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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교통수단 중 철도교통은 녹색성장의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친환경적 교

통수단이지만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소음측면에서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교통 중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고속

철도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노선 근처에 거

주하는 주민들의 소음관련 피해가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영향

예측에 적용 가능한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음

지도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고속철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이용한 

공간 활용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오송역을 중심으로 가

로, 세로 2km, 총 면적 4㎢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소음지도 작성은 환경부에 고시된 소음지도의 작

성방법을 참조하여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인 

Sound Plan(Ver 6.4)을 이용하였으며 지형정보는 

1:5000 디지털 수치지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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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소음원은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소음원 관련 영향인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

시하였다.
작성된 소음지도 검증은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예측 소음도와 실측 소음도를 비교하였으며 관련 고

시 기준에 제시된 검토사항을 만족하였다.

3. 연구결과

3.1 교량 보정값 입력 유무

격자의 크기는 10m×10m,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1.5m로 적용하여 평면소음지도 작성 시 철도 소음

원 관련 영향인자 중 선로조건에서 고속철도에 대한 

교량 보정값을 입력한 경우(a)와 입력하지 않은 경

우(b)의 소음지도를 각각 제작하여 Fig. 1에 나타내

었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교량 보정값을 입력

하지 않은 경우(b)는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전 노선

에서 소음도가 표시되어 (a)의 소음지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소음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3.2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별 소음지도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를 1.5m, 10m, 15m, 20m 
로 각각 적용하여 소음지도를 제작한 결과 고속철도 

소음의 경우 교량높이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5m에서 나

타나지 않던 고속철도에 대한 소음도가 지면으로 부

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교량구간에 대한 소음도가 

표시됨을 확인하였다.

3.3 건축물 배치계획(안)

(1) 이격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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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dge correction value input

(b) Bridge correction value without input

Fig. 1 Noise map with bridge correction value
input(a) without input(b)

오송역 인근에 위치하는 도로 및 철도 소음원으

로 부터 건축물 배치 시 외벽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을 만족하는 이격지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면

으로 부터의 높이가 30m인 소음지도를 이용하여 65
데시벨을 초과하는 구간을 선정하였다.

(2) 건축물 층수, 높이 제안

상기 항목에서 선정된 구역별로 기존 건축물은 

철거되고 공동주택이 신설된다는 가정 하에 소음원

과 인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외벽 소음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외벽 소음도 산정 시 해당 구역에 배치한 공동주

택 건축물은 인근지역에 기 조성된 15층 공동주택 

건물 레이어의 층수를 30층으로 적용하였다.

(a) Viewpoint 1

(b) Viewpoint 2
Fig. 2 Facade noise map of viewpoint type

4. 결  론

고속철도가 운행 중인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소음지도 작성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이를 

활용하여 관련 소음기준치 이내를 만족하는 공간 활

용계획을 수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으로 예측된 공

간에 배치하도록 한다.
두 번째, 고속철도가 운행 중인 노선에서 25m 이

격된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세 번째,  그 외 선정된 구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상업시설의 건축물을 입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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