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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ad traffic noise causes considerable disturbance and annoyance in exposed inhabitants. Particularly, arterial road

noise i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problem in many urban areas in which higher traffic volume and higher car speed

occur. Arterial road noise became the target of this investigation in Seoul, South Korea. Noise levels were measured

at four points that were based on distance from roadside at the same measurement site and under the conditions as

repor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in 1999. The average noise levels (Leq,1h) of the

arterial road was 80.3 dBA at 5 m, 77.4 dBA at 10 m, 73.7 dBA at 20 m, 70.9 dBA at 30 m. A comparison  between

1999 and 2008's measurement values has shown that in 2008 noise level is up by about 1.5 dBA, traffic volume has

increased by about 15.7%, while car speed has decrease by about 8%. The relationship between 2008' measured values

and predicted values using the NIER Equation is low under 10 m from the roadside. The influence range of arterial noise

is calculated at 26 m for road noise limits in daytime. In relation to the comparison between traffic volume and noise

level, the equivalence in traffic volume (Light car+10×Heavy car) is higher than other variables. 

Keywords: Arterial road noise, Noise level, Prediction Equation, Influence range, Traffic volume, Distance

attenuation

I. 서 론

일반적으로 교통소음(Traffic noise)이란 교통수단이

되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주행시 생기는 소음을

말하며,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의 통행량이 그 밖의 교

통수단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고 그 수요도 증가하는 추

세이다.1) 특히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Arterial road

noise)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높아,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 문제 중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위협하는 중

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2-8)

도로교통소음은 각 나라별 도로환경 및 차량특성 등

과 같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1,9) 교통량,

차량속도, 차종구성, 화물적재량, 타이어 종류, 시간 등

과 같은 교통특성, 도로폭, 노면성상, 도로구배 등과 같

은 도로특성 및 도로변 특성, 지표면 특성 등 여러 변

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어 도로교통소음의 분석 및

예측모델의 개발에 어려운 실정이다.10,11)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NIER)12)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4곳의 시도에서 도로변으로부터 거리별 소

음도 및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10 m 미만 지역과 10

m 이상 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측식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식은 국내 환경영향평가 등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하

는 방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신뢰성

저하 및 환경요인의 변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13)

따라서 우리 생활주변의 도로 중 통행량 및 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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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소음도 방출이 높은 간선도로의 소음 현

황을 파악하고자,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동일한 방법 및 조건(동일장소 및 시간대)으로 소음도,

통행량 및 차속을 측정하여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하

였다. 이와 병행하여 도로교통소음 예측식(NIER식)을

평가하고 영향범위를 산출하였으며, 소음도와 교통량과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관통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

로 2008년 6월 9일에서 17일까지 소음도를 측정하여,

과거 1999년 측정소음도와 현재 측정소음도를 비교분

석하고, 도로교통소음 예측식(NIER식)을 활용하여 실

측치와 예측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후, 소음환경기준

및 도로소음한도에 충족하는 영향범위를 산출하였다.

또한 간선도로와 유사하고 측정환경이 양호한 도로를

추가로 선정하여 소음도와 교통량을 측정하여 그 상관

관계를 파악하였다.

2. 조사지점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12)에서 조사한 간선도로 소음

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지점 및 동일시간대를 선정

하였다. 올림픽대로(잠실운동장 입구 : Site A, 암사정수

장 입구 : Site B), 강변북로(동작대교 근처 : Site C),

동부간선도로(마들근린공원 근처 : Site D) 총 4곳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위하여 일반도로 및 국도는

제외하였다.

소음도와 교통량의 상관관계 파악은 간선도로와 유사

하고 측정환경이 양호한 서울특별시 신천역 주변 도로

(Site E) 및 인천광역시 경명로(Site F) 총 2곳에서 조

사를 실시하였다.

