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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따라 도심지의 도로교통 

소음의 심각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친환

경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도시주변의 녹지면적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도시의 수평적 팽창을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에서 주거공간의 수직적 팽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심지에 신축되고 이는 

고층 주거용 건물에서의 교통소음에 대한 문제점들이 더

욱 커지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5년에 100

만대, 97년 1000만대, 2003년 1450만대 등으로 급속한 증

가 추세에 있어 도로교통소음의 심각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고 있다. 도로 교통소

음은 그 배출원이 주로 자동차로 발생소음도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피해 지역도 광범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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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 교통기술 평가원에서 위탁시행 

한 2003년도 건설핵심 기술연구 개발사업.

(03 산학연C103A1040001-03A0204-00310)에 의한 것임.

도로교통소음은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 소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소음원인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4년 4월 현재  270만대를 돌파하 다. 도로교

통소음원은 자동차 자체, 교통량, 도로 여건 등에 의해 결

정되며, 이러한 도로교통소음의 특성은 복잡하여 면 한 

발생원의 규명과 전파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도로

교통소음을 직접 측정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의 수직적 팽창에 따라 초고층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외부소음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초고층 공동주택 외피의 차음성능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도로교통소음 사례조사 

국내의 건축법“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교부장관과 환

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준 하도록 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도로, 강변도로, 도시순환도로 

등 고속화 도로 보다는 일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소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 다. 우선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소음실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초고층 아파트의 외부소음 측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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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part of acoustical design, it is often necessary to quantify aspects of an existing environment and to 

predict the result of adding an acoustical treatment. The most common sources of exterior noise, also termed 

as environmental noise,(or community noise) are traffic noise, air craft noise, industrial noise, etc. 

Transportation(air, road, and rail)noise is the dominant and most common source of noise exposure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the annoyance is its most consequential effect.

The road traffic noise becomes aggravated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vehicles.  It has a great effect on the 

dwelling environment. Therefore w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ources of the road traffic noise through 

grasping the status of the road traffic noise. In the present study, preceding studies investigated the noise level 

of urban areas in Seoul were reviewed and the noise level of urban areas in Seoul was measured at first, fifth, 

tenth, and nineteenth floor for two days of weekdays and two days of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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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고층 아파트의 외부소음 측정과 평가 / 이선동 ․ 박유라 ․ 이상우 ․ 유호천

Journal of the KIEAE Vol. 4, No. 3  2004. 996

2.1 서울시의 도로교통소음도 현황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지역별 환경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측

정하는 측정지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주거, 학교 및 병

원 등의 건물에서 도로변으로부터 1m 떨어진 개방된 지

점을 택하 다.  측정시간은 주간시간(9시, 12시, 16시, 20

시) 기준이고 야간시간은 23시 기준이다. 샘플주기는 5초 

이내로 5분 이상을 측정하 다. 측정일시는 분기별 마지

막 달 1회 측정을 기준으로 하 다. 이러한 기준으로 작

성된 소음레벨은 표1 과 같다.2)

표 1. 서울시의 연도별 소음도    (단위:Leq dB(A))

구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평
균

최
대

최
소주간 73 73 74 76 76 76 75 73

야간 67 67 67 68 69 68 68 66
73 76 70

구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주간 73 75 71 70 72 70 71
67 69 65

야간 67 67 65 66 67 65 65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서 1995년 10월 발표

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도로의 주변소음 레벨은 표 2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3)

표 2. 일반도로 주변의 소음 실태 (1995년 이전 측정)

측정지구 차선수

도로변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별 
소음레벨 dB(A)

1m 10m 30m 50m 80m

서초구우면동 왕복 8 82.9 67.2 67 65.8 62.8

안양시평촌동 왕복10 78.5 73.9 63.6 64.9 61.9

강남구개포1동 왕복 8 80.9 76.1 59.4 54.9 -

강남구개포2동 왕복 8 79.4 75.4 58.5 54.8 -

노원구상계동 왕복 6 75.7 70.2 63.3 59.7 60.7

성남시분당구 왕복 6 73.8 68.6 50.0 56.0 60.9

표 3 은 서울 외곽 간선도로 주변의 아파트단지에 대

하여 도로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별 소음레벨을 파악하

기 위하여 지상 1.2m 높이에서 측정한 소음레벨이다. 

