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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기존의 풍력 발전기 소음에 대한 불쾌감 평가 및 소음 

기준에 이용되는 지표인 등가 소음레벨과 비교 분석 및 보다 적합한 

단위를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풍력 발전기 소음의 크기가 타 환경 

소음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를 유발하여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풍력 발전기 소음의 음향학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불쾌감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감 실험을 하기 위해 자극음들은 모두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모사하였으며 수치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자극음의 선별은 

후류 방향을 기준으로 방위각은 7 parts, 거리는 4 parts로 

구성하였으며 총 28 개의 자극음을 준비하였다. 실험에는 총 

32 명의 피실험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소음의 불쾌감에 대한 측정은 

음향심리학적 방법인 7 point numerical scale을 이용하여 

피실험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졌다. 풍력 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반응의 경향은 발전기로부터 이격 거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방위각에 따라 다르며 소리의 물리적 크기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적절한 지시치를 찾기위해모든 

자극음들에 대해 풍력 발전기 소음의 음향학적 특성을 고려한 

소음단위를 이용하여 소음도 산출 및 sound quality 평가를 통해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며, 불쾌감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풍력 

발전기 소음에 의한 위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최대 소음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요 용어: 풍력발전기, 소음, 불쾌감, 청감 실험, 진폭 변조, LAmax 

학 번: 201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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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성장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여러 에너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람을 이용한 풍력 산업의 성장이 괄목할 정도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악 지형보다 평지가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풍력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풍력 

발전기 보급 및 풍력 단지 건설을 확장하는 등 발전량을 점점 늘리고 

있다. 그러나 풍력 발전기의 성장으로 인해 환경문제 가운데 소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그리고 건설 및 공장 등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소음을 환경소음(environmental noise)이라 

분류하며 이러한 소음들은 공해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지어 건강에 

부정적 효과를 끼친다고 연구된 바 있다. 1  

 

풍력 발전기 소음이 환경 소음을 분류되는 원인에는 음향학적 특성이 

포함된다. 풍력발전기 소음은 크게 기계구조적 소음과 공력 소음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공력 소음이 풍력 발전기 소음의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력 소음은 유체와 구조간 상호 작용으로 인해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Wagner et al.(1996)이 다음 <표 1> 과 

같이 공력 소음의 소음원들에 대해 분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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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풍력 발전기로부터 발생되는 공력 소음의 소음원 2 

소음 종류 원리 특징 

Trailing edge 

noise 

Interaction of turbulence  

boundary layer with  

blade trailing edge 

광대역 소음 

주 소음원 

(770 Hz~2 kHz) 

Unsteady loading 

noise 

Blade pitch change 

Downwind passage 

  through tower shadow 

가청 광대역 

소음의 진폭 변조 

현상 유발 

Tip noise 
Interaction of blade tip  

surface with turbulence 
광대역 소음 

Laminar 

boundary layer 

noise 

Non-linear boundary 

layer instabilities  

interacting with the 

 blade surface 

순음 

Blunt trailing 

edge noise 
Vortex shedding 순음 

Turbulence 

inflow noise 

Interaction of 

atmospheric turbulence  

with blade 

광대역 소음 

Steady 

thickness/loading 

noise 

Rotation of blades 

(lifting surface) 

BPF에서 저주파 

영역(가청범위 

벗어남) 

Stall, separation 

noise 

Interaction of turbulence 

with blade surface 
광대역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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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mechanism으로 인해, 현대의 풍력 발전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소음원은 trailing edge noise이다. 뿐만 

아니라 블레이드가 바람의 흐름이 바뀌는 곳에서 회전을 함으로써 

공력이 변하고 경계층의 차이를 만들어 “whooshing” 혹은 “beating 

sound”라 불리는 진폭 변조 현상을 유발한다.3-4 풍력 발전기와 같이 

비교적 낮은 RPM을 지닌 경우에는 이 진폭 변조현상을 인지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러한 진폭 변조 현상을 지닌 소음들은 낮은 소음 레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도 쉽게 인지가 가능하며 소음의 방향성 

(directivity pattern)때문에 진폭 변조 현상이 발전기 주변의 수음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  

 

풍력 발전기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풍력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음향학적 특성들이 더욱 