3. 소음측정

도로변으로부터 수평 5, 10, 20, 30 m 떨어진 4개

지점에서 1시간의 등가소음도(Leq,1h)를 동시에 측정하였

다. 바닥으로부터 1.5 m 높이에서 소음측정기(NL-14,

RION) 4대를 활용하였으며,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동

특성은 빠름(Fast)으로 하였다. 통행량은 대형차와 소형

차로 구분하여 계수기(Counter)로 파악하였는데, 대형차

는 차량총중량 8 ton 이상 또는 24인승 이상 버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통행하는 차량의 속력은 속력측정기

(Speed Gun)를 이용하였는데, 소음측정시 통행하는 모

든 차량의 속력측정은 불가능하여 설치된 속력측정기

에 기록되는 차량속력의 평균을 1시간 통행차량의 평

균속력으로 하였다. 요일에 따른 교통량 및 소음변동을

줄이기 위하여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측정하

였고, 그 밖의 소음측정 및 분석은 소음·진동 공정시

험 기준을 참고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간선도로 소음도 측정결과

2008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 간선도로 4곳의 도로변

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등가소음도(Leq,1h)

와 교통량 및 차속의 측정결과는 Table 1과 같다.

소음도 측정결과 지점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소 차이

를 보였으나, 1시간 등가소음도(Leq,1h)는 도로변으로부

터 5 m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체평균이 80.3 dBA, 10

m 지점에서 77.4 dBA, 20 m 지점에서 73.7 dBA, 30

m 지점에서 70.9 dBA로 측정되었다. 이로 인한 배거

Table 1. Noise level(Leq,1h) and traffic volume of arterial roadside by distance

Site
Noise Level(dBA) Traffic Volume(veh./h) Car Speed

(km×/h)5 m 10 m 20 m 30 m Light Heavy

A
79.8

(78.0~81.3)*

76.8

(75.3~78.0)

74.2

(72.4~75.8)

72.1

(71.0~73.1)

9,600

(8,713~10,986)

704

(535~815)

56.8

(54.0~58.8)

B
80.7

(78.2~82.0)

77.5

(75.8~78.5)

73.7

(71.9~74.9)

72.2

(69.7~73.2)

6,739

(6,101~7,012)

733

(603~834)

71.4

(70.3~72.9)

C
81.2

(80.7~81.9)

78.9

(78.2~79.9)

75.0

(74.1~76.4)

70.7

(70.0~71.8)

7,748

(7,321~8,159)

357

(289~401)

55.3

(51.8~60.7)

D
71.9

(78.7~79.4)

75.7

(75.0~76.7)

71.3

(70.3~72.0)

68.2

(66.5~69.8)

7,064

(6,519~7,690)

178

(151~217)

42.1

(40.5~43.0)

Total
80.3

(78.0~82.0)

77.4

(75.0~79.9)

73.7

(70.3~76.4)

70.9

(66.5~73.2)

7,710

(6,101~10,986)

501

(151~834)

57.4

(40.5~72.9)

* : Mean(Min~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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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별 거리감쇠는 도로변으로부터 5 m에서 10 m로 멀

어질 경우 2.9 dBA, 10 m에서 20 m로 멀어질 경우

3.7 dBA로 감쇠되어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쇠정도

가 컸다.

소음도와 병행하여 조사된 교통량은 소형차량의 경우

전체평균 7,710대, 대형차량의 경우 501대로 대형차량

의 비율은 약 6%였다. 차속은 전체평균 57.4 km/h로

지점별로 42~71 km/h 수준이었다.

2. 측정소음도 비교분석

과거 1999년에 측정한 소음도와 현재 소음도를 비교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등가소음도(Leq,1h)가 전반적으

로 1.5 dBA 상승하였다. 거리별로 구분한 상승치는 도

로변으로부터 5 m 떨어진 지점에서 1.4 dBA, 10 m

지점에서 1.0 dBA, 20 m 지점에서 1.7 dBA, 30 m

지점에서 1.9 dBA로 과거 소음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

였다.

1999년도 측정소음도와 2008년도 측정소음도와의 소

음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에 대한 T검

정(paired samples T test)을 Table 3과 같이 실시하였

으며, 유의수준은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많이 사용하

는 α=0.05(5%)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p-값이 유의수

준 0.05보다 작아 1999년도 측정소음도와 2008년도 측

정

소음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도로변으로부터 5, 10, 20 m의 측정치를 활용한 배거

리별 거리감쇠는 Fig. 1과 같다. 과거의 경우 -2.5 dBA,

-4.4 dBA 배거리 감쇠를 보였지만, 현재는 -2.9 dBA,

-3.7dBA로 현재 측정치가 과거보다 선음원 거리감쇠치

(-3.0 dBA)에 더욱 근사하였다.