측정기는 소음측정기 NL-14(RION, Japan), NL-05(RION, 

japan) (B&K 2231,덴마크)를 사용하고 주파수 분석기는 

(RION SA-27)를 사용하 다. 간선도로변 도로교통소음

의 특성은 도로변으로부터 각각 5, 10, 20, 30m를 기준으

로 1시간 등가 소음도 및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 다. 서

울 외곽도로의 경우 서울 시내 도로와 달리 소음레벨 값

이 적었으며, 외곽 간선 도로 주변의 경우 도로변에서는 

최대 78.2 dB(A), 최소 74.4 dB(A) 로 나타났다. 4)

2) 강대준 외 "도로교통소음 I" 국립환경연구원 1999년

3) 김흥식 외 "외부교통소음 방지대책 I"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

소 1995년 10월

4) 강대준 외 "도로교통소음 I" 국립환경연구원 1999년

표 3. 서울 외곽 간선도로의 소음 레벨 (1999년 측정)

구분
거리별 소음도 Leq dB(A)

5m 10m 20m 30m

고양시 장항동 78.2 72.8 68.7 65.0

고양시 송포동 74.4 72.2 67.0 63.8

고양시 대자동 74.6 70.7 66.0 62.9

남양주시 가운동 75.0 71.6 66.6 64.1

남양주시 금곡동 77.5 74.5 70.0 67.7

성남시 분당구 75.4 73.7 70.7 68.3

표 4는 서울 시내 일반도로의 소음레벨을 측정 한 값

으로 도로변은 1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하고, 표 5는 건

축물 내부 1층과 3층에서 주간 2회, 야간 1회 5분 Leq 로 

측정하 다. 5)

표 4. 서울시내 지점별 도로변 교통소음도 (주간/야간) 

10분 기준 단위 : dB(A) 

연번 지점 Leq L10 L50 L90 Lmax Lmin

1 화아파트 76/75 79/77 74/73 69/69 88/89 65/62

2 고대구로병원 70/72 73/74 68/67 62/60 83/88 58/53

3 구룡중교 71 75 67 59 91 54

4 중동고교 68 72 66 60 83 85

5 현대아파트 73/71 74/74 71/69 68/59 86/84 55/54

6 동성아파트 73/72 76/75 69/67 61/57 91/93 56/53

7 이화여고 79 82 77 74 89 71

8 이대부속병원 74/76 77/77 71/71 65/63 94/96 59/57

9 대림아파트 74/72 77/76 72/70 69/68 87/87 68/66

10 새한병원 77/77 80/79 73/74 68/70 96/98 65/66

11 완성아파트 74/74 78/78 68/68 61/61 90/90 54/55

표 5. 서울시내 지점별 건축물에서의 교통소음도 (주간/야간)

 5분 기준  단위 : dB(A)

지점 Leq L10 L50 L90 Lmax Lmin

화아파트 67/67 69/70 66/65 63/59 79/85 61/57

고대병원 62/59 66/62 60/58 45/55 82/75 61/57

구룡중교 59 62 57 54 77 51

중동고교 66 70 65 52 87 60

현대아파트 66/65 68/68 64/64 59/58 78/79 56/53

동성아파트 66/63 69/66 64/61 60/57 86/80 59/52

이대부속중고 67 71 67 64 95 67

이대부속병원 64/62 66/64 62/62 60/60 79/71 59/58

대림아파트 69/67 70/69 68/67 67/65 81/74 66/64

새한병원 72/74 74/77 71/73 67/70 86/83 67/68

완성아파트 69/67 73/71 66/64 60/56 84/78 58/54

소음도 조사에서 주로 이용되는 Leq(등가소음도)는 미

국, 국, 덴마크 등 많은 나라에서 환경기준을 정하는 데

에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변화 소음량을 단일량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편리한 평가량으로 소음의 시간 변화폭이 그

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인체에 대한 반응을 보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L10은 소음도 평균에서 L10이 소음의 

불쾌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데 미국에

서는 도로교통소음의 평가로 L10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5) 이연수  “서울시 소음 현황 및 저감방안” 서울특별시 보건환

경연구원 환경부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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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대한 하루 중 가장 시끄러운 시간 동안 초과해서

는 안될 권장 L10 레벨을 규정하고 있다. L50은 소음 레벨

의 통계적인 기준치를 말하며 일본에서는 일반지역과 도

로에 접하는 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에 이용되고 있다. 

2.2 도로변 수직높이에 따른 교통소음 레벨

1999년의 국립환경연구원의 “도로교통 소음(I)" 연구에 

의하면 고층화 추세에 있는 공동주택의 수직 고도별 공

간 소음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위

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경우 측정 지점은 일반도로를 비교 대상으로 하 으

며 일산시내를 통과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12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 고 방음벽이 없는 아파트를 택하 다. 