두드러졌다. 발전기는 활동이 적은 야간에도 운용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과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여 주민과 기업의 법정 소송 등의 

마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풍력 산업이 성장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해결책으로 소음 규제치를 설정하여 특정 소음 레벨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6  

 

환경소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음원의 소음 레벨 

크기에 따라 불쾌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하는 dose-

response relationship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써 주로 소음원이 있는 지역에서 소음 레벨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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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구역 거주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불쾌감 정도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uropean Community의 환경소음 working group 1 에서는 

높은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 백분율(%Highly annoyed)을 참고하여 

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표의 단위는 dB(A) 즉, 사람의 

청감 특성을 고려하여 A-weighting 보정을 더한 등가 소음단위를 

사용하고 있다.7  

 

소음 규제치는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있지만 대부분 40~50 

dB(A)를 기준으로 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배경 소음이나 풍속을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8 위 규제치들은 일반적으로 교통 

소음에 적용되는 기준치 (60~70 dB(A))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책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풍력 발전기 소음에 의한 위해성 평가 등의 연구는 풍력 산업이 

발전한 유럽에서 선행되었으며 위해성 정량화를 위해 소음과 불쾌감 

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dose-response relationship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림 1.1>은 각 소음원 별 소음도에 따른 사람의 불쾌감 

비율을 %Very annoyed 로 나타낸 연구 결과이다. 풍력 발전기 소음에 

대해서 불쾌감 정도를 평가한 후 다른 환경 소음 분야와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 지표로는 LAeq(A-weighted equivalent level: A특성 

등가소음도)를 이용한 Lden을 적용하여 불쾌감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풍력 발전기 소음의 불쾌감 반응은 교통 소음 등에 비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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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소음도에서 발생하며 소음도에 따른 불쾌감의 기울기 역시 가장 

소음도가 큰 항공기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9-11 

 

 

<그림 1.1> 환경 소음 간의 %Very annoyed 비교
11

 

 

위해성 평가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den은 하루 24 시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의 LAeq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가장 먼저 

Lday는 주간 (07:00~19:00), Levening은 석간 (19:00~23:00), Lnight은 

야간 (23:00~07:00) 동안의 LAeq로 석간과 야간시간에는 각각 5dB 

와 10dB의 페널티를 부과하며 자세한 식은 다음과 같다.  

 

 

 

 

𝐋   = 𝟏𝟎 ∙

𝒍𝒐𝒈𝟏𝟎 (𝟏𝟐 ∙ 𝟏𝟎
(
    

𝟏𝟎
)
+ 𝟒 ∙ 𝟏𝟎

(
       𝒈  

𝟏𝟎
)
+ 𝟖 ∙ 𝟏𝟎

(
   𝒈   𝟏𝟎

𝟏𝟎
)
)

𝟐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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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 dB(A)를 이용하여 산출된 Lden과 불쾌감 반응 비율의 

경향은 비교적 선형성을 갖기 때문에 불쾌감 정도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시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Lden의 범위가 45 dB(A)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Very annoyed 평균 값의 편차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50 dB(A) 이상 구간에서는 평균 %Very annoyed 값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LAeq를 이용한 Lden이 풍력 발전기 

소음의 불쾌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그림자 및 시각 효과에 의한 불쾌감 반응 연구, 발전기 설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유무와 불쾌감과의 관계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불쾌감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는 소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해성 연구가 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1.2 연구 목적 및 내용 

 

풍력 발전기 소음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인 반응은 소리의 크기 외에도 

주파수 분포 정도, 시간이 지속적 혹은 간헐적인지의 여부 그리고 

수음자의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다르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해 풍력 발전기 소음의 

위해성 연구를 이어왔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풍력 산업이 

과도기적인 단계로 소음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블레이드 형상을 

바꾸는 등의 소음 저감연구와 같이 원론적인 접근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지만 큰 효율을 보이지 못하며, 소음에 대한 규제치 설정 및 위해성 

평가 연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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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차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 대책들이 

해결책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런 제도는 상당한 기초 조사가 

요구되며 인력과 시간 및 보상 비용의 책정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참고 자료로 삼아 새롭게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풍력 발전기 소음의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 큰 불쾌감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반영하여 

