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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속도로에 아스팔트 저소음포장이 시공된 현장의 소음조사를 통하여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의 소음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교통량 및 시공시기에 차이가 있는 세 현장에 대하여 측정 시기

를 달리하여 저소음포장의 사용 기간에 따른 소음저감효과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소음대책을 위해 시공된 현장에서는 세대내에서 실질적인 저감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결과

를 토대로 저소음포장을 도로소음 대책수단으로 적용을 검토할 경우 설계자가 고려해야할 사항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1. 서  론

저소음 포장은 도로소음 대책방법으로 가장 효과

적이며 효율적인 대책방법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

다. 방음벽 등에 의한 경로대책은 대책지점의 위치

에 따라 소음저감 효과가 달라지지만 저소음 포장과 

같은 음원대책은 대책지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

한 소음저감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으로 도로소음 저

감대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음포장의 소

음저감효과를 시공후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시간을 

달리하여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2. 저소음포장 적용현장 사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 현장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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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idering sites for low-noise pavement 
performanc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699



측정
시간대

측정
시기

갓길
5m 1-15F 1-7F 2-15F 2-6F 2-9F

16:00
-17:00

시공전 80.6 69.4 65.1 69.3 66.1 68.4

시공후
6개월

72.2 66.1 62.5 65.6 61.4 -

6개월후
저감량 8.4 3.3 2.6 3.7 4.7 -

시공후
14개월 73.4 66.8 63.6 65.6 - 64.1

14개월후
저감량 7.2 2.6 1.5 3.7 - 4.3

22:00
-23:00

시공전 78.2 66.4 63.7 68.0 65.2 67.6

시공후
6개월 68.7 63.4 60.8 64.5 59.8 -

6개월후
저감량 9.5 3.0 2.9 3.5 5.4 -

시공후
14개월 69.4 63.6 60.9 63.8 - 61.0

14개월후
저감량 8.8 2.8 2.8 4.2 - 6.6

10:00
-11:00

시공전 81.2 69.8 66.2 70.9 67.3 70.0

시공후
6개월

72.4 66.6 61.9 65.4 62.6 -

6개월후
저감량

8.8 3.2 4.3 5.5 4.7 -

시공후
14개월

73.4 67.5 63.7 67.0 - 64.6

14개월후
저감량 7.8 2.3 2.5 3.9 - 5.4

3. 평가결과

Tabel 1 및 Fig. 2에 Site-A, Site-B에 대한 평가

결과를, 그리고 Table 2에 Site-C에 대한 평가결과

를 나타내었다. Site-A 및 Site-B에 대한 평가결과는 

동일한 교통조건의 콘크리트 포장의 갓길에서 측정

한 소음과 비교한 저감랑이며, Site-C의 평가결과는 

저소음포장을 시공하기 전의 기존 아스팔트에서 발

생한 소음과 비교한 결과이다.

3m 5m 7m 평균

Site-A 6.7dB 6.2dB 6.0dB 6.2dB

Site-B 6.9dB 5.9dB 5.9dB 6.2dB

Table1 Noise reduction of low-noise pavements compared 
with concrete pavements

(a) Site-A (교통량: 3,896대/시)

(b) Site-B (교통량: 816대/시)

Fig.2 Averaged noise spectra measured at 3m, 
5m and 7m

Table2 Noise reduction of low-noise pavement compared 
with conventional asphalt pavement (Site-C)        [dB(A)]

4. 결과분석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시공후 사용연수가 5년이 

지난 Site-A 및 Site-B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약 6dB의 소음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공후 

비교적 시간경과가 짧은 Site-C의 경우에는 갓길에

서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약 8dB의 저감효

과가 있으나, 공동주택 세대내에서는 그 효과가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소음포장 시공후 

6개월과 시공후 14개월의 소음저감효과도 약 1dB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로

부터 저소음포장의 초기 효과는 1년이 지나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장기적

인 소음저감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보다 긴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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