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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with sudden increase of supplying rate of cars and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traffic noisy becomes one 
of important factors obstruct environment of exhibition and view facilities have purpose in calmness and unsatisfaction about this 
is high now. Therefore, in case of exhibition and view facilities, it has to be grasped that satisfaction degree about the noisy in 
and out of the exhibition room by performing effect valuation on traffic noisy from design step. However the level of internal 
noise cannot be measured at the design phrase of the structure due to the noise of traffic. Up until now a walls transmission loss, 
based on the law of mass, is predicted using this method. However measuring the internal sound level after actual construction 
reveals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from measurements made at the design stage, and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solution after 
the opening of the structure. From research looking from this perspective the internal sound level was predicted- calculating the 
internal sound absorption ability, using acoustic simulation and loss prevention of an insulated wall- based on data collected to 
evaluate the internal sound of an exhibition room at a Folk Museum adjacent to a freewa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consi-
dered to provide important data for the prediction of internal sound level at the time of construction of exhibition facilities similar 
to this.
Key Words : Traffic Noise, Exhibit Room of Museum, Computer Acoustic Simulation

요약 : 최근 자동차 보급률과 물동량의 급증으로 인해 도심에서 교통소음은 정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및 관람시설의 음 

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시 및 관람시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소음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시실 내외부의 소음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단계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소음으로 인한 실내소음레벨을 측정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질량법칙을 토대로 한 벽체
의 투과손실 식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립 후 실내 소음레벨을 측정해 보면 설계단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어 개관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민속박물
관 전시실의 실내소음도 평가를 위해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차음벽체의 투과손실과 음향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내흡음력을 
산정하여 실내 소음레벨을 예측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와 비슷한 전시시설 건립 시 실내소음도의 예측
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도로교통소음, 박물관 전시실, 음향 시뮬레이션

1. 서 론

도심의 도로에서는 하루 종일 지속적인 통행량으로 교통

소음이 발생하여 정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및 관람시

설의 음 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다. 따
라서 전시 및 관람시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소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내의 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야 한다. 그러나 설계단계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소음

으로 인한 실내소음레벨을 측정할 수 없어, 질량법칙을 토

대로 한 벽체의 투과손실 식 (1)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있으

나, 실제 건립 후 실내 소음레벨과 설계단계와는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어 개관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

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 인

접한 기존 민속박물관과 새롭게 증축예정인 역사박물관의 

실내 소음레벨을 평가하기 위해 주․야간 외부소음레벨과 

기존 민속박물관 내부에서 소음레벨을 측정하여 평가 하였

으며, 이러한 실측자료를 토대로 차음벽체의 투과손실과 음

향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내흡음력을 산정하여 실내 소음

레벨을 예측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와 

비슷한 전시시설 건립 시 실내소음도의 예측을 위한 중요

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측정방법 및 개요

2.1. 민속박물관 주변도로 개요

연구대상 민속박물관 및 주변도로의 위치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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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mbient location of folk museum.

Fig. 1을 보면 민속박물관은 고속도로에서 40 m로 인접해 
있어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존 민속박물관과 새롭게 증축예정인 역사박물관 

지점에서 주․야간 외부 소음레벨을 측정해 보았으며, 측
정 지점은 Fig. 2와 같다.

Fig. 3을 보면 민속박물관의 기존건물은 고속도로와 높이

차가 크게 나지 않지만 새롭게 증축할 역사박물관 부지는 

Fig. 3(b)와 같이 약 5 m 정도의 높이차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역사박물관의 경우 고속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소음에 의한 영향이 기존건물에 비해 적을 것

으로 판단된다.3)

(a) Museum plane to measurement point of traffic noise

 

(b) ①-① Section (c) ②-② Section

Fig. 2. The Folklore Museum plane to measurement point of 
traffic noise.

(a) Topographical condition of folk
museum and superhighway

 
(b) Topographical condition of site of 

historical museum and su-
perhighway

Fig. 3. Topographical condition and difference between super-
highway and folk museum.