불쾌감 반응을 충분히 예측하며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전 연구로부터 풍력 발전기 소음의 특성과 

dose-response relationship 결과들을 참고하여 임의의 위치에서도 

불쾌감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기 소음 특성을 고려하여 

자극음(stimuli)을 제작하였다. 위치 별로 제작한 자극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감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감 실험 결과로부터 

소음의 방향성과 불쾌감의 관계를 확인하며 불쾌감 평가에 가장 적절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기존의 소음 단위들과 sound 

quality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풍력 발전기 소음의 

위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해 재고할 수 있으며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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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감 실험 

 

2.1 연구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쾌감 연구 결과들은 모두 실제 소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감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을 모사했을 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기 소음이 

수음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즉 방향성을 고려하여 

자극음들을 제작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실험 자극음 생성  

 

본 연구에서는 청감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2.5 MW급 풍력 발전기를 

모델로 하였다. 실제 풍력 발전기 소음이 아닌 수치 기법을 통해 제작된 

자극음들을 이용하였다.  지상에서의 대기 효과와 연평균 습도(60%) 

정도에 따른 흡음을 고려하였다. 전체적인 불쾌감 경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여러 위치에서의 자극음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험자가 동시에 모든 위치에서 풍력 발전기 소음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수치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원하는 조건에서의 자극음들을 생성할 수 있으며 

실제 풍력 발전기와의 주파수 상사성을 확인하는 검증 과정과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12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자극음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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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자극음 구축 

 

본 연구에서는 불쾌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수음 

위치에 따른 불쾌감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즉, 수음 위치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고자 풍력 발전기의 후류 방향을 중심으로 반경 방향으로의 

이격 거리와 접선 방향으로의 방위각을 구성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자극음들의 거리와 방향 별 구성 기준  

 

위와 같이 청감 실험을 위한 자극음들의 개수는 총 28 개이며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방위각의 경우 15° 간격으로 7 파트 (0°, 15°, 

30°, 45°, 60°, 75°, 90°)로 정하였고, 이격 거리의 경우 실제 

풍력 발전기의 크기인 128m를 기준으로 1000m까지 4 파트(12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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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m, 500 m, 1000 m)로 구분하였다.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에서, 그들 중 85%가 약 35 

dB(A)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쓰일 자극음들 중 1,000 

m에서의 크기가 약 35 dB(A)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외에 실제 풍력 발전기 소음이 들리는 환경 구현을 위해 배경 소음 

레벨은 40 dB로 마련하였으며 재생 시간은 피실험자가 자극음을 들으며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20 초로 제작하였다. 만들어진 28 개의 

자극음을 실험의 일관성(biasing effect)을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로 

나열한 후 총 5 세트로 구성하였다.  

 

2.4 청감 실험 환경 구성 

 

본 연구에서는 불쾌감을 측정하는 청감 실험 이전에 피실험자들의 

실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절차로 청력 선별 검사(screening 

test)를 실시하였다. 피실험자는 총 32 명의 인원(남: 17 명 여:15 명)이 

참여하였으며 만 20 세부터 34 세까지의 연령대 분포를 가졌다. 선별 

검사와 청감 실험은 모두 외부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장소에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가 200Hz 

이하에 배경 소음도(background noise level)가 약 20dB(A)에 이르며 

크기가 3.23.22.1 m3 의 크기를 가지는 무향실(anechoic room)에서 

이루어졌다. <표 2.1>은 무향실 정보를 설명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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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무향실 정보 

Test section 3.2 × 3.2 × 2.1 m3 

Cut-off frequency 200 Hz 

Background noise level 19~23 dB(A) 

 

 

본 실험에서 생성된 자극음을 피실험자에게 들려주기까지의 과정과 

사용된 장비들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매 실험마다 다음 그림과 같이 

HATs (Head and Torso simulator)에게 자극음을 들려준 후 출력 

신호를 통해 실제 들려주고자 하는 자극음과 동일한 크기와 스펙트럼을 

갖는지 확인하는 보정(Calibration)과정을 거쳐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2> 청감 실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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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감 실험 과정 

 

