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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속도로 주변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도로소음에 의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한 소음대책 방법으로 방음벽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이 고층화 되어감에 따라 방음벽만으로

는 대책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방음터널, 저소음포장, 과속 단속카메

라 등이 소음대책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과속 단속카메라의 소음저감효과에 대해 분석

하고 평가하였다.

1)

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과속 단속가메라의 소음저감효과

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내 구간 속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현장에서 속도단속 구간내/외,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전/후의 소음을 동시에 측정하

고 비교·분석하였다.

2. 측정 및 분석방법

과속 구간단속 구간내/외 및 구간단속 종점부 과

속 단속카메라 통과전/후의 소음을 동시에 측정하

고, 소음측정 시간대와 동일한 시간대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Fig. 1에 분석을 위한 

소음측정의 개요를 나타내었다. 구간 속도단속의 구

간내/외 소음도는 갓길 5m 높이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비교하였고, 구간단속 종점부 단속카메라 통과 전/후 

소음도는 육교위(도로위 11m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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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갓길 소음도 측정(구간내/외 비교)

(b) 육교위 소음도 측정(통과전/후 비교)

Fig. 1 Measurement concept for considering 
the effect of spee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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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결과

Fig. 2에 단속 구간내/외 및 카메라 통과전/후의 

소음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단속 구간내/외 소

음도는 90분 연속측정한 소음도의 5분간 등가소음

도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카메라 통과전/후 소음도

는 60분 연속측정한 소음도의 5분간 등가소음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Fig. 3에 소음 측정시간대에 동

시에 측정한 평균교통량 및 평균차속 변화를 나타내

었다. 단속 카메라 통과전/후에 대한 교통량 및 차

속은 따로 측정하지 않았지만, 단속 구간내/외의 교

통량 및 차속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평균소음도(90분)

구간외 [dB(A)] 90.1

구간내 [dB(A)] 89.4

저감량 [dB] 0.8

(a) 갓길 소음도 측정(구간내/외 비교) 결과

평균소음도(60분)

통과후 [dB(A)] 84.6

통과전 [dB(A)] 83.7

저감량 [dB] 0.9

(b) 육교위 소음도 측정(통과전/후 비교) 결과

Fig. 2 Effects of speed camera for the road 
traffic noise

평균교통량(60분)

구간외 [대/5분] 245

구간내 [대/5분] 245

차이  [대/5분] 0

(a) 소음 측정시간대의 평균교통량 변화

평균차속(60분)

구간외 [km/h] 94.6

구간내 [km/h] 84.3

차이  [km/h] 10.3

(b) 소음 측정시간대의 평균차속 변화

Fig. 3 Traffic informations measured with the 
noise at the same time

4. 결  론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과속 단속카메라에 의한 소음저감효과를 평가하

기, 과속단속 구간내/외 및 단속카메라 통과전/후의 

소음도를 동시에 축정하고 분석하였다.
(2) 과속 단속카메라에 의한 소음저감효과는 1dB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결과는 소음대책 방법으

로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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