2.2.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측정 지점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 평가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도로교통소음 측정

방법과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R 
1996에 준하여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하루 중 시간대역별 

구분은 비교적 교통량의 변동요인이 일정하다고 판단되는 

요일(평일)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정책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대인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나누어 측정을 하였다. 측정시간은 Table 1과 같이 주․야

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측정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삼각대를 이용하

여 지면으로부터 1.2 m의 높이에 고정하여 설치하였고, 반
사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자 및 건물과 최소한 

1.5 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였다. 소음계의 사용시 동특성은 
“Fast”에 고정시켰으며,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을 이용하

였다. 측정은 기존 민속박물관에서는 01dB사의 Symphony
로 측정하였으며, 새롭게 증축예정인 지점에서는 소음계로 

들어온 신호를 Sony사의 DAT로 녹음 한 뒤 Sympho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지점에서 교통소음 측정시 상행과 하행의 5분간 

통과 측정한 교통량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measurement time of traffic noise

Division

daytime night

measure
ment

1.

measure
ment

2.

measure
ment

3.

measure
ment

4.

measure
ment

1.

measure
ment

2.

measure
ment time

10:00~
10:05

12:00~
12:05

14:00~
14:05

16:00~
16:05

22:00~
22:05

24:00~
24:05

 

∘Micro phone(B&K 4165) ∘Windscreen
∘Frequency Analyzer(Symphony) ∘DAT(Sony)
∘Calibrator(B&K 4231) ∘noise meter (B&K 2236, 2231)
∘Tripod

Fig. 4. Composition of measurement equipment and measur-
ing scene.

Table 2. Traffic quantity (unit : car)

Time Daytime Night

The number of 
measurement

1 2 3 4 1 2

Small car 444 390 430 420 358 330

Large
truck 88 94 72 84 48 50

bus 12 15 17 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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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외 소음레벨 측정결과 및 평가

3.1. 도로교통소음의 시간파형

민속박물관의 기존건물과 증축예정 부지인 2곳에서 5분
간 측정한 도로교통소음의 시간파형과 주파수 분석 결과는 

Fig. 5, 6 및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보면 동일한 교통량과 시간대에 측정을 하였어

도 고속도로와 지형차이가 없는 ①번 지점은 주간 평균이 

68.0 dB(A), 야간 평균은 66.3 dB(A)로 나타났으며,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②번 지점에서는 주간 평균이 60.9 dB(A), 
야간 평균은 60.0 dB(A)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통소음레

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형적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민속박물관 보다는 증축예정

인 역사박물관의 소음레벨이 주간은 약 7.1 dB(A), 야간은 

6.3 dB(A) 정도로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① measurement 1.

 

② measurement 2.

③ measurement 3.

 

④ measurement 4.

(a) Place number ① (place separated as 1.5 m from outside wall of 
existing folk museum to superhighway)

① measurement 1.

 

② measurement 2.

③ measurement 3.

 

④ measurement 4.

(b) Place number ② (place separated as 1.5 m from outside wall of 
newly extending folk museum to superhighway)

Fig. 5. Timely wavy pattern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d in 
daytime.

① measurement 1.

 

② measurement 2.

(a) Place number ① (place separated as 1.5 m from outside wall of 
existing folk museum to superhighway)

① measurement 1.

 

② measurement 2.

(b) Place number ② (place separated as 1.5 m from outside wall of 
newly extending folk museum to superhighway)

Fig. 6. Timely wavy pattern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d in 
nighttime.

Table 3. Measuring result of traffic noise (unit: Leq dB(A))

Division NO.
Frequency (Hz) dB

(A)63 125 250 500 1 k 2 k 4 k 8 k

D
a
y
t
i

m
e

P
o
i
n
t

 1.

1. 73.7 66.8 63.0 64.3 66.0 59.8 46.2 34.2 68.1

2. 71.8 64.9 62.3 64.6 65.4 58.8 45.3 33.9 67.8

3. 73.6 66.8 64.4 64.2 63.2 56.5 43.9 35.8 68.1

4. 73.4 66.2 62.3 63.4 65.3 59.4 45.6 33.8 67.9

P
o
i
n
t

 2.