모든 피실험자는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청력 선별 검사(Hearing 

screening test)를 수행하였다. 청력 선별 검사는 125 Hz ~ 8 kHz 범위 

내에서 옥타브 밴드 중심 주파수(octave band center frequency)를 

가지는 순음(pure tone)을 이용하였으며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중심 주파수에 해당하는 순음은 기준가청음압레벨(reference 

equivalent threshold sound pressure level, RETSPL)에서 5dB 

간격으로 45 dB 크기의 소음도까지 준비한 후 피실험자에게 들려주어 

인지여부를 확인하였다. 가장 높은 크기의 소음도부터 인지할수록 5dB 

작은 순음으로 바꿔가며 확인하였고 해당 주파수의 기준가청 

음압레벨보다 15~20dB 더 높은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피실험자가 

인지하면 정상으로 간주하였다.13
   

 

 

 

<그림 2.3> 실험 진행 절차 

 

<그림 2.3>과 같이 피실험자들은 청력 선별 검사를 받은 후 이를 

통과하여 정상 청력을 가진 것으로 판명됐을 시 5 분의 휴식을 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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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각 자극음을 20 초 정도로 

2 번씩 들려주며 이에 대한 short-term exposure반응을 피실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극음의 20 초 재생이 끝난 후에 5 초간의 

시간 간격을 두어 서로 다른 소리간의 간섭 효과, 즉 이전 자극음에 

대한 차음 효과(masking effect)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였으며 

피실험자가 불쾌감 평가를 완료했다는 신호를 보낼 시 다음 자극음으로 

진행하였다. 피실험자들에게는 선택이 어려울 시 이전 자극음에 

대해서도 반복 청취가 가능한 것을 인지시켰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자극음에 의한 불쾌감 비교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실험 

진행 시간은 청력 선별 검사 15 분, 청감 실험 25 분과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40 분으로 예상하였다. 

 

본 실험에서 불쾌감에 대한 평가는 피실험자들이 자극음 각각에 대해 

청취를 한 후 <그림 2.4>와 같이 likert 7 점 척도에서 7-point 

numerical scale 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법은 

불쾌감이 적을 경우 “1”에 가깝게 선택을 하며 불쾌해질수록 “7”에 

표시를 하도록 충분히 인지를 시켰다.   

 

 

<그림 2.4> 7-point numeric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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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3.1 불쾌감 반응 곡선 

 

 청감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들이 자극음 각각에 대해 평가한 불쾌감 

정도를 평균화한 후 방위각에 따라 거리 별로 구분하여 <그림 3.1>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풍력 발전기 소음에 의한 불쾌감은 0°에서 

60°로 갈수록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가한 불쾌감 

평균값들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 방법 중 

집단 내 요인 비교(within-subject design)와 ANOVA(분산 분석) 

검증을 이용하였다.  

 

 

 

<그림 3.1> 불쾌감 반응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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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p-value가 0.05 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같은 거리에서도 소음에 의한 불쾌감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불쾌감 반응과 소리의 물리적 크기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포인트 에서 OASPL(overall sound pressure level) 단위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불쾌감 반응의 경향과는 

달리 blade로부터 방사되는 소음의 방사 패턴에 때문에 방위각에 따라 

감소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이로부터 소음의 물리적 크기만으로는 

소음의 불쾌감 반응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음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진폭 변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발전기 

소음의 단시간 노출에 의한 불쾌감 반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4 가지의 acoustic parameter를 이용하여 청감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3.2> 발전기로부터 거리와 방향에 따른 OA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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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coustic parameters비교 분석 

 

3.2.1  LAeq  

 

본 절에서는 풍력 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경향이 수음자의 

위치에 따다 다르다는 결과에 착안하여 불쾌감을 평가하는 단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며 A 특성을 반영한 

등가 소음도인 LAeq를 이용하였다. LAeq는 기준 음압에 대한 측정 신호의 

음압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 3.3> 은 각 자극음에 대한 거리와 위치에 따른 LAeq 값이며 

    까지는 유사한 LAeq를 보이다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OASPL에 비해 

변화의 정도가 점진적이며 전체적인 경향은 풍력 발전기 소음의 방사 

패턴을 따르고 있다.4 <그림 3.4> 는 LAeq와 불쾌감의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이며 R2 값을 통해 상관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R2 이 0.8651 이라는 것은 LAeq가 지표로써 소음에 의한 

