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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동의 편리를 위해 고속도로는 연장, 확장 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어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소

음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지만 고층 건물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에서는 

방음벽 높이만을 높여서 설치되고 있다. 높이만 고려한 방

음벽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방음벽 주변 

지역민들의 시야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

는 사람들에게도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 직립형 방음벽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음벽이 설치된 지역에서의 소음도를 측정하였다.

2. 본  론

2.1 방음시설

 방음시설의 기본 형태는 직립형 방음벽이다. 하지만 직립

형 방음벽은 소음을 낮추기 위해서 방음벽의 높이가 높아

지는 단점이 있다. 소음을 저감시키면서 직립형 방음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상의 방음벽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Figure 1 Soundpro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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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of soundproof facilities

2.2 측정 방법

 (1) 측정 지역

 도로단과 공동주택지역에서 동시 측정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Figure 2 에서와 같이 도로에서는 방음벽 끝

단에서 10~30m 떨어진 지점 중 최대한 장애물이 없는 곳

을 측정지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주택지역에서는 방음벽의 

중앙지점에 위치하고 다채널 측정이 가능한 곳을 측정지점

으로 하였다. 하지만 주택에서 측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는 방음벽 뒤편을 측정지점으로 삼았다.

(a) Plane view (b) Side view

Figure 2 Measurement spot

 측정 지역에 설치된 방음벽의 형태는 꺾임형, 방음터널 등

으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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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형상 수음지점과 방음벽과의 거리

A 36.8m

B 30m

C 55m

D 20m

E 53m

F 5m

Table 2 Type of soundproof facilities

 (2) 측정

 도로단과 주택지역에서 1회 5분간 총 6번 동시 측정을 하

였다. 도로단에서는 Lason & Davids 사의 824를, 주택지

역에서는 HEAD acoustics 사의 다채널 측정이 가능한 

SQuadriga를 이용하여 소음 측정을 하였다. 주택지역에서

는 최대 3채널로 측정을 하였지만 측정 여건이 여의치 않

은 곳에서는 2채널로 측정을 하였다.

2.3 측정 결과

     

주파수(도로단) 주파수(수음지역)

A

B

Table 3 1/3 octave band

주파수(도로단) 주파수(수음지역)

D

E

F

 도로단에서는 72~84dB(A)의 소음도를 나타내었으며 수

음지역에서는 56~75dB(A)의 소음도를 보였다. 도로단에서

의 소음도와 수음지역에서의 소음도를 비교를 하면 방음시

설에 의해서 소음도가 약 10~19dB(A) 정도 감소하는 것

으로 알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립형 방음벽이 아닌 다른 형상의 방음시

설이 설치된 지역의 소음도를 알아보았다.

 지역마다 형상이 다른 방음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그 위치

는 수음지역에서 5~5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다. 방음시

설에서 도로단과 수음지역에서 소음을 동시 측정을 하였다. 

도로단에서는 72~84dB(A), 수음지역에서는 56~75dB(A)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단에서의 소음도와 수음지역에서의 소음도를 직접적

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방음시설이 설치된 후

의 소음도를 알 수 있었다.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