10명 중 2명은 심야시간(22시~05시)에도 시끄럽다고 인식
도로교통소음(42.4%), 층간소음(23.1%), 공사장소음(12.9%)이 주요 소음원으로 조사

그림 1. 서울시민의 소음인식 : 심각한 환경문제(위)와 시간대별 체감소음도(아래 )
주 : 아침(05~07시), 주간(07~18시), 야간(18~22시), 심야(22~05시)

설문조사 개요
설문 목적
대상 및 응답자 수
조사기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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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소음인식 조사
서울거주 시민 1,032명
2013년 5월 28일~6월 3일
주요 소음원인, 체감소음도, 소음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조용한 오픈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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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6년 대비 2011년의 소음민원은 1.8배가 증가
서울시의 전체 환경민원 중 소음민원이 50% 이상을 차지
2006년 12,213건의 소음민원이 2011년에는 21,745건으로 증가
공사장 민원이 전체의 71.5%, 사업장과 확성기 소음이 각각 14.5%와 8.1%를 차지
하여 소음 발생의 주체가 확실한 소음원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

․

소음 발생원의 증가뿐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및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수준
도 증가

그림 2. 연도별 서울시 소음민원건수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희망서울 생활지표

정온이 필요한 주거지역의 야간소음도도 환경기준을 초과

◦

야간시간에는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3~14dB
이상 초과

․

주·야간 모두 도로변측정소의 소음도가 일반측정소의 소음도보다 6~19dB 이상 높
고, 주간시간대의 소음도가 야간시간대의 소음도보다 1~7dB 정도 높게 조사

․

주거지역 중 가장 엄격한 환경기준(야간 40dB)이 적용되는 전용주거지역의 야간소
음도도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소음도 수준인 50dB을 상회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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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지역의 소음은 야간소음 국제기준인 40dB보다 10dB 이상 초과(세계보
건기구 WHO, 2009)

그림 3. 환경소음 수동측정지점별 2011년 평균 소음도(일반지역 : 야간)
주 : 세계보건기구의 야간소음 권고기준 40dB

뒤늦게 시작된 소음관리, 아직은 미흡한 수준
소음은 비교적 최근에 공해로 인식

◦

소음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으나 수질이나 대기 오
염과 같이 공해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

소음은 수질 및 대기 오염과는 달리 축적되지 않고 발생과 동시에 소멸되며, 피해도
국부적이고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

․

이러한 이유로 소음 저감 및 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도 다른 환경오염과 비교하면 상
대적으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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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리를 위한 효율적 체계 및 기반이 미흡

◦

소음원별 관리주체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

․

철도와 항공 소음은 중앙정부에서, 그 외의 소음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여러 부서가
담당

․
․

◦
․
․

소음문제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부재
소음원의 지도단속을 위한 전담인력 및 기동력도 부족
소음관리를 위한 물리적, 과학적 기반도 미비
서울의 환경소음 현황은 일부 지점에 대한 측정에만 의존
이러한 방식으로는 서울시 전반의 공간적 소음분포, 환경소음 노출정도, 집중관리가
필요한 피해예상지역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

민원처리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 필요

◦

현재는 민원 발생 후 조치를 취하는 사후대처 형식의 소극적 관리가 대부분

․

사후처리 형식의 소음관리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를 수용
하기에는 한계

◦

소음문제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소음피해 노출상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
소음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사전 예방적 관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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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의 소음관리 사례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장기적 소음관리계획을 수립
소음현황의 종합적 분석을 위한 소음지도 작성을 유도

◦

유럽의회(EC)는 장기적인 소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관리지침(DIRECTIVE 20
02/49/EC)을 채택

․

환경소음의 노출로 인한 불쾌감 및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 또는 저감
을 목표로 추진

․

회원국에게 지역 내 환경소음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음지도 작성, 주민의
소음노출 파악, 환경소음관리 실행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

◦

소음지도 작성의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소음지도는 여러 소음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예측식이나 실험식, 지리정보를 사용
하여 소음수치를 시·공간적으로 시각화한 지도

․

소음지도 작성의 의무화 지역은, 1단계는 2007년까지 인구 25만 이상 지역, 2단계
는 2012년까지 인구 10만 이상 지역으로 확대

․

8

소음지도는 5년마다 재작성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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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지도

통합소음지도
(도로, 철도, 상업 및 산업 소음)

그림 4. 독일 베를린의 소음지도
자료 :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umwelt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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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교통계획과 연계하는 장기적 소음관리계획을 추진