불쾌감 정도를 약 87%의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발전기로부터 이격 거리가 같을 때의 각 지점에서의 불쾌감 

경향을 살펴 보면, LAeq가 증가할수록 불쾌감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𝐋   = 𝟏𝟎 ∗ 𝒍𝒐𝒈𝟏𝟎(
𝟏

 𝟐 −  𝟏
∫

𝑷 
𝟐

𝑷   
𝟐

 𝟐

 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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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위치에 따른 자극음의 LAeq 

 

  

<그림 3.4>  LAeq와 불쾌감 반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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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Loudness  

 

음향심리학적인 지표로써 사용되는 loudness를 통해 각 자극음들을 

분석하였다. Loudness는 인간의 청감(auditory sensation)과 소리 

자체의 물리적 세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 객관적이기 보다 

주관적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위해성 평가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청감 실험을 통해 주관적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loudness를 이용하여 경향을 살펴보았다. 

 

 Loudness는 ISO에서 지정한 ISO532B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1/3 옥타브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음압 레벨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critical band rate에서의 specific loudness를 적분하는 

방식이며 specific loundess는 자극 레벨(excitation level: E)로부터 

계산된다.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Fastl and E. Zwicker의 

Psychoacoutics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지표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14 

 

 

 

 

 

𝐋𝐨𝐮𝐝𝐧𝐞𝐬𝐬 (𝑰𝑺𝑶 𝟑𝟐𝐁) = ∫ 𝑵 
𝟐𝟒     

𝟎

 𝒛 

( 𝑵 = 𝟎. 𝟎𝟖 ∗ (
𝑬  

𝑬𝟎
)
𝟎.𝟐𝟑

[(𝟎.  +
𝟎.  𝑬

𝑬  
)

𝟎.𝟐𝟑

− 𝟏]
𝒔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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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위치에 따른 자극음의 loudness 

 

 

<그림 3.6> Loudness와 불쾌감 반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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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loudness를 계산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 (B&K 

PULSE Lapshop)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림 3.5>에서는 각 

자극음들의 loudness 값을 나타내었으며 등가 소음도에 비해 위치에 

따라 더욱 급격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6>은 loudness와 

불쾌감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R2 값은 0.6449 로 loudness가 

풍력 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약 64%의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거리에 따른 불쾌감 정도를 살펴 

보면, LAeq와 유사하게 같은 거리에서 loudness가 증가할수록 불쾌감의 

경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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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Fluctuation strength 

 

풍력 발전기 소음은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진폭 

변조(amplitude modulation)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리의 인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심리-음향학에서는 이런 진폭 변조 특성을 가진 

신호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fluctuation 

strength라는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도 진폭 

변조를 fluctuation strength로 정량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위해성 

지표로써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발전기 소음의 진폭 변조 특성을 반영하여 fluctuation 

strength를 통해 불쾌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Fluctuation strength는 vacil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며 modulation 

frequency(변조 주파수)와 modulation depth(변조 깊이)를 통해 

계산되는데 modulation depth의 경우 specific loudness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용하며 modulation frequency는 4Hz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극음의 fluctuation strength를 계산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 (B&K PULSE Lapshop)을 이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 그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𝐅𝐥𝐮𝐜𝐭𝐮𝐚𝐭𝐢𝐨𝐧 𝐬𝐭𝐫𝐞𝐧𝐠𝐭𝐡 =
𝟎. 𝟎𝟎𝟖∫ (

∆ 
  

)
𝟐𝟒     

𝟎
 𝒛

(
  𝒐 

𝟒𝑯𝒛 +
𝟒𝑯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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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위치에 따른 자극음의 fluctuation strength 

 

 

<그림 3.8> Fluctuation strength와 불쾌감 경향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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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자극음의 fluctuation strength를 거리와 방향에 따라 

나타낸 경향이며 <그림 3.8>은 자극음의 fluctuation strength와 불쾌감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7>에서는 앞의 

지표들과 달리 거리마다 fluctuation strength값의 변화 경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8m 에서는 75 도에서 가장 값이 큰 반면, 

1000m에서는 45 도에서 가장 큰 값을 지닌다. 이러한 원인으로 

fluctuation strength에 진폭 변조 현상 외에도 흡음 효과와 거리에 

따른 주파수 별 소음도 감소 및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가 있다. <그림 

3.8>로부터 fluctuation strength가 등가 소음도와 loudness에 비해 R2 

가 높으며 불쾌감과의 상관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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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LAmax  

 

풍력 발전기 소음은 진폭 변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modulation 

frequency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며 변화 정도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는 곧 transient noise라고 할 수 있다. 풍력 발전기 

소음의 duration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transient noise의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쓰이는 최대 

소음도 즉, Lmax(maximum noise level)를 본 연구에서도 반영하였다. 

