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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실제 주행하는 철도가 지나가는 터널에서 유발되는 안전사고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과,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고, 철도가 터널을 운행하는 상황을 

구현하여, 너털에서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상황 데이이터들을 센서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실시간 감지를 통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상황 지원을 위한 실시간 인지시스템 

모델을 설계하고 지원한다. 

키워드: 철도 터널(Railway Tunnel), 진동(Vibration), 소음(Noise), 화재(Fire Incident), 

실시간 처리(Real-time Processing), 센싱(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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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열차가 주행하는 과정에서, 터널의 특성과 재질에 의해 평소보다 

터널을 주행할 때 더 큰 소음과 진동이 유발된다.[1][2]

이미 터널 구간 위에서 거주중인 주민들의 주택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터널 내부에서의 열차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의한 주민 피해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으며,[3]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장기간 반복된다면 터널 주변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들도 스트레스로 

인해 서식처를 옮기거나, 심한 경우 이동 중 차량 사고를 당하거나 

집단 폐사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열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터널 모형의 내, 외부에서 수집된 소음과 진동의 정보를 제공하

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하고, 터널 내부 화재상황 

및 주변 야생동물들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지원하는 실시간 

인지시스템을 구현한다.

II. Related works

국내에서는 이미 철도가 터널을 주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

키기 위하여 재료에 따른 차음재 성능 평가 등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4]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미기압파를 저감하기 위한 반영구 후드 개발에 

성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소음과 진동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

소음과 진동에 따른 야생동물의 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도 존재하며,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너구리 및 족제비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소음과 

진동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6]

만약 야생동물이 거주하던 지역에 철도 터널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주하거

나 그 과정에서 로드킬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화재에 관한 분석도 

실제 화재규모에 따른 피해 추정을 기본으로 하며, 위험성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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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철도 터널에서 발생하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의 기준을 선정한 뒤, 

실제로 열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터널 내, 

외부에 소음, 진동센서와 주변 야생동물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 그리고 화재 감지를 위한 불꽃 및 가스감지 센서를 부착한다.

이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위험 상황으로 분류되는 값들에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Selection of criteria to be classified as hazardous 

situations

위험 상황으로 분류되는 소음과 진동의 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 25조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9]

대상지역 구분

위험 상황 기준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음

(LeqdB(A))
70이상 60이상

진동

(dB(V))
65이상 60이상

Table 1. Noise and vibration standards

철도 터널 모형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측정값이 명시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더해, 초음파 센서로 주변 야생동물의 

움직임이 확인되거나 불꽃 및 가스감지 센서를 통해 터널 내부의 

화재를 감지했을 때를 위험 상황으로 선정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

2. System Architecture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다음 Fig.1과 같이 설계하였다.

Fig. 1. 실시간 인지시스템의 전체 구조

각 센서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은 서버에서 제어하여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거나, 실시간 정보로 제공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또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철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3. The Scale Model for Railway Tunnel

Fig. 2. 철도 터널 모형 및 센서 환경

구현한 환경에 부착한 센서들의 정보는 Table 2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센서명 사용목적 사용 수량

아두이노 초음파센서

HC-SR04

야생동물의 

움직임 감지
1

아두이노 화염 불꽃 

감지 센서 모듈
화재 감지 1

아두이노 메탄가스 

MQ-4 가스센서모듈
화재 감지 1

아두이노 고감도

사운드 센서 모듈

주변의

소음 감지
3

피에조 진동센서모듈
주변의 진동 

감지
3

Table 2. Characteristic of sensors

철도 터널모형 주변환경에 부착한 센서들에서 수집된 정보를 아두

이노 통합개발환경에서 제어하고, 센싱된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운영 

및 제어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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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tabase Processing

Fig. 3. Data Store Procedure by sensors

터널 모형에 부착한 아두이노 센서들에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들

은 Oracle 18c에 저장하는데, 저장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데이터들의 정보를 Collecting Table, Processing Table, 

Notable Table의 세가지 테이블에 나누어 저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테이블들의 역할은 Table 3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테이블 명 역할

Collecting Table

각 센서에서 발생하는 스트림 데

이터들을 센서 식별자를 기준으

로 정리해서 삽입한다.