◦
․
․

베를린의 소음관리계획은 도로교통량 자체의 저감을 강조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단계별 목표 소음도와 관리 대상지역을 설정
특히 도로교통소음이 베를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
획과 연계한 도로교통량 자체의 저감을 강조

․

소음노출의 과다지역뿐만 아니라 소음영향이 적은 휴식공간의 정온지역(Quiet
Area)을 선정

․

정온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11개 지역의 오픈 녹지공간과 26개 지역의
도시녹지지역을 지정하고 외부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
표 1. 베를린의 소음저감 실행계획(2008년)

부문

주요 부문

세부 내용

도로
교통
소음

도시개발

- 저소음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도심지와 혼합용지 개발)
· 전체교통량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 환경적 교통수단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 개발로 승용차 통행 증가 차단

교통개발
(교통량 저감)

- 승용차 통행을 환경적 교통수단(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도보)으로 전환 추진 :
자전거도로 확장 등
- 효율적 주차공간 관리로 교통량 저감 유도
- Park & Ride 정책 추진

도로망 디자인과
교통제어

- 도로망의 재정비
- 물류체계 정비로 화물차량의 운행 저감 유도

교통관리

- 도로포장 개선
- 차량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교통소음이 심한 지역의 야간통행속도, 초등학교
지역 등)

그 외의 수동적 관리

- 방음창, 흡음팬, 방음벽 등

기타
교통
소음

지하철, 트램, 철도

- 레일흡음재 사용, 미니 방음벽 설치, 저소음레일 설치 등

항공기

- 방음창 설치 및 방음벽 설치, 운행시간 제한

정온
지역

Quiet Area의 지정

- 정온지역의 선정기준 설정 및 보호대책 마련
· 녹지 오픈공간(숲, 공원, 초원 등) 및 도시휴양공간(주거지역에서 도보거리에 있는
녹지공간)으로 구분하여 정온지역을 지정
· 도시 확장 차단 및 정온지역 내 완충공간 마련 등

자료 : Noise reduction plan for Berlin-Action plan(Berlin, 2008)

1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표 2. 베를린의 정온지역 선정기준
구분

오픈 녹지공간

도시 녹지(휴양) 공간

특성

숲, 공원, 초원 등

주거지역에서 도보거리에 있는 녹지공간

절대 소음도

55㏈(A) 이하

-

상대 소음도

-

해당 공간의 소음노출도가 가장 높은 지역과 중심지역의
소음도 차이가 6㏈(A) 이상

공간의 크기

100ha 이상

30ha 이상

자료 : Noise reduction plan for Berlin-Action plan(Berlin, 2008)

◦
․
․

헬싱키의 소음관리계획도 토지이용, 교통, 대중교통정책과의 연계를 강조
소음지도 작성 및 분석을 통한 소음저감실행계획을 마련
2008년 1차 계획에 이어 2013년 2차 소음저감실행계획에서도 토지이용, 교통, 대
중교통정책과의 연계를 강조

․

휴식공간의 정온지역(Quiet Area)은 시민설문조사를 참고하여 34개 지역을 선정하
고 주간소음도를 50dB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계획
표 3. 헬싱키의 소음저감 실행계획(2008년과 2013년)

2008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2013년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안)

-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대중교통정책과 연계

- 토지이용계획, 교통체계, 대중교통정책과 연계
-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확대
- 하이브리드/전기버스 증대
- 철도 부문 개선

- 저소음도로포장 증가 및 고소음타이어 사용 저감

- 저소음도로포장 증가

- 방음벽 설치 확대

- 방음벽 설치 확대

- 다운타운지역에 개선된 차음방법 마련
- 정온지역(Quiet Area) 지정 및 보호 계획

- 정온지역의 보존

- 차량운행속도 제한(30~40Km/h)

- 차량운행속도의 제한 강화

자료 :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Finland 2009(OEC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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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리계획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

◦

베를린시는 소음저감실행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여 계획의
수용성 및 실행력을 제고

․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시민의 의견(저소음포장이 필요한 곳, 자동차 속도 제한
이 필요한 곳, 교통흐름의 전환이 필요한 곳 등)을 수렴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마련

․

시민검토 과정을 거쳐 소음저감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

◦

소음토론방을 설치하여 시민의 소리를 듣고 당면한 소음문제를 논의

생활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적용
독일은 공동주택의 생활소음관리를 위해 강력한 장치를 마련

◦

불필요한 생활소음 배출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

․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
칠 수 있는 소음을 배출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약 630만 원까지)를 부과