Lmax에서도 A 특성을 적용한 LAmax를 이용하여 풍력 발전기 소음의 

불쾌감 반응을 평가하였으며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 지표는 불쾌감 및 수면 장애를 평가하는 단위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 소음으로 인한 규제치로 이용되고 있다. 등가 

소음도의 산출식과 유사하지만 풍력 발전기 소음의 modulation 

frequency가 약 1Hz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적 동특성(duration)을 

125ms로 고정해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가 소음도와는 다른 

값을 지니게 되며 식은 다음과 같다.  

 

 

 

자극음들의 LAmax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 <그림 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의 경우, 청감 실험의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으며 거리에 따라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불쾌감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 3.10>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분석에 이용된 

𝐋  𝐚 = 𝟏𝟎 ∗ 𝐥𝐨𝐠𝟏𝟎(
𝟏

𝟎. 𝟏𝟐 
∫

𝐏 
𝟐

𝐏𝐫𝐞 
𝟐

𝐭𝟏 𝟎.𝟏𝟐 

𝐭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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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들에 비해 R2 값이 더 크므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풍력 발전기 

소음에 의한 위해성 평가 지표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9> 위치에 따른 자극음의 LAmax 

 

<그림 3.10> LAmax 와 불쾌감 경향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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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의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발전기 소음의 위해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소음 지표들을 선정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LAmax가 풍력 발전기 소음과 위해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소음의 위해성 연구 분야 중 많은 

곳에서 Lden과 LAeq 등을 규제 기준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등가 

소음도 단위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소음원에 대해서도 최저 

소음도를 고려하며 에너지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소음의 

최대 소음도로 인한 불쾌감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loudness 지표는 주로 stationary sound(정상음) 즉, 음압 레벨과 

주파수 스펙트럼이 시간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소리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로 LAeq 및 loudness의 경우,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한 소음원들의 불쾌감 결과를 

비교해 볼 때 LAeq와 loudness가 증가할수록 불쾌감이 감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LAeq와 loudness는 진폭 변조 특성을 가진 소리들의 불쾌감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transient noise로 인한 불쾌감은 주로 소음 

지속 시간과 최대 소음도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실례로 항공기 

소음의 경우 ICAO(International Civil Aircraft Organization)에서 

권장한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LAmax소음도를 

기반으로 한다.15 풍력 발전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 소음에 비해 

소음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빠르지만 비교적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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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ion frequency(~1Hz)로 인해 음압 레벨의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으며 최대 소음도와 최소 소음도의 차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도 피실험자들은 설문지에 풍력 

발전기 소음을 청취하였을 시 받은 느낌을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진폭 변조를 느꼈으며, 특히 최대 소음도로 인해 가장 

불쾌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풍력 발전기 소음에 의한 불쾌감은 

최대 소음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진폭 변조 특성까지 고려하며 

소음에 의한 불쾌감 경향을 예측하고 평가 하기 위해서는 LAmax를 

활용한 지시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을 모사하여 제작된 풍력 발전기 소음을 

자극음으로 하여 청감 실험을 통해 short-term exposure에 의한 

불쾌감 경향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실제 풍력 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경향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해성 지표로써 LAmax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field survey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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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풍력 산업의 성장과 발전기의 대형화로 인해 풍력 발전기 소음은 환경 

문제로 떠오르며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위해성 평가 연구가 많이 진행해 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풍력 발전기 소음은 소음도가 다른 환경소음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등가 

소음도를 이용한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표의 소음도가 

높아질수록 불쾌감 지수가 많은 오차범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풍력 발전기 소음에 대한 불쾌감 평가 및 소음 기준에 

이용되는 지표로써의 등가 소음도에 대한 적합성을 재확인하며 위 

소음의 음향학적 특성들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청감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제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대기 조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위치와 방향에 따라 구분하여 28 개의 자극음을 

