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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wn town passage segment which follows in the straight line which follows recently in high speed of 
the railway and rail construction is increasing. Also according to quality of life improvement of the citizens 
whom follows in national income increase the resident demand only becomes larger day by day about a 
environmental creation which is comfortable and house environmental etc. Demand of the citizens is not the 
problem of today yesterday about like this railway mean of transportation and with the fact that continuously 
will increase in future.
This study is to predict and reduce railway noise from the conventional PSC-beam bridges  which passes 
through urban areas under the government strateges of speed and weight increases of railw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a proper noise prediction method for designing pleasant roadside environments. 
The railway design including existing line reconstructions should minimize curved alignment to increase train 
speed to 180~200km/hr under the government's long-term planing such as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2000~2020), National Intermodal Transportation Plan (2000~2019) and National Railroad 
Network Establishment Plan (2006~2015), Since the PSC-beam bridges are mainly used for bridge structures 
urban areas, nois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nd analyzed to recommend the noise prediction methods for 
each type and speed of train respectively.

1.  서  론

  우리나라가 OECD 가입(1996.12) 이후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 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

상과 함께 철도를 포함한 반 인 교통시스템에 한 사회  요구가 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철

도교통으로 인한 불편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정온한 주거환경 등 쾌 한 환경에 한 철도교통수

단에 한 국민들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

년) 등 국내 철도건설계획을 살펴보면 속도경쟁력  안 성․친환경성․쾌 성 등의 향상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철도는 운행속도를 향상(180~200km/h 이상)하고, 이 목표를 달

성하기 하여는 철도선형의 직선화(기존선 속도향상 등)가 필요하다. 한, 주요 철도역에 30분 이내 

근하기 한 도심구간 통과 등 철도는 이제 국민들의 생활과 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속도향상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심구간 관통과 이에 따른 노선 직선화가 필연적으로 요

구된다. 이러한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교량구조물 중 PSC-beam 교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많은 실

정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980년  이후부터 재까지 완공된 철도교량의 80%가 PSC-beam 교량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철도의 고속화, 량화 정책에 따라 도심지 구간을 통과하는 일반철도 PSC-beam 교량에서

의 철도소음 측  감방안에 한 연구를 통하여 PSC-beam 교량에서 소음 측에 사용하는 소음측

정 결과를 분석하여 거리에 따른 차종별․속도별 소음도 측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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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론

2.1 철도소음 평가방법의 이론  배경

2.1.1 등가소음도(equivalent noise level ; )

   등가 소음도란 변동하는 소음의 에 지 평균 벨, 즉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변동 소음에 지를 시간

으로 평균하여 상용 수를 취해 10을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그림 1] 시간 T동안 음압 벨 

높은 세기의 음원으로부터 음압 벨 이   시간율간 지속되고, 낮은 세기의 음원으로부터 음압 벨 

가   시간율간 지속될 때 등가소음도()는 다음과 같다.

  log ×


 × 


   
여기서,   : 등가소음 벨                  : 높은 소음원의 음압 벨

          : 낮은 소음원의 음압 벨        : 높은 소음원의 발생 시간율

          : 낮은 소음원의 발생 시간율

2.1.2 최 소음 벨(Lmax)

  자유 음장에서 열차통과시의 최  소음 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max     log

  log


 

여기서, L0 : 열차가 의 속도로 주행시 궤도에서 떨어진 치

     표 높이에서의 기  소음 벨

        k : 열차 길이에 따른 거리 함수계수

        d : 수음 과 궤도 심간 거리

        : 지향성 보정값

2.1.3 노출시간 산정방법 

  철도소음에서 노출시간은 소음이 발생하여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통상 소음 벨이(Lmax-10) 

dB(A)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을 말한다. 많은 측정 결과 노출시간은 열차의 길이 속도 궤도로부터의 거

리등에 의존하게 되며 다음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한 간단히    

 


 여기서,   : 노출시간, ℓ : 열차길이, d : 측정거리, V : 열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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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노출시간을 이용한   계산 방법

  등가소음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max




2.2  PSC-beam 교량 인근 연변소음의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PSC-beam 교량에서 주변소음을 거리별, 높이별로 측정하 다. 측정지역은 라선 

PSC-beam 교량 구간의 3 치이며 측정장면은 <사진 1>에, 단면도는 <그림 2>, <그림 3>에 나타내었다.