Processing Table

Collecting Table의 데이터를 종

합하고,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하여 웹 브라우저로 보낸다.

Notable Table

Processing Table의 데이터 중 

위험 수치 이상의 데이터를 기록

하고 웹 브라우저로 보낸다.

Table 3. The role of tables to store data

5. User Application Configuration

Fig. 4는 프레임워크와 SSE를 통하여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출력하

는 과정에 대한 구성도이다.

Fig. 4. Process of Data Output through Framework

Oracle 18c의 Processing Table과 Notable Table에 저장된 데이

터들을 SSE를 통해 갱신시 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푸시하여 

브라우저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5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플랫폼 간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과정을 

구성 아키텍쳐이다.

Fig. 5. Web Application Configuration

클라이언트와 서버 플랫폼이 HTTP를 통한 이벤트 기반 통신을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림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후 HTTP내에서 처음 연결을 성공하면 초기 요청이 없어도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철도 터널모형의 센서들에서 수집한 센싱 

데이터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푸시하며,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

터 또한 일정 시간마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고 

브라우저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열차 모형이 터널을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데이터와, 화재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센서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필터링되어 제공되

며, 이를 통해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거나 터널 내부에

서 화재 상황이 감지되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긴급 문자등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지점

에는 저상방음벽 및 간섭형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 부착하며 효과적인 

차음재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소음과 진동의 저감을 통하여 주변 주민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

의 비교적 쾌적한 생활과 초음파 센서를 통해 감지한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재 감지시에는 알림에 더해 터널 

내부의 조명을 조작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한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센싱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에 관한 활발한 연구는 

철도/국토 개발 뿐 아니라 의료, 국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296

ACKNOWLEDGEMENT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R1A2C1101867).

REFERENCES

[1] Jae Chul Kim, Dong Hoon Lee / “Analysis of Noise 

Characteristic in Tunnel for Railway” 2014

[2] Sung Kwon Ahn, Eun-Seok Bang, Bae Lee / “Field Tests 

Investigating the Ground Borne Vibration Induced by 

Underground Railway Tunnel” 2010

[3] “Can’t live because of KTX vibration and noise”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

0307000132“

[4] Seockhyun Kim, Hojin Lee, Jung-tae Kim / “Sound 

Insulation Strategy for the Tunnel Noise in a High Speed 

Train” 2012

[5]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Develops High-Speed Rail Tunnel Noise and Vibration 

Reduction Technology” https://www.ikld.kr/news/articleVi

ew.html?idxno=209390

[6] “Capability of Cooperation MTS and GIS, Future 

Prospects” “https://www.reseat.or.kr/portal/cmmn/file/file

Down.do?menuNo=200019&atchFileId=06dde1f4c33b49

07b848839b7741ce1e&fileSn=1&bbsId=”

[7] Wang, Jong-Bae, Hong, Seon-Ho, Kim, Sang-Ahm, Park, 

Ok-Jeong / “A study on the fire risk analysis on the 

railway tunnel and subway area” 2003

[8] Jun-Seok Choi, Byung-Il Choi, Myung-Bae Kim, 

Yong-Sik Han, Yong-Jae Jang, Yu-Whan Lee, Nak-Soon 

Hwang, Phill-Young Kim / “The Risk Assessment of 

Tunnel Fire Through Real Scale Fire Test” 2002

[9]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https://www.law.go.

kr/%EB%B2%95%EB%A0%B9/%EC%86%8C%EC%9D

%8C%E3%86%8D%EC%A7%84%EB%8F%99%EA%B4

%80%EB%A6%AC%EB%B2%95%EC%8B%9C%ED%9

6%89%EA%B7%9C%EC%B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