제작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자극음을 듣고 각각에 대해 불쾌감을 7-

point numerical scale로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풍력 발전기 소음에 

대한 불쾌가 반응은 같은 이격 거리에서도 방향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불쾌감 반응을 예측하는 데 소리의 물리적 크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적절한 지시치를 찾기 위해 풍력 발전기 

소음이 가진 진폭 변조 현상과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해서 4 

종류의 acoustic descriptor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LAeq와 

loudness의 경우 높은 상관관계 값을 갖고 있으나 같은 거리에서 

소음도와 불쾌감 지수가 반비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fluctuation 

strength의 경우 LAeq와 loudness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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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거리에 따라 불쾌감 경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max의 

경우, 청감 실험 결과와 불쾌감 반응의 경향이 가장 유사하며 불쾌감 

반응과의 상관관계 정도 역시 다른 지시치들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풍력 발전기 소음의 위치에 따른 불쾌감 경향을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지표는 LAmax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불쾌감 평가의 지표로 LAmax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정량화 기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추후 field survey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풍력 

발전기 소음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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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aboratory Study on Annoyance 

due to Wind Turbine Noise  

 

Yeolwan Seong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n appropriate index for 

assessment of annoyance by a wind turbine noise compared to an 

existing descriptor. Though a noise level of wind turbine was lower 

than other environmental noises, the noise due to wind turbine has 

caused annoyance and sleep disturbance to residents dwelling 

around wind turbines. For the reason as stated abov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as considering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wind turbine noise.  

For the jury test, all stimuli were simulated using numerical 

schemes. Moreover, for reflecting the real environment, various 

conditions were assumed. A selection criterion of the number of 

stimuli was based on the distance and direction around wind 

turbines. The direction had 7 parts and distances had 4 parts, so the 

stimuli totaled 28. For the study, thirty two subjects participated in 

jury test and they assessed the wind turbine noise subjectivel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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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point numerical scale in questionnaire. From the test, 

annoyance response caused by a wind turbine noise differed with 

direction even at same distance and was difficult to prove that they 

had a close relation between the annoyance and physical strength of 

sounds. Additionally, parameters in use and descriptors considering 

acoustic characteristics of wind turbine noise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As a result, an index which provides 

a better means of relating annoyance characteristics to wind turbine 

noise was proposed. 

 

KEYWORDS: wind turbine noise, annoyance, amplitude modulation, LAmax, 

jury test.  

STUDENT NUMBER : 201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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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실험 대상자 질의서(Questionnaire) 

 Log sheet(annoyance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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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과 연령은?         □ 남성    □ 여성  (            ) 세 

 

 

2. 소음이 심한 곳(대화가 불편할 정도)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detail  :                             ) 

 

 

3. 큰 소리(오토바이, 총 소리, 폭죽소리 등)에 노출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detail  :                             ) 

 

 

4. Pop 이나 Rock concert 혹은 클럽(discotheque)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 거의 안간다(년 1~2 회)   □ 가끔 간다(월 1 회)   □ 자주 간다(주 1 회) 

 

 

5. 귀하는 평소 음악이나 라디오 등을 청취할 때 이어폰을 자주 이용 

하십니까?  

 

□ 예     □ 아니오 

 

6. 위 물음에 ‘예’라고 답한 경우, 1 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청취한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월 1 회 이상   □ 주 1 회  □ 거의 매일 

개인 신상 및 생활 환경에 관한 질문  

 

다음의 질문들은 개인 신상과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생활 환경, 

그리고 소음 선호도에 관한 질문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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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재생 에너지로써 풍력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긍정    □ 부정 

(detail :                                                                ) 

 

 

8. 풍력 발전기의 소음을 들어보거나 발전기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9. 위의 물음에 ‘예’라고 답한 경우, 소음에 대한 노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 detail  :                              ) 

 

 

10. 이 실험을 통해 풍력 발전기에 대한 태도 혹은 느낌이 실험 전과 

달라지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detail :                                                               ) 

 

11. 만약 풍력 발전기가 귀하의 주거지역 근처에 설치가 될 예정이라면 

찬성(혹은 반대)하시겠습니까? 

 

□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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