교통량 조사결과는 과거 평균 7,095대/h에서 현재

8,211대/h로 약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통행량 대비 대형차 통행량의 비율은 과거 6.1%에서

현재 6.0%로 유사하였다.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차속

의 경우 전체평균 62.5 km/h에서 57.4 km/h로 다소 감

소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과거 대비 현재의 소음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원인

은 교통량의 증가에서 기인된다고 사료되는데, 지점별

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도 증가를 Table 4에서와

같이 비교해 보았다. 평균적으로 통행량 15.7% 증가로

인하여 5 m 소음도가 1.4 dBA 증가하였는데, 지점별

통행량과 5 m 소음도를 비교해 보면 A지점의 경우 통

행량 7.4% 증가에 따라 1.4 dBA의 소음도 증가를, C

지점은 통행량 28.8% 증가에 따라 1.3 dBA의 소음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이 증가될 수록

도로교통소음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정한 패

Table 2. Comparison of noise level measurements between 1999 and 2008

Classification
1999's Noise Level (dBA) 2008's Noise Level (dBA)

5 m 10 m 20 m 30 m 5 m 10 m 20 m 30 m

Mean 78.9 76.4 72.0 69.0 80.3 77.4 73.7 70.9

Attenuation -2.5 -4.4 - -2.9 -3.7 -

Site

A 78.2 75.6 72.6 70.5 79.8 76.8 74.2 72.1

B 79.5 76.7 72.6 70.3 80.7 77.5 73.7 72.2

C 79.9 77.9 73.0 68.8 81.2 78.9 75.0 70.7

D 77.7 74.8 69.2 66.0 79.1 75.7 71.3 68.2

Table 3. A paired T-test of noise level measurements in 1999

and 2008

Distance Year Mean(dBA) SD t-value p-value

5 m
1999 78.9 1.32

11.768 0.000*
2008 80.3 1.38

10 m
1999 76.4 1.53

6.349 0.000*
2008 77.4 1.51

20 m
1999 72.0 1.78

8.111 0.000*
2008 73.7 1.77

30 m
1999 69.0 1.99

8.651 0.000*
2008 70.9 1.98

* : p-value<0.001

Fig. 1. Comparison of noise level attenuation by distance

between 1999 and 2008.



398 박준철·김윤신·홍승철·최준규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4(5)

턴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C지점에서는 통행량

28.8% 증가로 소음도가 1.3 dBA 증가하였지만, D지점

에서는 교통량 7.0% 증가로 소음도는 C지점과 유사한

1.4 dBA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차속과 소음도

의 관계도 교통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차

량 각 한대가 발생하는 소음도는 차속에 비례하지만 평

균차속은 소음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13)

소음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량(소형차 및 대형차) 및

차속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식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

다. 연도별 소음도에 대한 소형차 통행량, 대형차 통행

량, 차속 모두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큰 것으로 분

석되어(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

았다. 이것은 정체현상이 잦은 A~D지점에서 단순한 교

통량 또는 차속으로 소음도를 의미있게 해석할 수 없

음을 의미하므로, 간선도로와 유사하고 차량흐름이 자

유로운(freely flowing traffic)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측

정하여 그 결과를 5장에서 분석하였다.

3. 예측소음도 비교분석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 연구보고서12)에는 간선도로

소음도의 예측을 도로변으로부터 10 m 미만 지역과

10 m 이상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10 m 미만 지역

(Eq.1)

여기서,

N1, N2 : 시간당 소형차 및 대형차의 통행 (대/h)

V1, V2 : 소형차 및 대형차의 평균속도 (km/h)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변 지역까지의 거리로

통상 10 m 미만의 거리(m)

 ② 10 m 이상 지역

 

(Eq.2)

여기서, Q : 1 시간 동안의 등가교통량(소형차 통행

량+10×대형차 통행량)(대/h)

V : 평균차속(km/h)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까지의 거리+도

로에서 기준 10 m지점까지의 거리(m)

r
a
 : 거리비(기준 10 m 거리에 대한 도로에

서 10 m 이상 떨어진 예측 지점까지의 거

리비)

