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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術解説 JBHHHHl

아파트단지의 교통소음도 예측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a Prediction Program on 
Traffic Noise in Apartment Complex

김 성 완, 김 하 근, 김 명 준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요 약

공동주택단지내로 전달되는 교통소음량을 예측하고, 여러가지 소음저감대 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최적의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TRANOIS-93에 대해 기술한다.

I.서 론

최근 교통량의 증가 및 도로와 주택이 근접화됨에 

따라 소음에 영향을 받는 주택이 많아 졌다. 공동주 

택의 경우는 이러한 도로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공동주택 

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소음도가 65dB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공장, 기타 소음발생원 

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 방음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소음문제가 예상되는 지역 

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건립허가 조건으로 소음대책 

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계자는 소음의 영 향을 

최소화 하면서, 고밀형 단지를 설계하기 위해 각 단 

지배치별 소음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공동주택단 

지내로 전달되는 교통소음량을 예측하고 여러가지 

소음저감 대책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교통소음도 

예측프로그램 TRANOIS-93을 소개하고자 한다.

口 . 교통소음도 예측프로그램 개발

2.1 개요

일 반적 으로 외 부교통소음을 예 측하는 방법 으로는 

①유사한 현장에서의 조사결과로부터 회귀식을 얻어 

추정하는 방법, ②이론식, 경험식에 기초한 계산에 

의한 방법, ③실험데이타와 계산식을 짜 넣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 ④축적모형실험에 의한 방 

법으로 대별된다. ①에 의한 방법은 조사대상과 예측 

대상이 동등 또는 그것에 가까운 조건 이라면 정확도 

가 높은 예측치를 얻을 수 있으며, 계산도 용이하지 

만 일반성이 부족하다. ②에 의 한 방법은 소음원의 음 

향방사 특성이나 음전달경로가 단순한 경우에 유효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음원이나 전반과정에 개입 

하는 요소가 단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기존의 이론이나 수식에 의해 수계산할 경우는 환경 

조건을 대담하게 정리하거나 근사적인 조건으로 바 

꾸어 계산을 하게 되며, 따라서 많은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③에의한 방법은 수계산으로는 너무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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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출이 곤란하거나, 작업 량이 많아 단시 간내에 소 

음예측이 불가능 할 때 유효하다. 소음의 방사, 전반 

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특성이나 경계조건 등을 프로 

그램 속에서 상세히 설정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예측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그 기초가 되는 각종 물리 

적 요인에 관한 특성이 해명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교차점, 인터체인지등에서는 오차가 많을 수 있다. 

④에 의한 방법은 음원의 설정, 경계조건의 설정등이 

합리적이라면 정도가 높은 예측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건설정 때문에 막대한 설비와 비 

용이 필요하므로 비교적 소규모적인 것이나 복잡한 

공간에 대해 사용하게 된匸h

위에서 언급된 방법중 ③에 의한 방법은 건축가, 

도시 설계자, 소음전문가가 단지설계단계에서 소음을 

예측하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지만, 그동안 수음점과 방음벽, 건물, 수 

림대, 도로 등의 위치관계를 인지하고 각각의 상황에 

서 방음벽, 수림대, 건물등에 의한 감쇠치를 계산하 

는 알고리즘은 상당히 복잡하여 개발이 미비한 상태 

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도로교통소음 예측식（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종 

합대책에 관한 연구, 1989）을 중심으로 단지배치형 

태, 도로와 수음점과의 거리, 방음벽의 위치 및 높이, 

수림대의 길이 및 위치, 도로구조 및 높이 등에 대한 

여러 변수들을 평가하고 소음레벨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중 수림대의 길이 및 위치 

에 의한 흡음감쇄효과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하 

지 않아 건설부의 도로환경영향평가 및 보전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제안된 식을 이용하였다.