1. 71.0 61.6 56.9 58.9 57.3 51.6 40.8 34.2 60.5

2. 70.8 61.7 57.1 58.6 57.0 51.7 40.8 35.0 60.8

3. 69.0 58.8 59.1 57.1 55.5 46.6 38.4 35.6 60.8

4. 72.1 63.7 57.5 58.9 57.7 52.6 41.3 35.1 61.5

N
I
g
h
t

P
o
i
n
t

 1.

1. 70.4 65.0 60.6 61.7 64.5 58.2 45.3 32.8 66.6

2. 68.7 61.4 59.2 60.0 63.8 57.8 44.7 31.7 66.0

P
o
i
n
t

 2.

1. 67.0 56.7 53.0 56.3 57.3 52.9 42.0 35.3 60.0

2. 67.7 59.4 54.2 56.8 57.0 52.8 42.2 35.4 59.9

3.2. 실외 소음레벨 평가

 연구대상 박물관은 공원지구로 녹지지역에 해당된다. 따
라서 환경 정책 기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국내 기준에 비

교해보면,2) 민속박물관은 도로변지역 중 “가”지역에 속하

고 있으며 주간은 65 dB(A),야간은 55 dB(A)의 규제기준 

적용을 받는다.
기존 민속박물관은 주․야간 모두 도로교통소음의 규제

기준을 초과 하고 있으나 증축될 역사박물관은 주간은 만

족하지만 야간은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민속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은 방

음림,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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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with restrict standard in the county (dB(A))

Daytime
Night

Daytime (6:00~22:00)

45~50 50~55 55~60 60~65 65~70 70~75

Night
(22:00~

6:00)

35~40

40~45

45~50

50~55  

55~60 ■

60~65

65~70 ●

 : Satisfactory scope of regulative standard
Point 1. : ●, Point 2. : ■

4. 전시실 내부 소음레벨 측정결과 및 예측 분석

4.1. 기존 민속박물관 전시실에서 교통소음 측정 및 분석

4.1.1. 전시실 내부 소음레벨 측정과 예측

민속박물관 기존건물 외벽에서 고속도로변으로 1.5 m 이
격된 ①번 지점에서 주간에 교통소음을 측정할 때 동시에 

③번 지점인 전시실 내부의 실내에서 5분간 측정한 도로교

통소음의 시간파형 및 주파수 분석 결과는 Fig. 7 및 Table 
5와 같다.

Fig. 7을 보면 ③번 지점 실내소음측정의 경우 ①번 지점

과 동시에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파형이 다르게 나타

 

① measurement 1. ② measurement 2.

 

③ measurement 3. ④ measurement 4.

Fig. 7. Place number ③ (Wavy pattern of traffic noise measured 
in exhibition room of existing fold museum (Daytime).

Table 5. Measuring result of noise level in exhibition room dur-
ing daytime (LeqdB(A))

Frequency
Division

Hz
dB(A)

63 125 250 500 1 k 2 k 4 k 8 k

measurement 1. 42.1 33.7 31.7 28.4 22.9 17.1 13.6 12.9 29.7

measurement 2. 43.2 34.1 32.0 29.6 23.1 17.4 14.1 13.2 31.8

measurement 3. 43.6 35.4 33.1 29.1 23.4 18.2 14.2 13.1 33.7

measurement 4. 43.5 34.2 32.6 29.7 24.1 18.4 14.3 13.6 32.9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장측정시 인원을 통제하

고 실험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실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아

이들의 소리와 공튀기는 소리 등의 일부가 삽입되어 소음

레벨이 갑자기 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

인 음압레벨은 변동이 없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야간의 경우에는 민속박물관이 문을 닫기 때문에 전시실 

내부의 실내 소음레벨를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벽체의 

투과손실을 산정하여 야간에 전시실 내부의 소음레벨를 파

악해야 한다. 그러나 투과 손실의 경우 일반적인 예측방법

은 이상적인 조건하의 질량법칙을 기초로 한 투과손실 값

이므로 실제 현장에서 측정하는 투과손실 값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상 박물관의 벽체를 토대로 

Sound Insulation Prediction (v 6.2)이라는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된 투과손실 결과 값과 현장에서 측정된 투과손

실 값을 비교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8을 보면 동일한 벽체의 투과손실 값이 큰 차이가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예측의 경우 벽체의 밀

도와 영율을 토대로 한 질량법칙을 기초로 한 값이며, 실측

은 우회전달음과 시공의 정밀도에 의한 차이가 포함되므로 

그 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측 식에 

의한 투과손실 값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측을 통한 

투과손실 값을 이용하여 야간의 실내소음레벨을 파악해야 

하며 벽체의 투과손실 값은 Table 6과 같다.

