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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소음저감대책

시끄러운 도로소음에 잠 못이루십니까?

포이닉스가 조용한 도로를 선물합니다.

•환경부 기술검증서 제178호      •환경부 신기술 인증서 제367호

   (환경부공고 제 2015-427호)    •특  허 : 제10-1046746호



 

안녕하십니까?

(주)포이닉스 대표이사 김병채입니다. 오늘날 포이닉스가 있기까지 고객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변함

없는 애정과 사랑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포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부 기술검증 제 178호, 신기술 인증 제 367호, 『복층포장 소음저감기술』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포이닉스가 그동안 신기술로 포장한 도로에 대해 지난 4개월간 4회에 걸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세 공공기관과, 학회 전문가들로 구성, 엄격한 

기술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음저감 성능평가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3-172호)과 ISO 11819-2(CPX)의 

기준으로 항목별 각 4회, 총 116회 시험을 진행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검증결과 소음저감 성능평가에서 일반아스콘 포장 대비 9.1dB(A)저감과, CPX 10.9dB(A)저감을 

확인하였고, 내구성 평가에서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교통부 2011.9)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환경부로부터 2015년 5월 22일 기술검증 제178호(환경부공고 제 2015-427호)를 

도로교통 소음 저감 분야에서 국내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포이닉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국내사상 최초로 포이닉스가 신기술로 포장한 도로에 대해 소음

저감 성능, 내구성, 공극률, 청소무상지원 등 5년간 보증제도를 도입,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주)포이닉스는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

하는 기업, 변화를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활동을 끊임 없이 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기업, 늘 깨어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김 병 채 배상 

C.E.O. message 1.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포이닉스의 신기술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방음벽 14m 높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의 현장은 소음저감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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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상부층에 작은골재를 사용하여 작고 많은 공극을 형성시키고, 하부층에 큰 골재를 사용하여 크고 많은 

공극을 형성시켜 복층 포장구조를 이룸

- 동일 두께 대비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킴

- 상부층이 필터 역할을 하므로 공극막힘 현상을 억제하여 소음저감 성능이 장기간 유지됨

- 포장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임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구조 및 단면도

기술개요

아스팔트 도로포장시 국내유일의 RSBS개질제를 사용하여 내구성과 공극률이 높은 RSBS복층 저소음 아스콘 

혼합물을 생산, 포장노면 두께5cm정도에 작은골재와 큰골재를 상.하부, 복층구조로 포설하여 도로교통 

소음의 저감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기술로 물리적인 내구성과 음향적인 내구성을 높인 세계적인 기술

(일반아스콘대비 9dB(A)저감 23=8배차이, 기존기술은 3dB(A)저감)

█ 복층구조

공극률을 높임과 동시에 내구성을 확보하여 소음저감성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

█ 높은 공극률

분류 일반포장 저소음 비배수성 단층 저소음 배수성 복층 저소음 배수성

공극률 3~5% 2~4% 20% 내외 22%이상

기술검증 제178호 국내 최초 획득 

환경부 신기술 인증 제367호,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기술)

신기술(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의 특징

RSBS 개질제 분자구조도

Styrene
Polymerization

Butadiene
Polymerization

Styrene-butadiene
diblock

Coupling
agent

Coupling
Reaction

Radial-type
(방사형구조)

Linear-type
(선형구조)

OR

OR

█ RSBS 개질제

고온특성이 우수하며, 특히 탄성 복원력이 뛰어남

인장강도 등 기계적 물성과 결합력이 우수함
높은 공극률과 복층 구조 실현

소음 예측 시뮬레이션

환경부 신기술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과 동일한 소음저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반포장의 경우 방음벽 14m,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의 경우 방음벽 7m를 함께 설치해야 함

일반포장 + 방음벽(14m)

주거지 완충지 도로방음벽 주거지 완충지 도로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주거지 완충지 도로방음벽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 방음벽(7m)
소음도 dB(A)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8‹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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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증 소음저감 성능평가

1) 용인시 흥덕지구 소음측정 결과   1) 용인시 흥덕지구 소음측정 결과   2) 세종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소음측정 결과   2) 세종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소음측정 결과   

※참고 : 교통특성 조사 결과 (NC-97)

※ 일반아스콘포장 대비 ※ 일반아스콘포장 대비

소
음
도

dB(A)

소
음
도

dB(A)
※참고 : 교통특성 조사 결과 (NC-97)

※ 단층 저소음포장은 (-3dB(A)) 소음저감 효과를 적용함 ※ 단층 저소음포장은 (-3dB(A)) 소음저감 효과를 적용함

구분 일반 복층

평균 79.0 69.9

구분 단층 복층

평균
(일반포장대비)

76.1
(79.1)

68.3
(Ref.)

