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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적인 개발과 정부 

정책의 성공으로 경제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왔

지만 그에 수반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

다. 특히,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도시 집중화 현상

은 주거건물의 초고층화와 함께 도심 내부의 자동차 

이용률을 크게 증가시켰다. 도시 집중화에 의한 인구

의 고밀도, 도심 내부의 자동차 이용률의 급속한 증

가로 인한 차량의 지체 및 정체는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도

심지 내외부를 상호 연결하는 도시고속화 도로가 건

설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차량과 차속 증가, 

교통량 증가,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유발된 교통소음

이 또 다른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

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내 도심 도로변 환경소음 

기준은 낮시간에는 65dB, 밤시간은 55dB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의 소음은 환경

규제를 초과하고 있어 도로변 소음 해결방안이 심각

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고속화도

로 인근에는 상당수의 초고층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거주민이 교통소음 해결을 절실히 요청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도로 외부로 전달되는 

교통소음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저감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방음터널은 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회절음을 최소화

하고, 소음원으로부터 가시선을 직접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지 교통시설에 대한 소음저감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도심지 도로변과 

도시고속도로 건설 초기에도 교통소음을 차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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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으로서 대부분 방음벽을 시공하여 왔으나, 최

근에 들어와서 공동주택이 초고층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음터널이 널리 건설되고 있다. 방음터널은 

수음점에서 음원으로서의 가시선을 직접차단하기 때

문에 방음벽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소음저감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갈수록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을 고려

하면 향후 소음감쇠 효과가 뛰어난 방음터널이 환경

소음 저감시설로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음터널은 입출구의 토출소음이 

비교적 크게 발생하여 도로 외부로의 토출소음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구간보다 연장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음터널 입출구의 토출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 방음터널 길이방향을 격벽화된 트러스 구조로 

구성하고 격벽화된 트러스 부위에 직각 흡음체를 설

치함으로써 토출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

다. 토출소음 저감효과는 소음해석 전용 프로그램인 
SoundPLAN(SoundPLAN GmbH, 2015)을 이용한 음

장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강관을 이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

2.1 방음터널 구조 특징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방음터널은 Fig. 1과 같이 일

정한 곡률을 갖는 상현재와, 상현재와 동일한 곡률을 

갖는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 모두가 

원형 강관으로 구성된 트러스형 방음터널 구조이다. 

이러한 강관을 이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은 우각부 

부모멘트와 지점부 모멘트를 저감시키고 강성을 증대

시켜 최적화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

존 H형강 방음터널 구조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한 장

점이 있다.

Fig. 1 Structure of the truss-type sound proof tunnel 
using steel pipes

2.2 직각 흡음체의 기능과 효과

일반적으로 방음터널은 측면과 지붕에 방음판이 

설치되므로 터널 내부의 높은 음에너지 밀도가 터널

의 입출구 쪽으로 더 강한 세기로 전파된다. 따라서, 

입출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토출되게 된다.

반면, 강관을 이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은 측벽 및 

지붕에만 설치되는 흠음판을 격벽화된 트러스 부위에 

터널 길이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추가 설치함으로써 

토출소음 저감효과가 유도된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음터널 전체 연장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특히, 방음터널을 교량위에 설치

하는 경우 터널 전체 연장 감소에 따른 사하중 경감

효과로 추가적인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Fig. 2 Function of lateral sound-absorbing 

3. 토출소음 저감효과 해석 개요

3.1 토출소음 저감효과 해석 목적

방음터널은 측면과 지붕에 방음판이 설치되므로 

터널 내부의 높은 음에너지 밀도가 터널의 입출구 

쪽으로 더 강한 세기로 전파된다. 따라서 입출구에서

는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토출된다. 그러나 강관을 

이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의 경우에는 Fig. 1과 2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측벽에만 설치하는 흡음판을 

지붕 트러스부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방음터널 입출

구부에서 발생하는 토출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구

성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각 흡음체 유무에 

따른 토출소음 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용 소

음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해석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3.2 토출소음 저감효과 해석 절차

본 논문에서 도로, 철도, 산업시설, 항공기 등을 음

원으로 사용하여 소음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인 SoundPLAN을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지

형모델링, 해석변수 설정, 소음해석, 음장분석의 절차

로 토출소음 저감효과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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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dure for noise analysis