2.2 프로그램 모형화 변수

도로에서 발생된 소음이 수음점（예측지점）에 전달 

되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들리게 되는지는 아래와 같 

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크게 소음원（도로）에서의 영향요인, 소음 전달경로 

상에서의 영향요인, 수음점에서의 영향요인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음 

레벨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본 프로그램에서 검토

소음 전달 경로

소옴원 수옴점 

한 모형화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원에 대 한 모형화 변수

1） 도로의 높이, 길이, 위치 및 갯수

2） 도로의 직선 분할선의 수

3） 도로의 구배율, 도로폭

4） 대형차량 혼입율 및 평균속도

나. 소음 전달경로에 대한 모형화 변수

1） 음원과 수음점과의 최단거리

-음원의 X, y, z 좌표

-수음점 의 X, y, z 좌표

2） 소음 방해벽의 수 및 위치

-소음전파에 영향을 주는 방해물（언덕, 흡음 

형 방음벽 등）

-완전 반사처】（건물, 반사형 방음벽）

-방해벽의 위치 좌표（방해벽의 두께는 무시）

3） 식물에 의한 흡음면 수 및 위치

-식물의 분포지역을 직사각형 홉음면으로 단 

순화

-식물분포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 여러개의 

직사각형으로 가정

4） 식물흡음면의 종류

一키가 작은 식물（높이 3m미만）

-키가 큰 나무（높이 3m~9m이 하）

5） 관측각에 대 한 보정

다• 수음점에서의 모형화 변수

1） 수음점의 수직적 위치

2） 수음점 의 수평 적 위 치

DI. 예측프로그램（TRANOIS-93）의 평가

3.1 개요

본 프로그램（TRANOIS-93）에 교통소음도 예측결 

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천 및 잠실지역에 

서 실제 소음도를 조사하여 예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프로그램의 입력데이타중 교통량 및 차량속도는 

소음의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값을 이용할 수 있으 

나 여 기서는 실측시에 조사된 값을 이용하였다.

현장소음 측정 은 KS A 07（）1의 "소음도 측정 방법 ” 

에 의거 하였으며, 교통량은 5분간 측정된 값에 의해 

1시간 통과된 차량수로 환산하고, 차량속도는 과천의 

경우 각 수음점별 1회, 잠실의 경우 각 수음점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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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측정 하였다.

잠 실 아파트 의 경 우 血차로 부 -"上 에 서 의 -가속차 량은 

등속차량으로 간주하여 평균속도로 측정하였匸卜.

3.2 과천지역의 교통소음도 예측치와 실측치 비교

〈표 31〉은 과천지구의 소음예측결과와 현장실측 

치를 비교한 것이며, ［그림 3-1］은 고］천지역 소음 측 

정 장소의 평면 및 단면이다.

〈표 3-1> 과천지역의 측정지점별 예측결과와 실측실와 

［단위 : dB(A)］

주) 수음점의 위치는 평면 및 단면 참조

수음 절 실측치 예측치 실측치-예측치 오 차

A-3.5m 61.4 59.6 1.8 ! 1.8

A-10m 59.4 59.2 0.2 ().2

A-25m 58.2 54.7 3.5 : 3.5

A-50m 55 52.8 2.2 i 2.2

B-3.5m 61.2 63.2 -2
1-----

1 2

B-lOm 59.6 63.6 -4 1

B 25m 58.3 58.2 0.1 0.1

B-50m 58 56.4 1.6 1.6

평균: 1.92

(a) 소음측정 대 상지 역 평 면 및 측정 지점

lou.

(b) 소음측정 대 상지 역 단면 (A-A')

그림 3-1. 과천 지역의 소음 측정 평면, 단면 및 측정 짐

3.3 잠실지 역의 교통소음도 예측치와 실측치 비교

〈표 3-2〉는 잠실지역의 소음예측걸과와 현장실측 

치를 비교한 것이며, I二上림 3一2］는 잠실지역 소음 측 

성 상소의 펑변 및 단면이다.

〈표 3-2> 잠싱지역외 측정지점별 예측걸과와 실측셜과 

［단위 : dB(A)］

주) -「음짐의 위치는 평电 曳 단며 참圣

수음 점 실측치 예 측 치 실측치-예측치 오 차

A 15m 73.5 71.5 2 2

A 25m 67 70.1 -3.1 3.1

A- 5()m S7.9 67.7 ().2 0.2

B 15m 71 71 0 0

B-35m 59.4 56.3 3.1 3.1

B-50m 56.9 57.4 0.5 0.5

A-15m 72.9 72.5 0.4 ().4

A 25m 66.3 71.1 -4.8 4.8

A-5()m 64.7 68.8 -4.1 4.1

B 15m 67.2 72.3 5.1 5.1

B 35m 56.3 56.7 0.4 0.4

B-50m 57.6 57.7 0.1 0.1

A 15m 72.5 71.7 0.8 (时

A 25m 66.3 (i9.7 3.1 3.4

A-SOm 66.4 67.5 -1.1 1.1

B-ISm 67.2 ! 71.6 4.4 4.1

B 35m i 56.3 - 55.5 ().8 0.S

B-50m 57.6 ' 58.4 ' 0.8 0.8

1 i 평 가 : 1.95

위측징 데이타* 동일한 상土에서 시사대별¥一 3회츠 

징한 ‘사임

(或 소윰측정 대 상시 역 평 면 및 측성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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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음측정 대 상지 역 단면 (B-B')

그림 3-2. 잠실지역의 소음 측정 평면, 단면 및 측정점

3.4 비교결과의 분석

앞에서 TRANOIS-93에 의한 예측결과와 현장실 

측치와의 비교를 위해 2개 지구에 대 한 교통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예측결과와 현장실측치의 차이는 과천 

지역의 경우 평균 1.92, 잠실지역의 경우는 평균1. 