C : 상수

15,000 < Q이면,         C = −2.0

10,000 < Q ≤ 15,000이면, C = −1.5

 5,000 < Q ≤ 10,000이면, C = −1.0Leq 10log 10
0.1Lp

10
0.1Lb

+( )      dBA,=

Lp 45 10log
N

1

l
------⎝ ⎠

⎛ ⎞ 30log
V

1

50
------⎝ ⎠

⎛ ⎞+ +=

Lb 53 10log
N

2

l
------⎝ ⎠

⎛ ⎞ 30log
V

2

50
------⎝ ⎠

⎛ ⎞+ +=

Leq 8.55 log
QV

l
--------⎝ ⎠

⎛ ⎞⋅ 36.3 14.1logra– C+ +   dBA,=

Table 4. Comparison of increase range between traffic volume and noise level

Classification
Increase in Traffic volume (veh./h) Increase in Noise Level (dBA)

Light Heavy Total Rate 5 m 10 m 20 m 30 m

Total Mean 1,048 68 1,115 15.7% 1.4 1.0 1.7 1.9

Site

A 677 33 710 7.4% 1.6 1.2 1.7 1.5

B 1,057 145 1,202 19.2% 1.2 0.8 1.1 1.9

C 1,749 65 1,814 28.8% 1.3 1.0 2.0 1.9

D 471 3 474 7.0% 1.4 0.9 2.0 2.2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noise level measurements

Year Variable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1999

Light volume 0.000 0.001 0.405 0.687

Heavy volume 0.002 0.004 0.473 0.638

Car speed 0.063 0.059 1.052 0.298

2008

Light volume 0.001 0.001 0.995 0.324

Heavy volume -0.001 0.005 -0.118 0.907

Car speed 0.093 0.109 0.859 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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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Q ≤ 5,000이면,  C = −0.5

15,000 < Q ≤ 2,000이면,  C = 0

과거 측정치와 현재 측정치를 바탕으로 상기 예측식

(NIER식)을 활용한 측정치와 예측치의 상관관계 비교

는 Fig. 2~3과 같다. 5 m 소음도는 (식 1)을, 10, 20,

30 m 소음도는 (식 2)를 활용하였다.

1999년 및 2008년 각각 56개의 측정치와 예측치를

상관분석한 결과, 10 m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관계수

(r)로 비교해 본다면, 1999년은 10 m 미만에서는

0.679, 10 m 이상에서는 0.941(Fig. 2), 2008년은 10

m 미만에서는 0.434, 10 m 이상에서는 0.897로 나타

났다(Fig. 3). 두 경우 모두 10 m 미만에서 측정치와

예측치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Table 6에서 측정소음도와 예측소음도의 차의 절대값

비교의 경우 10 m 미만에서는 1999년이 평균 1.7 dBA

(0.2~3.6 dBA)이었으나, 2008년에는 평균 2.3 dBA

(0.1~4.5 dBA)로 오차가 커졌으며, 10 m 이상의 경우

도 1999년이 평균 2.0 dBA(0.0~4.2 dBA)이었으나,

2008년에는 평균 3.4 dBA(0.5~6.3 dBA)로 오차가 커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측정소음도와 예측소음도의 상관성 및 오

차를 비교해 볼 때, 환경 및 시대변화에 따라 NIER식

의 소음도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 도로교통소음

예측식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NIER식

이 예측 거리에 따라 2개의 식을 구분하여야 하기 때

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측정소음

도와 예측소음도의 상관성이 (식 1)과 (식 2)간의 큰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이 2개의 식을 통합하는 새로운

예측식의 개발이 기대된다.

4. 영향범위

Table 1의 측정값을 토대로, 주간시간대를 기준으로

도로변 주거지역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소음

환경기준 및 소음진동규제법 상의 도로소음한도를 충

족시키는 영향범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Fig. 2. Relationship of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under 10 m (a) and over 10 m (b) in 1999.

Fig. 3. Relationship of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under 10 m (a) and over 10 m (b)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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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선음원 거리감쇠식과 NIER식 중 10 m

이상지역의 예측에 이용되는 (식2)를 활용하였다. 선음

원 거리감쇠식은 도로변으로부터 가장 먼 30 m 측정

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NIER식은 예측치와 상관도가

가장 높은 C지점의 변수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주간의

경우 소음환경기준은 Leq 65 dBA, 도로소음한도는 Leq

68 dBA이다.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도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

을 참고한다면 선음원 거리감쇠식의 경우는 도로와의

거리가 멀수록 도로교통소음 예측에 과대평가 된다고

할 수 있다.5) NIER식을 활용할 경우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도로변에서 약 43 m는 떨어져야 주간 소음환