(a) Section of wall of museum

(b) Transmission loss of actual measurement and prediction (TL)

Fig. 8. Transmission loss of actual measurement and predic-
tion of wall of museum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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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ransmission loss of wall in existing folk museum (TL)

Frequency (Hz) 63 125 250 500 1 k 2 k 4 k 8 k

Transmission Loss (TL) 30.0 31.8 30.7 34.9 41.6 40.9 31.2 -

※ 8,000 Hz의 투과손실은 실내소음레벨이 너무 낮아 평가할 수 
없음.

Table 7. Predicted-value result of traffic noise in exhibit room 
to night (LeqdB(A))

Frequency

Number of
measurement

 Hz

dB(A)
63 125 250 500 1 k 2 k 4 k

Predicted-value 1. 40.4 33.2 29.9 26.8 22.9 17.3 14.1 28.5

Predicted-value 2. 38.7 29.6 28.5 25.1 22.2 16.9 13.5 27.3

또한 Table 6에서 투과손실을 산정할 때 실내 흡음력을 보

정해야 하나 기존 박물관 전시실의 경우 따로 문을 두고 있

지 않으며 1,2층 전체가 홀(Hall)로 오픈되어 있어 실내 흡

음력을 위한 측정은 불가능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벽체를 투

과한 에너지가 모두 홀(Hall)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벽

체에 인접하여 측정한 투과손실은 거의 직접음 성분만 측

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실내흡음력을 보정하지 않았다.
Table 6의 결과를 5분간 기존 민속박물관 실내에서 예측

한 교통소음을 주파수분분석과 dB(A)로 평가해 보면 Table 
7과 같다.

4.1.2. NC곡선에 의한 전시실 내부 소음레벨 평가

위 결과를 실내소음 평가곡선인 NC곡선으로 주야간 실내 
소음레벨을 평가해 보면 Fig. 9, 10, Table 8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7)

Fig. 9. Valuation of indoors noise level by NC curve (daytime).

Fig. 10. Valuation of indoors noise level of exhibition by NC 
curve (nighttime).

Table 8. Evaluation of indoor noise level by NC

Division

 Number of
measurement

Measurement 
point

NO. 1. NO. 2. NO. 3. NO. 4.

Daytime
Actually measured to 

point 3.
NC-22 NC-24 NC-23 NC-24

Night
Predicted value

to point 3.
NC-21 NC-20

Table 9. Permitted limit of indoor noise

Type of room NC

Broadcasting studio 15~20

Acoustic studio 15~25

Radio, TV studio 20~30

Concert hall, Opera house 15~25

Big auditorium, drama theater <25

Small auditorium, theater <35

Bedroom, Hospital, hotel, Apartment 25~40

auditorium, Church <30

Class room, seminar room, Reading room 30~40

Office 30~40

Reception room, restaurant 35~45

Lobby, Design room, secretary's office 40~50

Garage, Computer room 45~55

Store, Garage 50~60

Stadium, airport, Train station 50~60

Factory 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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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속박물관의 전시실에서 측정한 교통소음레벨을 NC
곡선으로 평가해 보면 주간에는 NC-22∼NC-24, 야간에는 

NC-20∼NC-21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값들은 NC
곡선에 의한 실내소음의 허용치인 Table 9를 참조2)하면 아

주 조용한 공연장이나 독서실 정도의 소음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기존 민속박물

관 전시실 내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2. 증축 될 역사박물관의 전시실 내부에서 소음레벨 
예측

새롭게 증축될 역사박물관은 아직 건립단계에 있으므로 

정확한 투과손실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민속박물관이 증축될 역사박물관과 동일한 벽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측정 된 Table 6의 투과손실

(TL) 값을 토대로 실내음향시뮬레이션과 실내 소음레벨 예

측식을 이용하여 실내 소음레벨을 예측해 보았다.