그림 1. 일산 후곡마을 E아파트 측정환경 및 소음노출 양상

후곡 D 아파트는 도로변과의 거리가 38m 이고, 후곡 

E 아파트는 도로변과의 거리는 25.4m 이고, 아파트 1층

의 높이는 2.95m 이다. 도로변과 4개층씩 차이를 두고 동

시 측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6)

그림 2. 일산 후곡마을 아파트에서의 층별 소음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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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대준 외 "도로교통소음 I" 국립환경연구원 1999년

표 6. 서울 외곽 아파트의 층별 소음 레벨 분포 (1999년 측정)

구분
각 층별 소음 레벨 dB(A)

1층 4층 8층 12층

후곡 D 아파트 66.4 69.4 69.9 68.8

후곡 E 아파트 60.3 66.2 67.2 68.0

2.3 최근 서울시의 도로교통소음도 변화

 서울시의 2002년 1/4분기 소음관련 분석 발표에 의하

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지역(주간)은 단독주거 형태가 

대부분인 강서구 화곡동(60dB)으로서 화곡역의 개통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상업지역화 되는 향으로 보여지고 있

으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하 다. 최저지역은 성북동의 경우 일반주택 및 대사

관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 

인구변동이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원활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소음도는 매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

다. 2003년1/4분기 분석발표에서는 전년도 동분기와 비

교하여 소음도는 비슷한 추세로 지역에 따라 1dB 정도 

증감을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환경기준을 만족한 지점

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목동이 일반 및 도

로변 지역의 낮과 밤 모두에서 최저 지역이며, 신림동이 

최고지역으로 이는 도로의 확충으로 도로교통소음의 증

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2003년 2/4분기 분석발표

는 당해분기의 소음도는 전년도 동분기와 비교하여 일반

지역중 일반주거지역의 낮과밤 소음도가 1dB(A) 낮아지

고, 전용주거지역의 밤시간대 소음도가 2dB(A) 높아졌으

며 나머지 지역은 소음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 하 다. 

2003년 3/4분기 분석발표는 최근 3년간 소음도가 비슷

한 추세이며, 주로 도로변 지역의 밤 시간대에 기준을 초

과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차량통행량 

및 차량속도의 변화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 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소음도가 최저

지역은 성북동으로 일반주택 및 대사관등이 위치하고 있

으며 주변에 녹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변동이 많지 않

으며 차량소통이 원활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음도는 

매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낸다고 하 다.

표 7. 서울시 일반 주거지역 환경소음 레벨 (주간) (단위:dB)

년도 2001
종합

2002
1/4

2002
2/4

2002
3/4

2002
4/4

2003
1/4

2003
2/4

2003
3/4

1차 실험 54.0 55.0 ㅡ 54.0 54.0 55.0 55.0 54.0 

2차 실험 54.0 55.0 52.0 54.0 55.0 53.0 55.0 54.0 

3차 실험 55.0 53.0 51.0 54.0 54.0 54.0 54.0 54.0 

평균 54.3 54.3 51.5 54.0 54.3 54.0 54.7 54.0 

표 8. 서울시 일반 주거지역 도로변 환경소음 레벨(주간) (단위:dB)

년도 2001
종합

2002
1/4

2002
3/4

2002
4/4

2003
1/4

2003
2/4

2003
3/4

1차 실험 71.0 71.0 71.0 71.0 71.0 70.0 70.0 

2차 실험 71.0 71.0 71.0 71.0 70.0 70.0 70.0 

3차 실험 70.0 70.0 70.0 70.0 70.0 70.0 70.0 

평균 70.7 70.7 70.7 70.7 70.3 7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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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울 일반 주거지역 환경소음 레벨(야간) (단위:dB)

년도
2001

종합

2002

1/4

2002

3/4

2002

4/4

1차 실험 44.0 44.0 65.0 44.0 

2차 실험 45.0 45.0 65.0 45.0 

3차 실험 45.0 45.0 65.0 45.0 

평균 44.7 44.7 65.0 44.7 

표 10 서울 일반 주거지역 도로변 환경소음 레벨(야간) (단위:dB)

년도
2001

종합

2002

1/4

2002

3/4

2002

4/4

1차 실험 65.0 65.0 44.0 65.0 

2차 실험 65.0 65.0 44.0 65.0 

3차 실험 65.0 65.0 44.0 65.0 

평균 65.0 65.0 44.0 65.0 

3. 초고층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외부소음 평가

3.1 측정개요

서울 시내의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 즉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변에 공동주택에서 측정주중과 

주말에 측정을 실시하 다. 측정기기는 소음측정기

SC-160 (cesva, spain)를 사용하 으며, 주파수 분석기가 

내장 되어 있는 제품이다. 간선도로변 도로교통소음의 특

성은 도로변으로부터 이격 거리는 10m 이며, 도로는 왕

복 6차선 도로이다. 측정은 2004년 5월 27일부터 5월 30

일까지 매 1분 단위로 측정하 다. 건물 상층 부분은 도

로변 기준으로 1층 위치와 5층 위치, 10층 위치 그리고 

최상층(19층 위치)에서 측정하 다. 