구분 최소 최대 평균

교통량(대/30분) 323 847 640

대형차 혼입률(%) 3.0 12.0 5.5

주행속도(㎞/h) 59.2 78.7 72.5

구분 최소 최대 평균

교통량(대/30분) 156 965 540

대형차 혼입률(%) 2.2 17.4 10.9

주행속도(㎞/h) 67.0 76.5 72.3

(단위 : dB(A)) (단위 : dB(A)) (단위 : dB(A))(단위 : dB(A))

소음도차

9.1

소음도차

7.8
(10.8)

구분 단층 복층

평균 
(일반포장대비)

100.1
(103.1)

92.3
(Ref.)

소음도차

7.8
(10.8)

구분 일반 복층

평균 
(일반포장대비)

101.4 90.5

소음도차

10.9

9.1dB(A) 소음저감 효과는 방음벽

14m 높이와 동일한 소음저감 효과입니다

█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결과(30분 단위 등가소음, 21회 평균) /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 CPX 측정결과 (총 32회 평균) / ISO 11819-2

용인시 흥덕지구

용인시 흥덕지구

세종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세종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78

80

70

76

68

74

66

72

64

0

100

102

104

106

92

98

90

96

88

94

86

0일반

일반 일반

9.1 저감

10.9 저감

복층일반 복층단층

단층복층 복층

7.8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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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포장 전용 장비로 시공 시 고른 온도분포 유지로 온도분리, 재료분리에 의해 발생되는 포트홀을 방지하여 도로의 

공용성 향상

복층 포설 전용장비 시공으로 포트홀 방지

108.9

72.8

66.1

100.1

104.4

*›114.2℃

*‹20.0℃

93.3

82.2

71.1

60.0
48.9

37.8

26.7

121.1

*›139.3℃

*‹20.0℃

93.3

65.6

37.8

복층포설 장비 시공(고른 온도 분포) 일반포설 장비 시공(국부적 온도저하)

In Line-Pave : 복층포설 전용장비(상·하부층 동시포장)

123

상부층

하부층

복층 포설 전용장비 시공

국부적 온도저하

1회 시공으로 상•하부 동시포설

2개 차선 및 2개 층 동시포장
내구성 향상, 공사기간 단축, 시공성 우수

Min
124.5

Mean
129.2

Max
132.1

기대효과

1) 획기적인 도로교통 소음저감(-9.1dB(A))    2) 경제성 및 예산절감

3) 도시미관, 조망권 확보     4) 빗길 교통사고 감소 

5) 미끄럼 방지효과 및 빗길 야간운전 안전성 향상

※ 빗길 야간 운전시 난반사가 없으므로 차선식별이 용이하고, 특히 여성·노약자의 야간주행 안정성 향상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구간 
(빗물이 정체되어 차선식별 어려움)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구간
(원할한 배수로 차선식별 우수)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구간 

(빗물이 정체되어 야간 난반사 발생)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구간

(원활한 배수로 야간 시인성 우수)

포장경계면

포장경계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빗길 교통사고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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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동일한 소음저감 효과 대비)

█ 초기공사비 (1km, 4차선 기준)

█ LCC (Life Cycle Cost) (1km, 4차선 기준)

※참고문헌 : 2010년 저소음 배수성포장의 확대시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담당관)

※참고문헌 : 2010년 저소음 배수성포장의 확대시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담당관)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km)

구 분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 방음벽(7M)
일반포장 + 방음벽(14M) 일반포장 + 방음터널 비고

유지보수기간
4년

(단기)
5.6년
(중기)

8년
(장기)

4년
(단기)

5.6년
(중기)

8년
(장기)

5년
(단기)

7년
(중기)

10년
(장기)

5년
(단기)

7년
(중기)

10년
(장기)

공사비 1,762 1,394 1,073 4,908 4,765 4,640 7,783 7,689 7,605 11,650 11,556 11,472

유지관리비용 71 71 53 53
(+)

비용

소음관련 편익 402 402 402 670
(-)

편익

사고관련 편익 671 671
(-)

편익

총비용 761 392 71 3,907 3,763 3,638 7,434 7,341 7,256 11,033 10,940 10,855

복층 포장대비 
증가액

- - - 3,146 3,371 3,566 6,673 6,948 7,184 10,272 10,547 10,783

기술검증 내구성 평가  

- 공극률 : 상·하부층 평균 22% 이상으로 소음 저감 효과 매우 탁월

- 칸타브로손실률 : 골재의 비산 저항성 우수, 특히 저온에서의 골재 탈리 또는 박리에 대한 저항성 매우 우수

- 인장강도비(TSR) : 상·하부층 평균 0.87로 겨울철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과 여름철 장마에 의한 수분저항성 우수