2.2.1 조사 치  경

① 

③ ② 

  <그림 2> PSC-beam 교량의 소음측정 치 단면도(A)

25m 25m

3.5m

CH1

CH2

CH3

CH4

측정지

CH1 : 고가교량상부 일 심 3.5m거리, 일에서 1m 높이

CH2 : 고가 직하부, 지상1.5m 높이.

CH3 : 일 심에서 25m 거리, 지상 1.5m 높이.

CH4 : 일 심에서 50m거리, 건물 19층 옥상

         <그림 3> PSC-beam 교량의 소음측정 치 단면도(B)

CH1 마이크로폰 치 CH2 마이크로폰 치 CH3 마이크로폰 치 CH4 마이크로폰 치

<사진 1>  측정 경

2.3  PSC-beam 교량 인근 연변소음의 실태조사 결과

  거리  높이별 소음측정 결과는 열차 정상운행시 평균소음도  최 소음도는 <표 1>과 같으며 각 

측정 치에서 열차 통과시 측정한 소음도는 <표 2> ～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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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열차 정상운행시 측정결과

열차제원
측정지

평균소음도(Leq) 최 소음도(Lmax)

No. 차종 방향 열량수 속도(km/h) 선로변 고가 25m지 선로변 고가 25m지

1 화물차 하행 6 84 90.7 85.8 70.6 106.8 95.8 75.2

2 무궁화 상행 8 84 87.6 83.2 77.3 110.9 94.6 81.3

3 새마을 하행 9 99 89.7 85.7 72.2 101.1 96.6 77.7

4 새마을 상행 8 99 92.2 84.6 77.4 108.6 96.1 82.3

5 화물차 하행 17 87 94.1 89.4 76.0 105.2 97.4 79.4

6 무궁화 상행 13 102 92.5 88.5 75.5 105.7 98.7 82.1

7 무궁화 하행 8 104 91.1 86.9 73.3 108.7 98.3 79.4

8 화물차 하행 20 87 95.1 91.5 78.0 110.5 100.1 81.3

9 무궁화 상행 8 90 90.9 84.7 73.7 105.7 92.8 80.1

10 새마을 상행 9 95 92.9 86.0 77.3 109.7 93.6 82.9

11 새마을 하행 8 120 92.6 90.0 76.7 106.5 98.9 83.2

12 무궁화 상행 8 95 92.9 86.6 76.7 109.3 94.9 82.9

13 무궁화 하행 8 95 90.3 86.3 72.5 104.3 93.5 78.0

14 통일호 상행 6 87 92.2 88.8 73.9 105.2 94.5 78.8

15 무궁화 하행 8 110 92.8 88.6 75.0 106.5 96.4 81.0

16 화물차 상행 20 68 94.8 89.8 80.5 110.7 97.2 85.7

17 무궁화 하행 13 112 93.2 90.0 76.4 108.3 98.3 83.3

18 화물차 상행 6 109 96.5 93.1 79.3 107.5 99.2 84.4

19 화물차 하행 14 64 89.1 86.8 72.2 102.0 94.5 77.4

20 무궁화 상행 9 89 93.3 87.3 76.4 108.8 94.0 82.9

평 균 10.3 93.9 91.1 87.7 75.5 107.0 96.2 80.9

구 분 열량수
통과

시간

속도

(km)

CH 1(dBA) CH 2(dBA) CH 3(dBA) CH 4(dBA)

Leq Lmax Leq Lmax Leq Lmax Leq Lmax

1 9 9.2 83 92.8 101.8 87 95.1 72.6 78.2 72.3 76.4

2 13 11.0 100 94.4 102.2 87.8 95.1 73.7 78.5 74.2 79.7

3 8 6.8 87 94.6 103.5 88.4 96.7 73.7 78.3 74 77.7

평균 10.0 9.0 89.9 93.9 102.5 87.7 95.6 73.3 78.3 73.5 77.9 

<표 2> 무궁화 상행 80-100km/h 통과시의 소음도

구 분 열량수
통과

시간

속도

(km)

CH 1(dBA) CH 2(dBA) CH 3(dBA) CH 4(dBA)