그림 3. 배치도

표 11.  측정개요 

측정기간 2004년 5월 27일∼2004년 5월 30일

측정기기
제작사 CESVA

SC-160

제작국 스페인

형식 측정범위 28∼130dB(A)

측정내용

도로변 건축물 1층 높이의 소음레벨 측정

(그림 2 배치도)

도로변 건축물 수직높이의 소음레벨 측정

(그림 3 서울시 도로 교통 소음 측정환경)

그림 4. 서울시 도로 교통 소음 측정환경

3.2 측정결과 및 분석

측정결과는 표 12부터 표15까지와 같으며, 서울 시내의 

초고층 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 즉 도심지역을 대

상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베란다에서 측정한 

값이다. 그리고 동일 시간대에 수직 상승한 지점에서의 

측정한 값은 그림 10과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건물에 돌출하여 측정기기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측정 

대상 층 베란다에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따라

서 돌출(1m이상)하여 측정값과 베란다에서 측정한 값의 

차이를 1층에서 확인한 표 12와 13과 같이 소음레벨은 

약 2 dB의 차이를 보고 있으며, 주파수별로도 유사한 값

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외부돌출과 베란다의 비교 (단위 : dB)

구분 1차측정 2차측정 3차측정 4차측정

베란다내부 73.39 73.89 73.65 73.24

외부돌출 75.59 75.92 76.15 75.66

표 13. 내외부 측정시 주파수별 비교 (단위 : dB)

구분 125 Hz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베란다내부 62.92 58.93 58.88 58.47 55.67

외부돌출 64.95 60.62 60.76 60.67 57.94

그림 5. 토요일 출근 시간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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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금요일 점심시간대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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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금요일 퇴근시간대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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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소음레벨에 있어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확연

하게 나고 있으며 특히 도심의 경우 대형차량보다는 승

용차의 왕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승용차의 증감이 

교통소음에 직접적인 향임을 알 수 있다. 소음레벨은 

출근시간, 퇴근시간, 점심시간, 심야시간으로 구분하여 볼 

때 퇴근시간대가 가장 높았다. 

표 14. 주중 주요 시간대 측정치   (단위:dB)

구분 dB dB(A) 125 250 500 1k 2k

점심

시간

1차측정 78.6 69.0 66.5 62.5 61.6 62.4 63.8 

2차측정 77.6 68.4 65.8 60.7 61.2 61.9 63.2 

3차측정 77.8 69.3 66.3 62.3 62.0 62.7 63.8 

퇴근

시간

1차측정 82.4 66.9 67.0 59.8 61.0 61.7 61.2 

2차측정 81.0 64.9 65.6 59.1 59.1 59.5 59.1 

3차측정 79.8 65.2 65.4 58.9 59.3 60.0 59.2 

심야

시간

1차측정 69.8 64.0 60.3 56.5 58.8 61.2 57.5 

2차측정 70.3 64.0 59.0 56.4 58.8 61.2 57.6 

3차측정 71.6 64.4 60.7 56.9 59.2 61.5 57.9 

그 다음으로 점심시간 그리고 출근시간 이었으며 심야

시간은 현저하게 소음레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근시간대 매 1분간의 

Leq 값을 주파수별로 보면 125 Hz의 저주파수대의 값이 

제일 높고 2000Hz의 고주파수대의 값이 제일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주말 주요 시간대 측정치   (단위:dB)