95dB(A)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프로그램은 단지설 

계단계에서 약 2dB(A)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소음도 

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장소에서의 현장실험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의 신뢰 

도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1］은 본 TRANOIS의 개략적인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최초 도로 및 교통상황, 방음벽, 수림 

대, 수음점에 관한 입력데이터를 읽은 후 전처리 계 

산을 행한다.

먼저 1개의 수음점과 도로의 양끝점으로 이루어지 

는 삼각지대 내에 방음시설물 및 수림대의 유무와 위 

치관계를 차례로 판단한다. 삼각지대 내에 방음시설 

물 둥 수림대가 존재하면 다시 여러개의 소구간으로 

도로를 재분할하여 분할된 구간에서의 소음도를 차

시 작

데이터 입력
및
옴
림
음
 

q

 방
수
수

교릉상황

수음점 loop 

IV. TRANOIS-93SI 내용 및 사용방법

4.1 TRANOIS의 개요

본 프로그램(TRANOIS-93, 이하 TRANOIS라 한 

다)은 도로에서 발생되어 주거단지로 유입되는 교통 

소음도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및 수 

음점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①수음점별 예측소 

음도 ②수음점 의 소음도에 기여하는 각 도로별 소음 

전달량 ③방음벽의 감음량등의 출력이 가능하다.

4.2 TRANOIS의 사양 및 구조

본 TRANOIS는 C Language# 사용하여 작성되 

었고, 1개의 main program과 49개의 func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IBM호환기종(286급 이상)에서 실 

행 가능하다.

〈표 4-1〉TRANOIS의 사양

SOURCE PROGRAM 실행 PROGRAM

• 언어 : C language

• 구성 : main program

+ 49개 function 

•크기 : 총 3,100행

약 90 KB

• 프로그램 명 : TN .EXE

• 크기 : 약 65 KB

수옴점 지정

그림 4-1. TRANOIS의 흐름도



82 韓國咅僧學會誌12卷2號(1993)

례로 계산해 나간다. 이렇게 계산된 각각의 소음도를 

음압평균을 하므로서 한 지점의 소음도를 산출하게 

된다.

4.3 TRAN이S의 사용방법

TRANOIS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

DTRANOIS의 실행

TN. EXE 파일이 들어 있는 Dnectsy에 서 TN을 

치면 화면상에 ［그림 4-2］와 깉-은 5가지 메뉴가 나타 

난다.

•Menu 1 (Program Execution):

Data File의 내용을 입력시켜 도로교통소음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XXX. out 

file을 만듬.

•Menu 2 (Read Data File):

Data file의 입 력 상황을 확인할 때 사용

•Menu 3 (Make New Data File):

최초의 Data File을 만들때 사용

•Menu 4 (Revise old Data file):

Data File 의 내 용을 수정 할 때 사용

•Menu 5 (Job End):

Dos 상태 로 빠져 나감.

TRANOIS -93

A SIMUUTION PROGRAM FOR 
TRAFFIC NOISE PREDICTION OF APT COMPLEX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MENU

］：Program Execution
2- Read Data File
3： Make Nev Data File
4： Revise Old Data File
5： Job End

CHOOSE NUMBER :

그림 4-2. MENU 선택 화던

2) Data File의 작성(MENU 3)

•입력은 메뉴방식으로 되어 있으며〈표 4-2〉는

TRANOIS-93의 게산에서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 

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하기 선 예측코자 하는 단지의 도면을 춘｝卫로 

히•여 K* 방음벽 수음점 등의 좌표를 지정해 学 

어야 한나. 이 때 주 도로를 기준선(X 또는 y축)으 

로 설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X, y. z 좌표七 보'「- 

〈표 4-2〉입 력 항목

입력데이터 비 고 Default Value

도로의 개中 •1 개 차선의 폭 : 3m

도로 및

도로의 위치

차선의 수

X, y, Z 조卜표 

왕복차선으1 个

가장 즉며- 차신 4m

•음원의 높이 :