4.2.1. 전시실 내부 실내 소음레벨 예측식

외부의 교통소음이 창이나 벽 등을 통하여 전시실 내부 

실내로 들어오면 전시실에서는 산란파가 형성된다. 따라서 

전시실 내부의 소음감소량(NR)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잔향

시간을 토대로 실내 흡음력을 구하여야 한다. 소음감소량

(NR)은 식 (1)과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시실 내부에서의 

소음레벨을 구하면 식 (2)로 구할 수 있다.1)

log

 (1)

     log

 (2)

여기서, SPL2 : 전시실 내부에서의 음압레벨, SPL1 : 외벽

에서 측정한 소음레벨, TL : 창의 투과손실(dB) S : 차음면

인 벽의 면적(m2), A : 실내의 흡음력(m2)

4.2.2. 음향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내 흡음력 산정

실내 흡음력 보정을 위해 민속박물관 전시실의 도면을 토

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잔향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따라서 기존의 민속박물관이 증축될 역사 박물관

과 동일한 벽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측을 통해 파악

된 벽체의 투과손실(TL)을 이용하여, 실내 소음레벨을 예

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2.2.1. Computer Simulation의 개요

증축될 민속박물관의 음압분포 및 음향인자들의 예측분석

은 음선추적법(Ray-tracing Method)과 허상법(Image Model 
Method)에 의한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으며 

사용프로그램은 Odeon ver.4.21이다.6) 음원의 위치는 전시실

Fig. 11. 3D modeling by using AutoCAD.

Table 10. Closing materials of exhibition room of folk museum

Division Materials
Frequency (Hz)

125 250 500 1 k 2 k 4 k

Floor artificial stone 0.02 0.02 0.02 0.03 0.04 0.04

Walls

sheet of patterned 
of MDF

0.15 0.15 0.11 0.1 0.07 0.06

Glass(exhibition 
window)

0.30 0.25 0.18 0.12 0.07 0.07

Ceiling
sound absorbtion 

board
0.28 0.28 0.68 0.82 0.72 0.70

Door fire prevention door 0.10 0.15 0.25 0.25 0.25 0.25

중앙에, 수음점은 각각의 모서리부분에 4곳에 1.2 m의 높이

에 위치해 있으며, 무지향성 음원(Omni Directional Source)
를 사용하였다. 음향시뮬레이션 시 온도는 23°, 습도 38%
로 설정하였다. 전시실의 체적은 약 2,590 m2이며, 차음벽

의 길이 32 m, 높이는 4 m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음향

시뮬레이션을 위한 AutoCAD 모델링 과정 및 전시실의 제

원은 Fig. 11 및 Table 10과 같다.

4.2.2.2.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음선추적 및 결과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증축예정인 민속박물관 전시실 내의 
음향성능 평가지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음향결함 등 
문제점 검토를 통한 음향개선을 위해 음선추적법(Ray- 
tracing Method)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설계상의 도면을

Fig. 12. Chasing sound ray picture in exhibition (Ray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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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실내 디자인 변수와 마감재료의 변화에 따라 음

이 어떻게 반사되어 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 음향 설계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6)

Fig. 12를 토대로 전시실의 잔향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증축예정인 민속박물관 전시실 내부의 흡음력을 산정하

기위해 예측된 잔향시간(RT)을 이용하여 식 (3)을 통해 실

내 흡음력(A)을 산정하여 소음감쇠량을 파악해 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3)

Fig. 13. Reverberation time of exhibition room of historical 
museum (sec).

 

(a) 125 Hz (b) 250 Hz

 

(c) 500 Hz (d) 1 kHz

 

(e) 2 kHz (f) 4 kHz

Fig. 14. Distribution picture of exhibition room by using simu-
lation.

