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최근에는 사전예방차원에서 환경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역할을 하고있으나 도로교통소음 예측의 경우 복잡해지는,

주변환경 복합적인 소음원 넓은 범위 혹은 도심지나 공동, ,

주택의 높이별 소음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도로교통소음. ,

을 예측하기 위하여 소음지도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을 살펴

보고 주요 예측인자 분석 및 예측지침을 제안하여 소음환

경영향평가를 개선하고자 한다

결과 및 고찰2.

도로교통소음의 주요 예측인자2.1

소음원과 관련된 영향인자(1)

소음원과 관련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통량 변

화 속력변화 교차로 영향 도로구배변화 도로표면변, , , ,

화를 살펴보고자 국립환경과학원식과 모델을NMPB

사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먼저 교통량의 변화는 교통.

량을 대로 하였을 경우와 대의 인3,000 3,000 70 %

대로 변화하였을 경우를 교통량을 감소시2,100 30 %

켰을때 소음도의 변화는 소음지도프로그램에서 -2

국립환경과학원식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dB, -1 dB

나타나고 있다 속력의 변화는 도로의 기준속력인. 50

로 하였을 경우와 의 인km/h 50 km/h 80 % 40 km/h

로 변화하였을 경우 소음도의 변화는 소음지도프로그

램에서 국립환경과학원식에서는-0.6 dB, -0.8 dB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구배 변화는 도.

로가 평탄한 경우와 의 구배를 가진 경우를 비교5 %

해보았다 도로구배의 변화에 따른 소음도 변화는 상.

행일 때는 소음도가 증가하고 하행일 때는0.97 dB ,

소음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97 dB .

전파경로와 관련된 영향인자(2)

전파경로와 관련된 영향은 거리감쇠 건물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과학원식과 소음지도프로그램에서의 결과.

를 비교하면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에서는15 20 m～

의 차이를 보이지만 밖에서는2.8 3.5 dB 30 m 4.4～

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물이 있을때dB .

건물의 반사음의 영향으로 주변의 소음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음점과 관련된 영향인자(3)

수음점과 관련된 영향인자로 등고선의 적용에 따른

변화와 높이별 소음도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등고선.

의 적용여부에 따라 소음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며 또,

한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높이별 소음도를 예측할 경

우 건물이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높

이별 소음도의 변화양상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소음 예측지침 안2.2 ( )

예측지침 작성방법(1)

소음지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로교통소음을 예측

하기위한 예측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제 경인3

고속화도로 건설예정지역에서 위에서 언급되었던 주

요 인자들을 변화시키면서 오차요인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은 예측지침을 마련하여 예측한 결과를 나(Figure 1)

타내고 있으며 주요한 예측지침을 아래와 같이 간략,

히 나열하였다.

도로교통소음 주요 예측지침 안(2) ( )

가 일반사항.

적정 예측모델1)

적정 예측모델은 특히 건물이 많은 복잡한 지역에

실측값과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와 중NMPB CRTN

의 하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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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cade map and grid map

예측범위2)

예측범위를 한정하는 소음도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

법의 소음환경기준과 일치하도록 주간은 이상45 dBA

지역을 예측범위로 정하고 야간은 이상 지역, 40 dBA

을 예측범위로 정한다 참고로 위의 소음도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

음도이다.

소음평가단위3)

소음지도프로그램을 활용한 소음환경영향평가의 경

우는 도로교통소음평가단위를 시까지의 주간07 22～

등가소음도 및 시까지의 야간 등가소음도(Ld) 22 07～

로 한다(Ln) .

나 소음원관련.

교통량1)

교통량은 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의 건1 ,

설이 예정되어 현재 측정이 어려울때에는 교통량 영

향평가에서 예측된 교통량을 근거로 첨두시 시간 교1

통량의 를 도로교통소음예측의 기준이 되는 교70 %

통량으로 한다 단 현재의 교통량을 측정할 수 있는. ,

지역에서는 일주일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요일이나

시간에 측정한 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한다1 .

속력2)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영향평가의 경우 도로교통

소음 예측의 기준이 되는 속력은 해당 도로의 설계속

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현재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 ,

는 지역에서는 일주일 중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는

날의 시간 동안의 속력을 측정하여 평균속력을 기준1

으로 한다.

대형차 및 소형차의 혼입비율3)

앞에서 권장한 예측모델의 경우 모델은 자동, CRTN

차의 중량 을 기준으로 대형차 및 소형차를1.5 ton

구분하고 모델의 경우 자동차의 중량, NMPB 3.5 ton

을 기준으로 대형차 및 소형차를 구분한다.

소음방사넓이4)

여기서는 소음방사넓이를 도로의 차선 수나 교통량

과 상관없이 도로 전체에서 방사되는 것으로 한다.

즉 도로의 넓이와 같게 한다, .

라 수음점관련.

건물외벽 조건1)

건물외벽의 높이별 소음을 예측하기 위한 조건으로

는 건물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에1.0 m

서의 소음을 예측하여야 하며 건물의 반사음까지 예,

측에 포함시켜야 한다.

결 론4.

소음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음지도의 활

용방안을 조사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소음환경영향평가시 도로교통소음예측방법1.

은 복잡한 도심지나 높이별 소음도를 예측하는데 한

계가 있다.

소음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음지도의2.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복잡한 건물의 영향 및 높이별

소음도를 좀 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소음지도를 적용하여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하기 위3.

해서는 통일된 예측지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사항 소음원 전파경로 그리고 수음점과 관련4. , , ,

된 예측인자를 통일하여 예측결과의 통일성 및 정확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음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서 가시적인 소음현5.

황 공동주택의 층별 소음도 등 좀 더 현실적인 소음,

도의 예측이 가능하고 소음저감대책 전후의 소음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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