도로면으로부터 0.5m교통상황
교통량(대/hr) 

차량속도 (km/hr)

소형 및 대형으로 

뿐리 하여 입 력

방음벽의 개수 •투과손실

방음벽 방음벽의 위치 X, y, z 조｝표.
홉음영 방음벽 ：30dB 

반사헝 방음벽 : 35dB 

긴불 ：50dR방음벽의 형태 흡음형, 반사형, 

신불, 성토•절토치

수림대의 개수

수림대 수림대의 위치 

및 폭(m)

X, y, z 조卜표

수림대의 형태 •키가낮은식불矛 :
-키 가 큰 나무숲 I

수음 점
수음점의 개수 J
수음점의 위치 X, y, z 좌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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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로 m단위 로 입 력 한다.

도로 및 방음벽의 좌표는 각 분할수에 의해서 ［그 

림 4-3］과 같이 설정 하여 야 한다.

Point 0 (시작검)

그림 4-3. 분할도로 및 방음벽의 수가 3개인 경우의 좌표 

입력의 예

•여기서 방음벽은 도로로 부터 수음점까지의 소음 

전달 경로상에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모든 방음시설물을 의미 한다. 도로를 따라 설 

치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방음벽 뿐아니라 건물이 

나 회절에 의해 소음의 감쇠가 예상되는 성토 및 

절토지 역을 모두 포함한다.

•수림대는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수림대에 의한 흡 

음효과를 고려한다. 하나는 키가 낮은 관목이나 

잔디에 의한 흡음(type 1)이고 다른 하나는 키가 

큰 나무 숲에 의한 홉음(type 2)이다. 실제로 수 

림대가 분포하고 있는 지면을 직사각형으로 모형 

화(단순화)하여 처리한다. 수림대의 크기는 직사 

각형 중앙의 양끝점과 양끝점을 따라가는 폭으로 

표현된다.

•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Data file Name을 Key- 

board로 직 접 입력하여 저 장한다. 확장명 은 별도 

로 지정하도록 한다.

•Data File의 저장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림 

4-2］와 같은 MENU 선택화면으로 돌아간다.

•Data 입력도중 중단하고자 할 때는 ESC Key를 

입력한다. 이 때 이미 입력된 DATA는 무효가 되 

면 MENU선택 화면으로 돌아온다.

3) Data File의 입력상황 검토(MENU 2)

MENU 2를 선택하고 Data File명을 입력하면 

Data File의 입력상황을 검토할 수 있다.

4) Data File의 수정(MENU 4)

•Data File의 내용을 수정 하고자 할 경우, MENU 

선택화면 상태에서 MENU 4를 선택하여 기 입력 

된 Data를 수정 할 수 있다. 각각의 입력변수를 

간단히 수정하므로써 단지에 미치게 되는 도로소 

음의 양상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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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4를 선택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Data File 

명을 입력하면 최초 Data File 작성시와 같은 순 

서로 각각의 Data를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서 'SPACE 

KEY'를 누르고 수정할 데이타를 입력하면 기존 

의 데이터가 수정된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ENER KEY'를 누르면 수정되지 않고 다음항목 

으로 넘 어 간다.

•수정이 완료되면 Data File을 기존 또는 새로운 

Data File명 으로 저 장한다. 저 장이 완료되 면 자동 

적으로 ［그림 4-2］와 같은 MENU 선택화면으로 

돌아간다.

5) Data File의 실행(MENU 1)

■MENU 1을 누르고 작성된 Data File명을 입력하 

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각 수음점별로 예상 도 

로교통소음도가 계산된다. TRANOIS-93이 실행 

되는 동안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Message를 화 

면에 표시흐！:다.

Data Reading ...

Data Checking ...

Calculating ...

Calculating Finished.

Write input data information?(y/n)

Make output data for graphics? (y/n)

•TRANOIS - 93 의 실행이 끝나면 출력화일명이 

TRANOIS-93 내에서 자동적으로 작성되면 Data 

File명의 확장명만 'OUT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출력화일은 각 수음점별 예측소음도와 방음벽의 

저감효과를 알려준다.

•TRANOIS-93 실행 완료후 화면상에 나타난 “Write 

input data information?(y/n)”에，y'또는，Y'를 

누르면, 출력화일에 출력결과와 입력데이터가 동 

시에 저장된다

또한 “Make output data for graphics?(y/n)”에 

y 또는 “y”를 누르면, 각 수음점별 예측소음도 

를 Contour Graphic으로 출력할 수 있는 출력화 

일을 만들어 준다. 이때의 출력화일명은 Data 

File명 과 같고 확장명은 'GRP'로 저장된다.