Table 11. Calculation of noise reduce amount for each fre-
quency (NR)

Frequency (Hz)
Division

125 250 500 1 k 2 k 4 k

indoor sound-absorption 
power (m2)

238 239 254 263 270 299

Transmission Loss (dB) 31.8 30.7 34.9 41.6 40.9 31.2 

Noise Reduction (dB) 31.5 30.4 34.8 41.7 41.1 31.7

Table 12. Indoors noise level in exhibition room in historical 
museum would be extended (SPL2)

Division
Number of

measurement

Frequency (Hz) dB
(A)125 250 500 1k 2k 4k

Daytime

NO. 1. 30.1 26.5 24.1 15.6 10.5 9.1 24.3

NO. 2. 30.2 26.7 23.8 15.3 10.6 9.1 24.2

NO. 3. 27.3 28.7 22.3 13.8 5.5 6.7 23.7

NO. 4. 32.2 27.1 24.1 16.0 11.5 9.6 24.8

Night
NO. 1. 25.2 22.6 21.5 15.6 11.8 10.3 22.3

NO. 2. 27.9 23.8 22.0 15.3 11.7 10.5 22.8

4.2.3. 역사박물관 전시실 내부의 소음레벨 예측

전시실의 실내 소음레벨은 위 자료를 토대로 식 (2)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실외 소음레벨는 ②번 지점에서 측정

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내 소음

레벨을 계산하면 Table 12와 같다.

4.2.4. NC곡선에 의한 전시실 내부의 실내 소음레벨 평가

위 결과를 토대로 실내소음 평가곡선인 NC곡선으로 주야

간 실내 소음레벨를 평가해 보면 Fig. 15, 16 및 Table 1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15. Valuation of indoors noise level by NC curve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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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Valuation of indoors noise level by NC curve (night).

Table 13. Valuation of indoors noise level by NC curve

Division
Measured times

Measured place
NO. 1. NO. 2. NO. 3. NO. 4.

Daytime
Predicted value of exhibit 
room in historical museum 

NC-18 NC-17 NC-15 NC-18

Night
Predicted value of exhibit 
room in historical museum 

NC-15 NC-15

새롭게 증축될 민속박물관 전시실 내부의 소음레벨을 예

측하여 이를 NC곡선으로 평가해 보면 주간에는 NC-15~ 
NC-18, 야간에는 NC-15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값

들은 NC곡선에 의한 실내소음의 허용치인 Table 9를 참조하

면 아주 조용한 공연장이나 독서실, 음향스튜디오 정도의 

소음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새롭게 증축될 민속박물관 전시

실 내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측방법을 통해 건립되지 않은 역사박물관 전시

실 내부의 소음레벨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도로변에 위치한 기존 민속박물관과 증축될 역사박물관

에서 주․야간 교통소음을 측정하여 벽체의 투과손실과 음

향시뮬레이션을 통한 흡음력을 산정하여 실내 소음레벨을 

예측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속도로와 40 m 이격된 연구대상 박물관의 실외소음

레벨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국내기준과 비

교해보면 대부분 초과하고 있어 초과 정도에 적합한 방음벽 

및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

로변 지역에 전시시설을 건립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교

통소음에 대한 실외소음레벨을 측정하여 규제기준 초과시 

이에 적합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차음벽체의 투과손실 계산 시 벽체의 밀도와 영율을 토

대로한 질량법칙과 현장에서 측정한 투과손실 값은 큰 차이

를 보여 실제 건축물 설계 시 이러한 예측식에만 의존한 자

료를 사용하게 되면 개관 후 차음성능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본 연구와 같이 가장 유사한 벽체

의 투과손실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내 소

음레벨을 파악하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실내흡음력의 산정은 실내소음레벨 선정 시 중요한 요

소이다. 실내의 체적이 커지고 마감면과 마감재료 조건이 

복잡해지면 실내흡음력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와 같이 음향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실내의 잔

향시간을 구하면 쉽게 실내 흡음력을 산정할 수 있어 실내

소음레벨 산정 시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박물관 전시실 내부의 소음레벨을 측정하거나 예측을 

통해 NC곡선으로 평가해보면 기존박물관 전시실은 주간 

NC-22~NC-24, 야간 NC-20~NC-21 이며, 증축될 역사박물

관 전시실은 주간 NC-15~NC-18, 야간 NC-15의 값을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값들은 NC곡선에 의한 실내소음의 허

용치를 참조하면 아주 조용한 공연장이나 독서실 정도 혹

은 음향스튜디오와 같은 소음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속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기존 민속박물관 전시실 내

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와 비슷한 전시시설 건

립 시 실내소음도의 예측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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