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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건설 공사장 소음은 도심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건설장비가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의 특

징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2009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86%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1)으로 아파

트,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주요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

유럽과 미국,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장 소음을 저

감하기 위하여 기계장비의 소음레벨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소음표시제’, ‘저소음형 건설기계의 지정’ 

등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준, 미국의 ‘환경규제법’, 일본의 ‘소음규제

법’ 등 건설 공사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법적 기

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04년 ‘소음·진동규제법’ 시

행규칙을 개정했으며, 2009년 1월부터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을 5dB씩 강화(3)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뚜렷한 소음저감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

에서 국내의 건설 공사장에서 강화된 규제기준을 만

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전 연구를 통하여 측정된 건설 기계장비(굴삭기, 불

도우저, 로우더, 로울러, 다짐기)의 음향파워레벨

(O.A. 소음도)(4)과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소음을 측

정한 후  , m in , m ax ,  ,  ,  ,  , 

의 지표를 분석하고 음향파워레벨과 현장측정값

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서 건설 공사장 소음 분석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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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계소음 측정 대상 및 방법

건설기계장비의 음향파워레벨은 국립환경연구원에

서 제시하고 있는 고소음 건설장비 중 주로 지반정

지공사에 투입되는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로울러, 
다짐기로 각 장비별 7m와 15m에서의 O.A. 소음도

(dB(A))를 참고하였다.
현장 측정은 KS B ISO 6393;2002에 의한 고정

식 시험조건하에서 건설기계에 의해 발생되는 외부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토

목공사현장에서 장비로부터 10m이격하여 실시하였

다. 측정된 Data의  , m in , m ax ,  ,  , 

 ,  ,   값은 음향파워레벨(O.A. 소음도)과의 

상관계수(r)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평가지수의 유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a)굴삭기 (b)불도우저

(c)로우더 (d)로울러

(e)다짐기

Figure 1. Measured construction machin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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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분석

음향파워레벨과 현장측정 Data의 평가지수별 상

관도를 분석한 결과 m ax 는 7m, 15m에서 상관계

수(r)가 각각 0.83, 0.71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유의

수준을 보였으며, 는 0.69(7m), 0.57(15m), 
은 0.67(7m), 0.57(15m)를 나타냈다. 그 밖에 평가

지수는 7m에서 0.60~0.65, 15m에서 0.39~0.50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  , m in ,  ,   

순으로 높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b)

    

                (c)                       (d)

    

                (e)                       (f)

    

                (g)                       (h)
Figure 2. Corelation between sound power and site 

measurement result

4. 결  론

지반정지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장비(굴삭기, 불도

저, 로우더, 로울러, 다짐기)를 대상으로 7m, 15m를 

이격시킨 위치에서 녹음된 음향파워레벨과, KS B 

ISO 6393;2002에 의한 고정식 시험조건에서 건설

장비에 의해 발생되는 외부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현장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값은  , 

m in , m ax ,  ,  ,  ,  , 값의 상관계

수를 통해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 ax는 7m, 15m에서 상관계수(r)가 각각 

0.83, 0.71로 분석되어 가장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

다.
2)  m ax 를 제외한 평가지수의 상관계수는 7m

에서 0.60~0.69, 15m에서 0.39~0.57를 나타내며, 
 ,  , ,  , m in ,  ,   순으로 높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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