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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소음 대책에 있어서 저소음 포장은 음원에 대

한 대책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책방

법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방음벽 등에 의한 

경로대책은 대책지점 위치에 따라 소음저감 효과가 

달라지지만 저소음 포장과 같은 음원대책은 대책지

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음저감이 가능하므

로 효과적으로 도로소음 저감대책이 가능하다. 이러

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근 여러 업체에서 신기술 

공법이라 하여 독자적인 저소음 포장 공법을 제시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동일차종의 개별차량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과 저소음 포장 구간에서 동시에 측정하여 개별 

차량에 대한 저소음 포장의 소음저감효과를 산출하

였으며, 향후 저소음 포장의 감음성능 평가방법 정

립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2. 평가 방법

저소음포장의 효과를 측정하고 비교 ․ 분석하기 위

해서는 동일한 측정조건을 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음포장

이 포설된 도로와 인접하여 일반포장이 포설된 도로

의 갓길에서 동시에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였

다. Fig.1에 저소음포장이 시공된 현장을 나타나었

다. 이구간의 저소음포장은 2005년에 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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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ites of low-noise pavement in highways 

Fig.1의 저소음 포장이 시공된 구간과 인접한 도

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시공되어 있으며, 저소음 포

장 구간과 큰크리트 포장 구간 사이에는 교통이 출

입 할 수 있는 IC나 JC가 없어 저소음 포장 구간과 

콘크리트 포장 구간은 동일한 교통량이 통행하는 것

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차속이 변화할 수 있는 요

인도 없어 동일한 교통조건의 가정에서 저소음 포장

과 콘크리트 포장의 발생소음을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는 차량의 통행이 적은 시간

을 이용하여 승용차, 버스,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에 대해 각각 저소음포장의 소음저감효과를 측정하

였으며, 차량의 주행속도는 제어가 불가능하여 이 

구간의 일반적인 고속도로 주행속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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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에 본 연구의 평가방법에 대한 개요를 나타

내었다. 단독 차량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최

대소음도(LAmax)와 최대소음도로부터 10dB 아래까지 

등가소음도(LAeq,10dB), 최대소음도 전후 5초간 등가

소음도(LAeq,5sec), 최대소음도 전후 3초간 등가소음

도(LAeq,3sec)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콘크리트 포

장 대비 저소음 포장의 소음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Fig.2 Evaluation method of the study

3. 평가 결과

Fig. 3에 각 차종별 저소음포장에 대한 소음저감

효과의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차종별로 소음저감

효과가 다르게 평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엔진음의 

기여가 적은 승용차의 경우가 소음저감효과가 큰 것

으로 평가되었다.

4. 결  론

저소음 포장의 소음저감효과는 차종, 차속, 측정

위치, 평가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향후 저

소음포장의 소음저감효과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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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Noise reduction by low-noise pavement 
compared with cement concrete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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