- 실내투수계수 : 상·하부층 평균 0.2cm/sec 로 배수능력 매우 탁월

➡   신기술 혼합물의 물성시험 결과 공극률 22% 이상으로 매우 높음에도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혼합물 및 아스팔트의 물성 시험 결과표(측정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11. 9)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결과

상부층 하부층

RSBS개질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 PG 82-22 PG 82-22

복층 저소음 배수성
혼합물

공극률 % 22이상 23.2 22.5

칸타브로
손실률

20℃

%

20 이하 10.2 10.5

- 20℃ 30 이하 12.4

인장강도비
(TSR, 1회 동결)

- 0.85 이상 0.87 0.87

실내투수계수 cm/sec 0.01 이상 0.2 0.21

<시험 전> <시험 후>

신기술 혼합물의 -20℃ 칸타브로 손실률 시험결과 사진

포이닉스의 신기술은 매우 경제적이며,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시킵니다

구 분 단위 수량 단가(원/㎡) 비 용 (원) 비 고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 14,000 36,927 516,978,000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 방음벽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 14,000 14,372
4,423,234,000 9배

방음벽(7m) ㎡ 1,000 4,222,026

일반포장
+방음벽

일반포장 ㎡ 14,000 10,466
7,518,940,000 15배

방음벽(14m) ㎡ 1,000 7,372,416

방음터널
일반포장 ㎡ 14,000 10,466

11,386,029,000 22배
방음터널 ㎡ 1,000 11,239,505

9배

15배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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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성능 보증제도 도입

공극 막힘에 대한 회복성 평가

시험구분 시험기준 청소 전 토사도포 후 청소 후 공극회복률 (%)

400㎖ 투수시간(초) 400㎖/10초 이내 5.66 불투수 5.85

96.8

15초 투수량(㎖) 1,000㎖/15초 이내 1060.0 불투수 1025.5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의 회복성 평가 결과(측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압 살수 진공흡입 차량을 이용한 청소> <고압 살수 차량을 이용한 노면 청소 후 노면 상태>

* 5년간 성능을 제도적으로 보증(보증보험 가입)

* 년 1~2회 소음측정(ISO11819-2, CPX)과 현장투수시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  교량부 및 천재지변이나, 차량화재, 교통사고 및 비정상적 사용, 금회 시공단면 이외(지반의 변형, 중층 기층에서의 손상) 등으로 발생한 파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보증에서 제외함

*  소규모 굴착공사 등에 의한 노면 파손시 즉시 보수 가능함 (자체 보유 장비이용, 아스콘 소량 생산 가능 → 1개 차로 폭을 기본 보수범위로 함)

보증항목 보증기간

소음저감 : 일반아스콘 대비 7dB(A)

5년내구성

기능유지를 위한 청소 무상지원

5년간 성능을 제도적으로 보증(보증보험 가입)

96.8

➡   상부층이 필터 역할을 하므로 공극막힘에 대한 회복률이 96.8%로 매우 높아, 소음저감 성능이 장기간 유지됨

기술개요

구조 및 단면도

RSBS(Radial type SBS) 개질제와 In Line-Pave(동시포설 장비)를 이용하여 복층 구조를 형성, RSBS 저소음 배수성 

혼합물을 상부층에, RSBS 고강도 개질 아스콘을 하부층에 동시에 포설하여 복층 구조를 형성시킴으로써, 도로교통 소음

저감 효과와 내구성 등을 향상시킨 고품질 포장기술

RSBS 복층 보급형 저소음 배수성 포장 구조도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구조도

2cm RSBS 저소음
배수성(상부층)          - 

- 5cm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3cm RSBS 고강도 개질
(하부층 : 조절층)       - 

- 일반 or 개질아스콘(조절층)

택코팅 - - 택코팅

- 택코팅

- 중층 or 기층(불투수층)

-  노면절삭 후 시공 시 별도 불투수층(조절층) 작업이
필요 없어 경제적.

-  RSBS 저소음 배수성 기능이 있는 아스콘과 RSBS 
고강도 개질 아스콘의 2개 층을 동시에 형성시켜 
소음저감효과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

RSBS 복층 보급형 저소음 배수성 포장

- 노면 절삭 후 저소음 배수성 포장 공사 시

 중층, 기층의 노후화로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불투수층(조절층)시공이 필요함

 ※ 별도 조절층이 없을 경우 단기파손 됨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

 중층 or 기층(불투수층) - 

2. RSBS 복층 보급형 저소음 배수성 포장

저렴한 비용으로 소음저감 효과와 내구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기술은 없을까요? 

