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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활소음원 중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류의 소음은 

지속적인 환경 분쟁 및 민원의 주 대상이었으며 쾌적한 삶

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원인중 하나로 작

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8.1.1일부터 건설기

계류의 소음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음표시 대상 건설기

계류는 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건설기계인 굴삭기, 

다짐기계, 로더(정격출력 19~500 kW), 발전기, 브레이커

(휴대용을 포함),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

상),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와 같이 9종

의 건설기계이다. 따라서 건설기계류 9종에 해당하는 제품

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및 개인은 의무적으로 대상 건

설기계에 대해 음향파워레벨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건설기

계에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설기계류 소음표

시제는 건설기계에 음향파워레벨 정보를 표시하여 정확한 

소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저소음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저소음제품을 구매하

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공사장 소음을 저감하는 기대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건설기계에 대한 음향파워레벨 수준을 해

당건설기계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건설기계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전체 건설기계 음향파워레벨에 대한 종합

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저소음 건설기계라 할지라도 

곧바로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설기

계류 음향파워레벨 검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구

나 건설기계류 음향파워레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본  론

2.1 건설기계류 소음도 측정 및 음향파워레벨 

산정

 먼저 건설기계류의 소음은 소음 발생 건설기계 소음도 검

사 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13호)에 준하여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측정 반구면상의 6지점을 측정한다. 

Number of 
Microphone

x/r y/r z

1 0.7 0.7 1.5 m

2 -0.7 0.7 1.5 m

3 -0.7 -0.7 1.5 m

4 0.7 -0.7 1.5 m

5 -0.27 0.65 0.71 r

6 0.27 -0.65 0.71 r

Fig. 1 Microphone positions to measure the  

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s (Leq) of 

construction machinery.

여기서 시험기계의 기본길이 에 따른 측정면의 반경 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 1.5 m ……………………………   = 4 m

1.5 m ≤  < 4 m……………………  = 10 m 

4 m ≤   ……………………………   = 16 m

이렇게 하여 측정된 6지점의 소음도는 식(1)과 

같이 음향파워레벨로 계산된다.

          ………(1)

 여기서,  : 배경소음 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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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보정치

           : 측정면의 면적 (m2), 

          : 기준면적, 1 m
2

2.2 소음정보검색 및 저소음 건설기계 정보

  각각의 건설기계의 음향파워레벨 정보는 건설

기계류 소음정보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자

가 쉽게 건설기계류의 음향파워레벨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2는 건설기계류 

소음정보 검색 시스템(가칭)의 초기화면을 나타

낸다. 

Fig. 2 Webpage of search system of sound power 

level(PWL) for construction machinery.

건설기계류 소음정보 검색 시스템은 크게 소음

표시제 소개 화면, 소음정보 검색 화면, 건설기

계 소음도 검사 통계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의 Figure 3는 소음정보 검색 화면으로 제

작사별 및 건설기계류별로 음향파워레벨값을 검

색할 수 있으며, 저소음건설기계는 녹색으로 구

분하여 표기되도록 구성했다.

Fig. 3 Information about PWL of low noise 

construction machinery indicated by green.

 또한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소음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의 음향파워레벨 

수준을 저소음 건설기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

였다. Figure 4는 저소음 건설기계 기준을 보여

주는 화면이다. 건설기계 종류별, 출력 및 중량

에 따른 저소음 건설기계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Fig. 4 Standard of low noise of construction 

machinery.

2.3 건설기계 소음도 통계자료 검색

검사한 건설기계 음향파워레벨은 Figure 5와 같

이 종류별 및 제작국가별로 현황을 볼 수 있도

록 나타내어 사용자가 국가별, 제조사별 건설기

계 음향파워레벨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Fig. 5 Statistical data of PWL and Leq for 

construction machinery.

3. 결  론

소음표시제 대상 건설기계류 9종에 대한 음향파워레

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류 음향파워레벨 DB를 구축하였다. 구

축된 웹화면에서 사용자는 제작사별, 기계별 음향파워

레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저소음 건설기계 정보

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건설기계류 음향파워레벨 

DB를 통해 정확한 소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는 저소음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소비자는 저

소음제품 구매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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