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31.>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

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

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

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

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

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

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

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

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

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

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

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

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

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

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

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

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

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

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

에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