복층 구조의 보급형 저소음 포장 기술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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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 성능과 내구성, 청소까지 유지 

관리하는 “5년 성능 보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술의 특ㆍ장점

우수한 소음저감 효과

- 기존 단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은 일반아스콘포장 대비 -3dB(A) 정도 수준으로 소음저감 효과가 미미

-  RSBS 복층 보급형 저소음 배수성 포장은 일반아스콘포장 대비 -5dB(A) 수준으로 소음저감 효과 향상

적용성

- 교량, 고가도로 등 수밀성을 필요로하면서 소음저감 효과를 필요로 하는 구간

-  방음벽, 방음터널 등 방음대책을 세웠으나 추가적으로 저소음 포장을 고려할 경우,     

단층 저소음 포장 보다 더 뛰어난 소음저감 효과가 필요한 구간

- 탁월한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구간(상부층 : 1등급 골재, PG 82-22)

- 뛰어난 소음저감 효과(-5dB(A)) 대비 우수한 경제성을 필요로 하는 구간

포이닉스가 포장한 도로는 다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      분 ①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
② RSBS 복층 보급형 

저소음 배수성
③ RSBS 단층 저소음 배수성 ④ RSBS 저소음 비배수성 포장

1. 형 상

2. 기 술 개 요

① RSBS 복층저소음배수성 : P. 4 기술개요 참고

② RSBS 복층보급형저소음배수성 : P. 13 기술개요 참고

③ RSBS 단층저소음배수성 : 기존 일반 밀입도 포장의 공극률(3~6%)보다 많은 20% 내외의 공극률이 있어 포장노면 두께 5cm정도 단층으로

    포설하여 빗물이 포장표면에 고이지 않게 배수시키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

④ RSBS 저소음 비배수성 : RSBS개질제 와 셀룰로오스화이버를 사용하여 골재의 탈리나 균열 및 노화를 방지하고 아스팔트의 피복두께를

    두껍게하여 고탄성 고점도로 저소음 효과를 실현

·환경영향평가 소음저감 대책으로 활용가능

·높은 분자량의 RSBS를 사용하여 제품 안정성, 내구성 등 제품 성능 매우 탁월

·소규모 굴착공사 등에 의한 노면 파손시 소량 생산 가능 (1개 차로 폭을 기본 보수 범위로 함)

3. 특 징

소음저감효과 9dB(A) 저감 5~7dB(A) 저감 3~5dB(A) 저감 2~4dB(A)

포 장 구 조
복층

(저소음배수성+저소음배수성)
복층

(저소음배수성+고강도개질)
단층

(저소음 배수성)
단층

(저소음 비배수성)

입  도 8mm , 13mm 8mm , 13mm 13mm , 19mm 10mm, 13mm, 19mm

장  비
In Line Pave

(복층 포설전용장비)
In Line Pave

(복층 포설전용장비)
일반 피니셔 일반 피니셔

공 극 률 ( % ) 상·하부층 : 22% 이상
상부층 : 22% 이상
하부층 : 3~6%

20% 2~4%

4. 적 용 사 례

·세종시 국도1호선 1,3공구

·과천시 중앙로

·용인시 흥덕지구 국도 42호선

·세종시 학나래교

·서울 능산지하차도

·창원 감계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신분당선 복선전철 4공구 · 덕영대로 저소음 도로포장    

정비공사

· 매탄동 주요도로 주변 환경    

개선공사

· 구매탄택지개발 사업지구내    

3단계 도로정비공사

· 전곡 해양산업단지 도로정비 

공사

·밤밭 고가차도

·수원역 고가차도

·신동택지개발지구

· 수원 이마트 주변 전면도로    

보수공사

· 수원 우만고가차도 소음 저감

시설 설치공사

5. 특허 및 신기술
·기술검증서 제 178호

·환경부 신기술 인증서 제367호

·특허 제10-1046746호

·특허 제10-0907869호

·특허 제10-0835670호

8mm

13mm 상부층 8mm

하부층 13mm
일반 아스팔트(불투수층, 기층)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표층)

저소음 비배수성

기  층

당사 저소음 포장 공법 리스트

복층 포설 전용장비(In Line Pave) 사용 복층 보급형 저소음 배수성 포장 단면사진

탁월한 내구성

① RSBS(Radial type SBS)개질재를 사용 결합력과 골재 피복 두께를 높임

② 5cm 두께에 3cm 불투수층을 형성 기존 포장의 크랙 • 반사균열 등 수분 침투 요소를 제거       

③ 복층 포설 전용장비(In Line Pave)를 사용 상•하부층간 높은 결합력이 발생되어 내구성이 우수함

④ 2개 층의 혼합물을 하나의 구조체로 형성 층간 접착 면에 전달되는 전단응력의 저항성을 높여줌

⑤ 동적 안정도, 인장 강도비(TSR) 공인기관 시험 결과 『4,033/mm, 0.88』로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수분 저항성과
  소성 변형성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남

※ 층간 강한 골재 맞물림이 발생하여 내구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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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저감 목표치가 현장별로 달라지는데,

당신의 현장에 적합한 저소음 포장 공법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