경기준을, 약 26 m는 떨어져야 도로소음한도를 충족시

키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간의 도로소음한도를 기준으

로 볼 때, 도로변으로부터 약 26 m가 도로교통소음의

영향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음도와 교통량의 상관관계

상기 A~D지점 소음도 측정에서 불가능했던 교통량

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차량흐름이 자유로운

(freely flowing traffic) E~F지점에서 추가적으로 소음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A~D지점과 동일하며, 측

정거리만 조정하였는데, 측정여건상 E지점은 도로변으

로부터 수평 0, 12.5, 25, 50 m에서, F지점은 0, 20,

40, 80 m 떨어진 4개 지점에서 1시간의 등가소음도

(Leq,1h)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F지점의 소음도 중 10:00

~13:00의 교통량 미측정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도로변으로부터 1d(0 m) 및 2d(12.5 m 또는 20 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된 소음도와 통행량(소형차 및 대

형차) 변화양상을 시간대별 도식화한 결과는 Fig. 4와

Table 6. The analysis result of relationship and error for NIER Equation (1999)

Classification
Predicted-value (B)

under 10 m over 10 m

Measured

-value(A)

1999

 (dBA) 1.7(0.2~3.6)0.91* 2.0(0.0~4.2)1.16*

correlation coefficient(r) 0.680 0.941

p-value 0.007 0.000**

2008

 (dBA) 2.3(0.1~4.5)1.43* 3.4(0.5~6.3)1.41*

correlation coefficient(r) 0.435 0.897

p-value 0.120 0.000**

* : Mean(Min~Max)SD

** : p-value < 0.001

Table 7. The estimation of distance influenced by road traffic noise based on environmental standards for noise during daytime

Road Type 30 m Noise Level (dBA)
Environmental Standards

for Noise Day(65 dBA)

Road Noise Limits

Day(68 dBA)

Line Source attenuation Eq, 70.9 117 m 58 m

NIER Eq. - 43 m 26 m

A B–

A B–

Fig. 4. Variation of noise level measurements by traffic volume and time at E (a) and F (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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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소음도의 변화는 교통량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단순

한 교통량 보다 소형차교통량, 대형차교통량, 전체교통

량(소형차+대형차) 및 등가교통량(소형차+10×대형차)

로 세분화하여, 거리별로 소음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8).

지점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상관계수(r)는 등

가교통량(0.855)≫대형차교통량(0.806)≫전체교통량

(0.754)≫소형차교통량(0.706) 순으로 등가교통량이 소

음도와의 상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로써 도로교

통소음은 대형차통행량에 큰 영향을 받으며, 소음도 예

측에는 (식2)와 같이 소형차통행량 대비 대형차통행량

에 10을 가중한 등가교통량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사료된다.

IV. 결 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과거 1999년 측정소음도와 2008

년 6월 현재 측정소음도를 비교하고, 실측치와 예측치

와의 상관성 분석, 영향범위 산출 및 소음도와 교통량

의 상관관계를 조사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변으로부터 5, 10, 20, 30 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1시간 등가소음도(Leq,1h)는 평균 80.3, 77.4,

73.7, 70.9 dBA로 조사되었다. 거리감쇠는 5 m에서 10

m의 경우 2.9 dBA, 10 m에서 20 m의 경우 3.7 dBA

로 감쇠되어 선음원 거리감쇠치에 근사하였으며, 이격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쇠정도가 큰 경향은 유사하였다.

2. 과거 대비 현재 측정치를 비교하면 소음도는 전반

적으로 약 1.5 dBA 상승, 교통량은 약 15.7% 증가,

차속의 경우은 약 8% 감소하였다. 하지만 정체현상이

잦은 A~D지점에서의 교통량와 소음도와의 상관성은 높

다고 할 수 없었다.

3. NIER식을 활용하여 과거 및 현재의 측정치와 예

측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1999년 예측소음도에 비해

2008년 예측소음도의 오차가 다소 커지고 있어 예측식

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간선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영향범위를 예측한 결

과 주간 소음환경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43 m, 주간

도로소음한도를 기준으로 할 때 26 m인 것으로 산출

되어 도로변으로부터 약 26 m까지가 도로교통소음의

영향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교통량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차량흐름이 자

유로운(freely flowing traffic) E~F지점에서 추가적으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소음은 대형차통행량에

큰 영향을 받으며, 대형차 통행량에 10을 가중한 등가

교통량이 소음도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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