Leq Lmax Leq Lmax Leq Lmax Leq Lmax

1 13 10.0 96 96.2 104 88.6 96 73.8 79.7 78.2 82

2 8 6.0 99 95.8 103.5 89.2 96.8 73.8 80.9 78 80.7

3 8 6.3 94 95.1 104 87.9 95.5 72.6 79.4 76.5 79.9

4 8 6.3 94 98.5 107.3 92.2 100.3 76.6 82.8 79.8 82.9

평균 9.25 7.1 96 96 105 89 97 74 81 78 81

<표 3> 무궁화 하행 80-100km/h 통과시의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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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열량수
통과

시간

속도

(km)

CH 1 (dBA) CH 2 (dBA)

Leq Lmax Leq Lmax

1 9 8.70 88 89 98.4 83.4 90.9

2 8 7.20 94 98.8 107.7 90.5 96.3

3 9 7.68 99 96.1 105.2 86.9 93.4

4 9 9.44 81 90.2 98.8 85.0 92.1

5 8 6.14 110 95.3 105.5 86.1 94.7

6 8 6.00 113 92.9 102 86.6 93.1

평균 8.5 7.5 97.4 93.7 102.9 86.4 93.4 

<표 4> 새마을 상행 통과시의 소음도

구 분 열량수
통과

시간

속도

(km)

CH 1 (dBA) CH 2 (dBA)

Leq Lmax Leq Lmax

1 8 5.80 117 93.3 102.8 86.4 94.9

2 9 7.49 102 95.6 102.5 90 96.4

1 8 6.24 108 92.6 102.1 87.4 95.9

1 9 7.19 106 96 105.5 88.3 95.8

평균 8.5 6.7 108.2 94.4 103.2 88.0 95.8 

<표 5> 새마을 하행 통과시의 소음도

<표 6> 운행조건별 1시간 등가소음도 측정결과

구  분
등가소음도 측정값, dB(A)

운행열차 암소음
A동 옥상 B동 옥상 B동 13층

정상운행 

주간 1 66.7(90.7) 66.8(90.0) 69.2(93.6) 7 53～57

주간 2 64.4(90.1) 64.5(90.0) 65.4(91.0) 3 , 4 52～58

야  간 62.9(89.9) 64.3(89.0) - 3 44～51

※ 호(  ) 안은 최 소음도(Lmax) 측정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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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상운행 열차 통과시 주 수특성 

(화물열차, 하행, 20량, 통과속도 87km/h)

<그림 5> 정상운행 열차 통과시 시간선도

(화물열차, 하행, 20량, 통과속도 87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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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상운행시 거리별 음압 벨 측정결과

2.4  결과 고찰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행에 비해 하행이 속도가 빨랐고 무궁화 열차의 경우 평균 통과소음

도나 최 소음도의 경우 하행이 1～4 dB(A) 정도 큰 소음도를 나타내었다. 새마을 열차의 경우도 상행

보다 하행방향으로 열차 통과시 평균 통과소음도  최 소음도에 1～2 dB(A) 큰 소음도를 나타내었다. 

  고가상부와 고가하부사이에서는 6～8 dB(A) 정도 소음감소가 이루어졌고, 무궁화 열차의 경우 고가

심에서 25m 떨어진 도로 와 건물19층옥상 의 경우 소음도가 비슷한 수 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당

해구간에서 방음벽에 의한 회 효과와 옥상 까지의 거리 증가에 따른 효과가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운행조건별 1시간 등가소음도 측정결과 정상운행시는 주간 66 dB(A), 야간 64 dB(A)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측정결과는 행 소음진동 리법  동법 시행규칙의 철도소음한도 주간 70, 야간 65 dB(A)를 

넘지는 않고 있으나, 복선 공사시  열차 운행횟수 증가시에는 철도소음한도를 과할 것으로 상된

다. 호안은 1시간 측정하는 동안 열차운행시 최 소음도를 나타내며, 치에 따라 81-94 dBA의 분포

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5  PSC-beam 교량 소음특성 분석

  PSC-beam 교량의 차종별, 거리별 소음도 측정결과는 <표 7>와 같고 콘크리트교에서 측정거리에 따

른 차종별 소음도를 회귀분석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으며  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도를 수음  거리

별로 회귀분석하여 <그림 8>에서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표 7> PSC-beam 교량 차종별 측정거리에 따른 평균소음도

  구분  

차종
행선

열량

수

속도

(km/h)

거리, ( )는 높이 (m)
비   고2.0

(G1.0)
0.0

(L1.5)
25.0

(G1.5)
50.0

(G1.5)

새마을

교량A 8.7 97.7 91.6 85.4 75.6 - 

온  도 : 12.5℃

상 습도 : 91 %

바  람 : 미풍

날  씨 : 맑음

암소음:

