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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교통소음은 도심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소음형태이다.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방음터널 등 다양한 방음시설 설치

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음벽을 많이 시공하고 

있다. 방음벽은 다른 방음시설에 비하여 설치가 간편

하고 설치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등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변 소

음도가 높은 지역은 방음벽의 설치 높이가 많이 증

가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방음벽의 소음저감 효과를 

넘어서는 소음저감량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다른 방

음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지하차도는 방음터널처럼 

소음차단효과가 높은 방음시설이지만 설치비용이 과

다하고 도로 신설시 미리 계획하여야 하는 제한사항

이 있다. 

  본 연구는 지하차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하차도 

형태에 따른 소음도 특성과 인근 공동주택에서 높이

별 소음도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측정개요

  지하차도 설치로 인한 소음저감효과를 파악하기 위

하여 지하차도가 설치된 ‘ㅎ’택지개발지구에서 도로변 

소음도를 측정하였다. 지하차도는 상부가 오픈된 U- 

Type과 상부가 덮여진 Box-Type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측정대상 지역은 U-Type과 Box-Type이 연결

된 지역으로 2가지 형태에 따른 소음도와 지하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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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부분의 소음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소음도 측정

은 레코더를 사용하여 16시, 19시, 22시에 각각 5분

간 기록하여 등가소음레벨을 계산하였다. 도로단에서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소음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U-Type 지하차도가 설치된 도로에 면한 공동

주택 1층, 5층, 10층, 15층에서 주간시간대 4회, 야

간시간대 2회의 소음도를 5분간 각각 측정하여 분석

하였다. 지하차도 인근 공동주택은 도로 단으로부터 

대략 20m 이격되어 있으며,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하차도의 깊이는 약 5m 이다.

3. 측정결과

  표1.은 지하차도 형태에 따른 소음도 측정결과이다. 

지하차도가 있는 부분의 소음도 지하차도가 없는 곳

에 비하여 소음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Box 

-Type이 U-Type에 비하여 소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ox-Type 지하차도는 지하차도가 없는 

곳에 비하여 최대 7dB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U-Type 지하차도도 3.5dB~5.5dB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Type 지하차도는 발생

된 소음이 지하차도 깊이로 인해 방음벽 설치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Box-Type 지하차도는 교

통 흐름을 지하로 유도하여 지하차도 상부도로로 통

행하는 교통량을 저감시켜 발생 소음도를 낮추는 효

과를 가진다. 본 측정에서는 Box-Type 지하차도의 

교통량이 지하차도가 없는 지점에 비하여 절반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Box-Type 지하차도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음저감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지하차도를 기존도로에 하부에 신규로 설치하기가 어

려우며, 지하차도 건설기간 동안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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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지하차도 소음도 측정결과(dB(A))

구분 16시 19시 22시

U-Type 지하차도 68.5 66.5 65.3

Box-Type 지하차도 65.5 67.5 61.8

일반도로 72.2 72.0 68.8

Fig.1 U-Type 지하차도 주파수 특성

Fig.2 Box-Type 지하차도 주파수 특성

Fig.3 지하차도 없는 지점 주파수 특성

  그림1.~그림3.은 지하차도 유형별 도로교통소음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다. 측정시간에 따라 소음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하차도가 없는 지점은 일반

적인 도로교통소음 특성과 같이 1000Hz 부근의 소

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차도

가 설치된 지점의 주파수 특성을 소음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나는 주파수 영역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U-Type 지하차도 부근은 500Hz 부근에서, 

Box-Type 지하차도 부근은 315Hz 부근의 소음도

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U-Type 지하차도 부

근은 지하차도 벽을 통한 반사음의 영향을 일부 받

은 것으로 판단되며, Box-Type 지하차도 부근은 주

변 현장의 트럭과 버스 등과 같은 대형차량의 이동

으로 인해 저음역 소음레벨이 높아진 원인으로 판단

된다.

  그림4.와 그림5.는 U-Type 지하차도 부근의 공동

주택 4개 층에서 측정한 소음의 주파수 특성이다. 

그림4.는 시간대별 측정결과로 야간시간대로 갈수록 

소음레벨은 낮아지고 있으며, 5층, 10층, 15층의 소

음도는 유사하였다. 1층은 공사현장 펜스의 영향으

로 3dB정도 낮게 측정되었으며, 주파수 특성도 다른 

층에 비하여 1000Hz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나타내

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 그림5.의 층별 주파수 특성

을 보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1층 펜스의 

영향으로 1000Hz 부근이 다른 층에 비하여 봉우리 

형태가 낮게 형성되었다. 

            (a)1층                  (b)5층

           (c)10층                 (d)15층

Fig.4 측정시간대별 주파수 특성

            (a)8시                 (b)24시

Fig.5 층별 주파수 특성

 
4. 결  론

  

  지하차도는 지하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 비

하여 최대 7dB의 소음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U-Type 지하차도 인근 공동주택의 소음특성

은 일반적인 방음벽이 설치된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부가 오픈되어 있어서 지하차도 깊

이에 해당하는 방음벽이 설치된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보다 높은 도로교통소음 저감량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Box-Type 지하차도나 방음터널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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