◦

생활소음 배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으로 규정

․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에서 타인의 안면(安眠)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
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

소음이 발생하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
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가능

․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 재생기의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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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생활소음규제제도를 마련

◦

동물소음부터 아이스크림 행상의 소음까지 도시 내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을 공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표 4. 뉴욕시의 소음기준 및 관련 규제

소음원

규제 내용

건설소음

- 공사시행 이전에 소음저감계획 마련을 의무화
- 기준 : 소음원(공사현장)으로부터 15ft 이격거리에서 측정되는 소음이 주변소음보다 10㏈
이상의 충격음 발생 시 규제
- 일반적 작업시간 : 주중 오전 7시~오후 6시

동물소음

- 기준 :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10분 이상, 야간에는 5분 이상 지속적으로 소음발생
시 규제

행상소음
(아이스크림 트럭 등)

- 기준 : 이동 중에만 허용

냉방기 및 순환장치
(공조기 등)

- 기준 : 1개 소음발생원에서 3ft 이격거리에 있는 주택(문이나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이 42㏈ 초과 시 규제. 다수의 소음발생원의 경우 45㏈을 초과하면 규제

음식점, 클럽 등에서의
소음

- 기준 : 근처 주택 내부에서 측정한 소음이 4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오후 10시∼ 오전
7시 사이에는 소음원으로부터 15ft 이격거리에서 측정한 소음이 주변소음보다 7㏈ 이상
높으면 규제

쓰레기 수거차량의 소음

- 기준
· (압축기 미가동 시) 압축기로부터 35ft 이격거리에서 측정된 소음이 80㏈ 초과 시 규제
· (압축기 가동 시) 오후 11시∼오전 7시 사이에는 압축기로부터 50ft 이격거리에서 측정된
소음이 80㏈ 초과 시 규제

자동차 및 이륜차의
소음기 및 배기 소음

- 기준 : 속도제한기준이 35mph인 지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차중량 10,000lbs 미만의 차량 : 차량으로부터 150ft 이격거리에서 선명히 들리는 경우
규제
· 차중량 10,000lbs 이상의 차량 : 차량으로부터 200ft 이격거리에서 선명히 들리는 경우
규제
· 이륜차 : 이륜차로부터 200ft 이격거리에서 선명히 들리는 경우 규제
·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경적사용을 금지

자료 : NYC, A guide to New York city’s noise code, 2007

◦

규제기준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벌칙을 적용

․

소음원별 규제기준의 1회, 2회, 3회 이상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1회
위반 시 5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소음원별 벌금액의 범위도 다양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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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소음의 경우, 벌금액은 1회 위반 시 440~1,440달러, 2회 위반 시 880~
2,800달러, 3회 이상 위반 시 1,320~4,200달러로 강력하게 책정

소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을 도입
새로운 소음관리방식으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의 등장

◦

소리의 크기(음압)를 줄이는 정량적 접근의 전통적 소음관리방식에서 원하는 소리와
원하지 않는 소리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성적 접근방식으로 변화

․

공장, 공사장, 교통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이나 규제만으로는 도시 소음문제의 해
결은 한계

․

소리를 ‘폐기물(Waste)’이 아닌 ‘자원(Resource)’으로 활용한 새로운 접근으로 도
시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방식이 등장

◦

원하는 소리를 이용하여 소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운드스케이프 방식

․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소음을 원하는 소리로 마스킹하여 공간에 적합한 소리환
경을 제공(사운드마스킹)

․

물소리, 새소리와 같은 고유한 자연소리 또는 지역의 특정한 소리를 자원으로 보호
하여 도시의 소리환경을 보호
표 5. 전통적 소음관리와 사운드스케이프 방식의 차이
전통적 소음관리 방식

사운드스케이프 방식

소리를 폐기물로 인식

소리를 활용자원으로 인식

불쾌한 소리에 관심

선호하는 소리에 관심

모든 소리원을 통합하여 소음크기로 관리 소리원을 원하는 소리와 원하지 않는 소리로 구분 관리
소리크기(음압)를 줄이기 위한 대책 추진

원하지 않는 소리를 원하는 소리로 마스킹하는 대책 추진

자료 : City of Stockhol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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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스케이프를 이용한 다양한 사례

◦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로 달라진 베를린의 Nauener Park

․

공원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베를린에 위치한 Nauener Park에 사운드스케이
프 프로젝트를 적용

․

공원의 소음 및 소리환경의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다양한 연령
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

․

주민참여 방식은 소리환경, 공공공간의 의미,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새로운 개념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