3.3 해석 모델링 및 조건

토출소음 저감효과는 직각 흡음체 설치 여부에 따

른 음장해석을 통해 분석된다. Fig. 4는 소음해석 모

델링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Fig. 1에 나타낸바와 

같이 실제 강관을 이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의 경우 

지붕 트러스부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음해석 

모델링에서는 직선으로 환산하여 모델링하였다. 직각 

흡음체의 유무에 따른 토출소음 저감효과를 검토하는 

목적이므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방음터널의 측벽은 SoundPLAN의 방음벽 요소를 

적용하였고 반사형 방음판으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방음터널 지붕의 경우 방음판 요소와 유사하나 투과

율을 정의할 수 있는 Floating Screen 요소를 적용하

였고 반사형 방음판으로 모델링하였다. 상부 직각 흡

음체의 경우 방음벽 요소를 적용하여 흡음형 방음판

으로 모델링하였다. 토출소음의 저감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방음터널 옆에 10층의 아파트를 모델링하여 직

각 흡음체의 설치 유무에 따른 층별 소음도를 분석

하였다. Fig. 5는 SoundPLAN의 최종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소음해석의 입력 값인 소음원은 SoundPLAN Road
에서 제공하는 도로교통소음도 계산방식을 적용하였

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에서 실측된 교통량을 적용

하여 소음원을 계산하여 입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이외의 주변 지역에서 발생되는 배경소음의 영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소음해석 수행을 위한 4차선의 도로교통소음원은 
SoundPLAN에서 제공하는 도로교통소음 예측이론인 
RLS-90(독일)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RLS-90 예측

식은 다른 예측식에 비해 실측치와 예측치의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09). 독
일의 소음 예측 모델인 RLS-90의 경우, 시간당 교통

량의 중앙값과 2.8톤을 초과하는 트럭의 비율로 지면

으로부터 높이 4m, 25m 떨어진 기준점에서의 기본 

소음 레벨이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된다.

      log  (1)

여기서, M은 평균교통량(Veh/h) 또는 일평균교통

량(ADT)을 P는 2.8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비율을 의

미한다. 이때, 차량속도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km/h, 트럭의 경우 80km/h를 기준으로 하며, 도

로면은 그루빙(grooving)이 되지 않은 아스팔트 포장

을, 도로의 구배는 5%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음원의 최종 레벨은 차량속도, 아스팔트 종

류, 구배 및 반사면 등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서 계산

되어야 한다. RLS-90 예측식을 통한 소음원 계산을 

위해 Table 1과 2에 제시한 교통량과 차량속도를 고

려하였고, Table 3과 같이 도로의 표면 조건은 구배

가 없는 부드러운 아스팔트로, 방음벽 사이 음의 다

Fig. 5 Final model configuration using SoundPLAN

(a) front view of the equivalent sound proof tunnel

(b) plane view of the sound proof tunnel without lateral 
sound-absorbing panels

(c) plane view of the sound proof tunnel with lateral 
sound-absorbing panels

Fig. 4 Dimensions for modeling of the sound proof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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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반사는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도로의 

폭은 Table 4에서 제시한 값을 이용하여 4차선 기준

으로 모델링하였다. 방음터널의 모델링에서 직각 흡

음체는 흡음형 방음판을 지붕과 측벽은 반사형 방음

판을 적용하였으며, 각 방음판의 반사 특성값은 
Table 5에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다.

4. 토출소음 해석 결과 및 분석

4.1 토출소음 저감효과 분석

직각 흡음체 설치 전후의 방음터널 소음해석 결과

로 도출된 방음터널 주위 및 토출부의 소음분포와 

아파트 남쪽면 층별 소음분포가 Fig. 6과 7에 제시되

어 있다. 또한, 방음터널 출구부에서 안쪽으로 200m
에 위치한 아파트 남쪽(방음터널과 가장 가까운 쪽 

면)의 층별 소음도를 직각 흡음체의 유무에 따라 비

교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직각 흡음체가 있는 

경우 최소 0.6dB(A)에서 최대 1.9dB(A)까지 소음이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저층일 경우가 토출소음 저감 효과가 크

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직각 흡음체

가 있는 경우 토출소음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각 흡음체 설치에 따라 토

출부의 소음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소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Floor
Noise level (dB(A))

Reduction
(dB(A))

without LSP with LSP

1 49.3 47.5 1.8

2 50.2 48.3 1.9

3 50.0 48.9 1.1

4 50.3 49.4 0.9

5 50.7 49.8 0.9

6 51.1 50.2 0.9

7 51.4 50.7 0.7

8 51.8 51.1 0.7

9 52.0 51.4 0.6

10 52.4 51.8 0.6

Average 50.9 49.9 1.0

Table 6. Noise level according to lateral sound-absorbing 
panels (LSP) installation

Panel type Reflection 
loss (dB)

Absorption 
Coeff.