韓國音響學會誌12卷2號(1993)84

•출력 결과는 PC의 screen상이나 각종 Editer를 사 

용하여 볼 수 있다.

4.4 입력데이터 작성 및 실행 예

과천지역의 입력데이타 작성 및 실행 예는 다음과 

같다.

•단지 관련 도면은 [그림 3-1] 참조

•입력데이터 작성 예

1. Roadway & Vehicle Data

Number of Roadway = 1

Roadway No. 1, div_number = 1, n_lane =8

co-ordinate[m] X y z
point 0 0.00 0.00 7.50

point 1 350.00 0.00 7.50

vehicle data n 니 mber/h velocity [km/h]

type 1 5400.00 73.60

type 2 420.00 55.90

2. Barrier Data

Number of Barriers = 5

Barrier No. 1, type = 2, div_number = 1

co-ordinate[m] X y 2

point 0 0.00 24.00 11,30

point 1 350.00 24.00 11.30

Barrier No. 2, type = 3, div_number = 1

co-ordinateLm] X y z

point 0 296.00 68.00 15.00

point 1 311.00 123.00 15.00

Barrier No. 3, type =3, div^number = 1

co-ordinate [m] X y z

point 0 261.00 66.00 15.00

point 1 279.00 134.00 15.00

Barrier No. 4, type =3, div.number = 1

co-ordinate[m] X y z

point 0 227.00 65.00 15.00

point 1 239.00 110.00 15. ()0

Barrier No. 5, type =3, div_number = 1

co-ordinate [m] X y z

point 0 191.00 62.00 15.00

point 1 204.00 107.00 15.00

3. Ground Cover Data

Number of Ground Cover = 0

4. Receiver Data

Number of Receivrs = 8

co-ordinate[m] X y z name

receiver 1 229.00 27.50 8.20 A-3.5m

receiver 2 231.00 35.00 6.60 A-10m

receiver 3 232.00 45.00 3.00 A-25m

receiver 4 239.00 66.00 1.30 A-50m

receiver 5 272.00 27.50 8.20 B-3.5m

receiver 6 274.00 35.00 6.60 B-lOm

receiver 7 275.00 45.00 3.00 B25m

receiver 8 282.00 66.00 1.30 B-50m

•실행결과

Input data file — Gwachun. DAT 

input DATA INFORMATION

EQUIVALENT NOISE LEVEL [dB(A)]

Receiver Leq( total) Road 1

1 A-3.5m 60.7 60.7

2 A-10m 60.0 60.0

3 A-25m 56.2 56.2

4 A-50m 55.0 55.0

5 B-3.5m 63.4 63.4

6 B-lOm 62.5 62.5

7 B-25m 58.1 58.1

8 B 50m 56.3 56.3

REDUCTION EFFECT OF BARRIERS [dB(A)]

Receiver REB(total) Barr 1 Barr 2 Barr 3 Barr 4 Barr 5

1 A-3.5m 11.7 11.7 0.0 0.0 0.0 0.0

2 A-10m 11.1 11.1 0.0 0.0 0.0 0.0

3 A-25m 13.4 13.4 0.0 0.0 0.0 0.0

4 A-50m 12.2 12.2 0.0 0.0 0.0 0.()

5 B-3.5m 8.9 8.9 0.0 0.() 0.0 0.0

6 B-lOm 8.5 8.5 0.0 0.0 0.0 0.0

7 B-25m 11.3 11.3 0.0 0.0 0.0 ().0

8 序50m 10.5 10.5 0.0 0.0 ().0 0.()

V. 결론

공동주택 단지내로 전달되는 교통소음량을 예측하 

고 여러가지 소음대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최 

적의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산프로:L램 

TRANOIS-93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배 

치(직각, 평행, 45° 배치 등), 도로와 수음점과의 기 

리, 방음벽의 위치 및 높이, 수림대의 길이 및 위치, 

도로-砂조 및 높이(고가, 성토, 절토)등이 변화함에 

따른 소음레벨을 예측할 수 있다.

TRANOIS-93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2개소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소음실측치와 예측치를 비 

교한 결과 평균 2dB(A)이내의 오차범위로 나타나 

실무활용상 충분한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단지 계 획시 도로와 단지경 

계와의 직 정 이 격거리 산정 및 방음벽의 위치 및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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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설계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효율 

적인 토지이용 및 건설원가 절감이 가능하리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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