․

주변의 교통소음 등 원하지 않는 소음을 물소리, 새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이용
하여 더욱 쾌적한 느낌의 휴식공간으로 변화

그림 5. 자연소리를 삽입한 공원내 시설물과 방음벽을 대신한 돌담과 벤치
자료 : European Soundscape Award 2012, http://www.eea.europa.eu/

그림 6.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 추진으로 변화된 공원의 모습
자료 : European Soundscape Award 2012, http://www.ee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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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을 재활용하는 런던 사례

․

최근 런던에서는 ‘Organ of Corti sound sculpture’를 설치하여 주변 소음을 음
악으로 재활용

․

여러 개의 크기가 다른 실린더가 다양한 소리 주파수에 따라 작용하도록 배치된 시
설물이 주변의 교통소음을 다른 소리로 변환시켜 새로운 볼거리 및 교통소음으로부
터의 불쾌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제공

그림 7. 런던에 설치된 ‘Organ of Corti sound sculpture ’

◦
․
․

도심 속 분수계단을 이용한 LA 사례
분수의 물소리를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자동차 등 도시의 소음을 마스킹
물소리는 도심의 소음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소리 요소로 많이 활용

그림 8. 미국 LA 벙커 힐 스텝(Bunker Hill Step)의 계단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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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서울의 소음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적인 소음관리가 필요
소리자원을 활용하고 사전 예방적 관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소음관리를 위해 현실적인 기준 및 제도를 구체화하고 관리조직을 강화

․

서울의 도시소음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음발생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종합적 소음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

예방적, 체계적 소음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방식으로 전환

․

소음지도의 작성으로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는 종합적 관리계획
을 수립

․

소음과다노출지역에 대해서는 저감계획을, 소음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2차원적 소음관리를 추진

․

시민들이 선호하는 소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소음관리방식을 도입

◦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참여방식 및 교육방안을 강구

주요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종합적 소음관리를 위한 제도

- 소음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실적 소음관리제도로 강화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소음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협업적 거버넌스를 구축

과학적 소음관리방식 구축 및

- 소음지도의 작성으로 소리를 공간설계의 기본요소로 활용

활용

- 서울시의 중장기적 소음정책목표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 소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소음관리방식을 도입

시민 참여 및 교육 방안 마련

- 시민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방안을 개발

- 조용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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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소음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소음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실적 소음관리제도로 강화

◦

서울의 소음특성에 맞는 소음발생원을 분류하고 기준 및 규정을 조례로 마련

․

서울의 지역적 소음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음원별 기준을 마련하
고 소음관리를 현실화

◦

소음발생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소음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서울시민은 ‘소음저감 기술
개발 투자’에 29%, ‘시민의견 반영’에 25%, ‘행정처분 강화’에 25%가 응답

․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규제수준을 단계별로 강화하여 소음규제 효력을 강화

소음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

소음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체계를 마련

․

도시계획, 교통, 주택 등 다양한 시정 분야의 협력이 조용한 서울 조성에 필수적이므
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수행

․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조정 권한을 부여

◦

소음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

․

자치구별 소음민원과 소음갈등 조정을 위한 공무원,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
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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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소음관리방식을 구축하여 활용
소음지도의 작성으로 소리를 공간설계의 기본요소로 활용

◦

서울의 전반적 소음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저소음도시
설계에 활용

․
․

소음지도를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
소음문제를 포함한 소리환경 전체를 고려한 저소음도시 설계에 활용

서울시의 중장기적 소음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
◦
․

소음지도를 활용한 단계별 소음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2차원적 소음관리 추진으로 소음과다노출지역의 축소 및 조용한 휴식공간의 확대
소음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과 적게 받는 지역에 대한 별도 접근으로 서울의 소음환
경을 전반적으로 개선

․
․

소음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원별 소음저감방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축소
서울 내의 조용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소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소음관리방식을 도입

◦
․

소리를 활용하여 소음을 중화하는 사운드마스킹방법을 적극 도입
소음저감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곳에 사운드스케이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완화

◦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물소리, 새소리를 소음완화에 활용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시냇물소리, 26%가 새소리, 8%가 파도소리, 7%가
폭포소리를 선호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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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및 교육 방안을 마련
시민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방안을 개발

◦
◦

소음관리계획 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서울의 정온한 길, 조용한 숲속 견학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음교육의
장으로 활용

조용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

◦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주민 참여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점을 조사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

․

20

조용한 공원 만들기 사업도 포함하여 동네 공원의 이용계층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