Reflection 
Coeff.

Reflective 
type

Left 1.0 0.206 0.794

Right 1.0 0.206 0.794

Absorbing 
type

Left 4.0 0.602 0.398

Right 4.0 0.602 0.398

Table 5. Reflection properties for each panel

Vehicle
type

Average Daily Traffic, 
M

(Veh/h)

Ratio of vehicles over 
2.8 tonf,

P (%)

Day Night Day Night

Cars 746.0 258.0 87.9 93.5

Trucks 103.0 18.0 12.1 6.5

Sum 849.0 276.0 100 100

Table 1. Daily traffic information

Vehicle type
Vehicle speeds (km/h)

Day Night

Cars 107.7 107.7

Trucks 100.1 100.1

Table 2. Vehicle speeds

Item Feature

Road surface Smooth asphalt

Multiple reflection (dB) 0.00

Road gradient (%) 0.00

Table 3. Road feature

Item Left Right

Lane width (m) 7.20 7.20

Distance emission band (m) 3.60 3.60

Central reservation width 0.00

Table 4. Cross-sectional properties for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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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Noise level (dB(A))

Reduction
(dB(A))without LSP

(L=420m)
with LSP
(L=400m)

1 49.0 47.5 1.5

2 49.9 48.3 1.6

3 49.5 48.9 0.6

4 49.9 49.4 0.5

5 50.2 49.8 0.4

6 50.6 50.2 0.4

7 51.0 50.7 0.3

8 51.3 51.1 0.2

9 51.6 51.4 0.2

10 51.9 51.8 0.1

Average 50.5 49.9 0.6

Table 7. Comparison of noise level between L=420m 
without LSP and L=400m with LSP

4.2 터널 연장감소 효과 분석

소음해석결과 직각 흡음체의 설치에 따라 아파트

에 발생하는 소음이 저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동일한 소음도의 효과를 나타낼 경우 방음터널의 

연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음터널의 설치길이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직

각 흡음체가 설치되지 않은 420m의 방음터널과 직각 

흡음체가 설치된 400m의 방음터널에 대한 소음해석

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직각 흡음체가 설치되지 않은 길이 420m인 방음터

널 소음해석 결과로 도출된 아파트 남쪽면 층별 소

음분포가 Fig. 9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7은 직각 흡

음체가 미설치 된 길이 420m 방음터널의 소음해석 

결과와 직각 흡음체가 설치 된 길이 400m 방음터널

의 소음해석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평균적으로 직각 

흡음체가 있는 경우 소음이 0.6dB(A) 낮으나 아파트 
10층의 소음이 거의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

각 흡음체의 설치에 따른 방음터널 연장 감소효과는 
20m 정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관을 이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

에 적용되는 직각 흡음체 설치에 따른 방음터널 출

입구 쪽에서 발생하는 토출소음의 저감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SoundPL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음해

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a) without lateral sound-absorbing panels (b) with lateral sound-absorbing panels

Fig. 6 Noise distribution around the sound proof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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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음터널은 측면과 지붕에 방음판이 설치되어 

터널 내부의 높은 음에너지 밀도가 터널의 입출구 

쪽으로 더 강한 세기로 전파되어 상대적으로 큰 토

출소음이 발생되지만 본 논문에서 검토한 강관을 이

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은 직각 흡음체의 영향으로 

평균 약 1.0dB(A)의 토출소음이 저감되는 것으로 평

가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유

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직각 흡음체가 미설치 된 길이 420m 방음터널

의 소음해석 결과와 직각 흡음체가 설치 된 길이 
400m 방음터널의 소음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직각 

흡음체 설치에 따른 터널연장 감소효과는 20m 정도

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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