구분 dB dB(A) 125 250 500 1k 2k

출근
시간

1차측정 74.9 66.7 66.3 61.7 62.4 63.0 59.9 

2차측정 76.4 66.4 67.6 63.9 62.9 62.2 59.3 

3차측정 74.9 65.7 65.2 60.6 62.0 62.0 58.6 

점심

시간

1차측정 75.9 63.8 65.0 60.7 60.5 59.6 56.5 

2차측정 75.6 63.9 64.9 60.0 60.4 59.9 56.8 

3차측정 75.2 64.1 64.7 60.8 61.0 60.0 56.9 

퇴근

시간

1차측정 77.2 63.6 65.1 60.3 59.7 59.6 56.6

2차측정 77.3 63.1 65.0 60.0 59.8 58.9 56.0

3차측정 77.0 61.5 63.8 58.1 57.9 57.7 54.0

심야

시간

1차측정 70.4 62.4 60.7 56.2 58.1 59.4 55.4 

2차측정 71.1 62.4 59.6 56.2 58.0 59.2 55.5 

3차측정 70.7 62.9 60.9 56.6 58.6 59.8 56.0 

그림 5∼7에서와 같이 주파수의 특성을 보면 출근시간

과 점심시간대의 소음레벨이 저주파수가 높고 고주파수

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주파수별 소음레벨이 진폭이 

작아져 전체적인 소음레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근시간까지 나타나 250Hz에서 2000Hz

까지의 소음레벨이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금요일 심야시간대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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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간시간대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소음레벨이 

감소하면서 특히, 125Hz 의 저주파수의 소음레벨이 급격

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직 높이차에 의한 교통소음 감쇠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그림 4와 같이 측정하 으며 도로면이 건축대지면 보

다 높아 도로면에 해당하는 3층을 도로면인 1층으로 하

고 5층높이, 10층높이, 19층높이 순으로 측정하 다. 다만 

최상층을 22층(19층에 해당)에서 측정한 것은 현재의 건

물의 최상층이 22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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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요시간대 측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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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중과 주말의 경우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심야시간으로 구분하여 보면 

퇴근시간의 소음레벨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점심

시간이 출근시간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말의 경우는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있으며, 심야시간의 소음레벨이 가장 낮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나 주말이 주중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도심부의 수직 층고별 소음레벨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1층, 5층, 10층, 19층 소음측정기

(SC-160 (cesva, spain)를 설치하고 4일 동안 측정한 결

과는 그림 10과 그림11에 표기한 바와 같다. 물리적인 값

인 dB로 표기된 그림 10을 보면 5층에 해당하는 808호의 

값이 제일 크기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층에 해당하는 

308호의 값이다. 10층에 해당하는 1308호의 소음레벨은 1

층에 해당하는 308호보다 낮았으나 그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으며, 19층에 해당하는 2208호는 제일 낮은 값을 보

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청감 특성을 고려한 dB(A) 

으로 표기해 보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11에서는 dB(A) 값으로 보면 상부로 올라 갈수록 소음레

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 소음레벨의 24시 분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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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음레벨의 24시간 분포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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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결과로 보면 그림2의 선행연구에서는 1층의 

소음레벨보다 상층으로 올라 갈수록 점차 커지다가 10층 

정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약간 상이하게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고층이 건립되는 지역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어서 수목이나 인공장애물의 건립이 

어려워서 1층 부분에서의 소음차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

으로 예상 할 수 있으나 추후 측정지점을 확대하여 측정

한 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여 진다.

그림 12. 오전시간대의 소음레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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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부터 그림 15까지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확대

하여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으며 dB(A)로 특성화하는 

과정에서 저주파수의 향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데 교

통소음은 저주파수의 소음레벨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이

기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림 12 과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소리가 공기의 온도에 따라 회절하는 각도가 커

서 주간 시간에는 상부로 향하고 야간시간에는 하부로 

향하는 특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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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오전시간대의 소음레벨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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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오후시간대의 소음레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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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오후전시간대의 소음레벨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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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서울시 도심에 초고층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 지

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일반도로 간선도

로 등 지역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서울 강남 도심

의 경우는 교통소음레벨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소음 시간대별 값은 퇴근시간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점심시간대 그리고 그 다음이 출근 시간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간과 야간의 차이는 약 10dB 이상 

나고 있다. 주중과 주말의 차이도 같은 시간대로 비교하

면 퇴근시간대는 약 7dB 차이를 보이나 심야시간대는 거

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높이차에 의한 소음레벨 감쇠량은 주파수에 따라 차이

는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12층 아파트의 경우 4층과 8

층인 중간층의 소음레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 주파수 분석을 통해 확인 한 결과 물리적인 값인 

dB 로 보면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5층이 가장 높으며 

10층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dB(A) 로 보면 1층부터 고층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고층이 건립될 수 

있는 지역은 1층에 수목이나 방음벽 등의 소음차단 시설

의 설치가 어려운 점과 주파수 특성에 따른 저주파수의 

향력 감소로 보여 지며 추후 확인 연구가 요망되는 바

이다. 

향 후 교통소음 소음레벨에 대한 여러 측정 자료들이 

조사되고 공개되어 축적되므로 건축물의 조용한 음향환

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 하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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