42～45 dB(A)

B상행 8.5 97.4 93.7 86.4 - -

B하행 8.5 108.2 94.4 88.0 - - 

 평균 8.57 101.10 93.23 86.60  75.6 - 

무궁화

교량A 9.25 95.0 90.5 85.8 75.0 -

상행 10.0 98.9 93.9 87.7 73.3 73.5

하행 9.25 96.0 96.0 89.0 74.0 78.0

평균 9.50 96.63 93.47 87.50 74.10 75.75 

화물차 평균 13.8 87.0 94.2 90.0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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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SC-beam 교량에서 측정거리에 

          따른 차종별 소음도 분석

<그림 8> PSC-beam에서 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도 분석(측면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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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SC-beam 교량에서 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도 분석(교량하부, 지상1.5m) 

<그림 10> PSC-beam 교량에서 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도 분석(측면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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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PSC-beam 교량에서 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도 분석(측면50m)

  이와 같이 PSC-beam 교량의 거리별, 속도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PSC-beam 교량에서의 차종별 운행속도는 화물차(87 km/h) < 무궁화(96.6 km/h) < 새마을호(101.1 

km/h) 순으로 나타났다.

② 차종별 선로변에서 운행소음 벨은 새마을호(93.2 dB(A)) < 무궁화호(93.5 dB(A)) < 화물차(94.2 

dB(A)) 순으로 나타났다.

③ 수음  25m 치에서의 소음 벨은 무궁화호(74.1 dB(A))  < 새마을호(75.6 dB(A)) < 화물차(76.9 

dB(A))순으로 나타났다.

운행소음 벨은 속도보다 차종에 따른 향이 큼을 알 수 있다.

④ 선로변을 기 으로 수음 (25m)까지의 소음감쇠는 10～22 dB(A)정도이며 평균 16dB(A)의 소음감쇠

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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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PSC-beam교량의 차종별, 거리별, 열차속도별 소음도를 <그림 5> 에서 <그림 9>에 회귀분석에 의

해 다음과 같은 측식으로 나타내었다.

⑥ PSC-beam교에서 소음측정거리에 따른 차종별 소음 측식은 

   - 새마을 NdB(A)= - 0.6131L + 91.724,

   - 무궁화는 NdB(A)= - 0.3570L + 90.444,

⑦ PSC-beam교 측면 3.5m지 에서 열차평균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 측식은 다음과 같다.

   - 새마을 NdB(A)= 0.0789V + 85.946,

   - 무궁화는 NdB(A)= 0.2326V + 73.45,

⑧ PSC-beam교량 하부 지상 1.5m지 에서 열차평균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 측식은 다음과 같다.

   - 새마을 NdB(A)= 0.0497V + 81.858,

   - 무궁화는 NdB(A)= 0.1313V + 74.888,

⑨ PSC-beam교 측면 25m지 에서 열차평균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 측식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는 NdB(A)= - 0.0239V + 76.443, 

⑩ PSC-beam교 측면 50m지 에서 열차평균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 측식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 NdB(A)= 0.2484V + 52.665. 

3 .  결  론

  PSC-beam 교량에서 소음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거리에 따른 차종별․속도별 소음도 측식을 제안하

다. 이 식은 향후 건설되는 PSC-beam 교량에서 소음 측시 활용이 가능하리라 단된다.

3.1 거리별 소음도 분석결과

  PSC-beam 교량에서 거리에 따른 차종별, 속도별 소음도를 회귀분석법에 따라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PSC-beam 교량에서 소음측정거리에 따른 차종별 소음 측식[단 , NdB(A)]

                 - 새마을 : N=-0.6131L + 91.724

                 - 무궁화 : N=-0.3570L + 90.444

                여기서, N : 소음도, L : 거리

3.2 열차속도별 소음도 분석결과

  PSC-beam 교량에서 열차속도에 따른 거리별 소음도를 회귀분석법에 따라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PSC-beam 교량에서 속도에 따른 차종별 소음 측식[단 , NdB(A)]

  거리

차종 
수음  3.5m

수음  0.0m

교량하부1.5m
수음  25m 수음  50m 비고

새마을 0.0789V+85.946 0.0497V+81.858 V:속도

무궁화 0.2326V+73.45 0.1313V+74.888 -0.0239V+76.443 0.2484V+5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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