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ty noise has been serious social issues in Korea. In this paper, the new guidelines in 
railway noise which is prepared for MOE by authors are overviewed. This policy will be enforced 
beginning in 2006 with 5 year period. Details on the railway noise will be demonstrated at the 
presentation.





구  분 내            용

현  황

 피해노출인구는 주  야 전시간대 174만명 수준으로 전 국민의 3.8%에 이르고 있음
 전국 도심지역 34개지점 중 지상보다 고층의 소음도가 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곳이 11개 지점이며,그중 낮보다 밤이 9개소 많음 
 고속철도운행에 의한 통과회수 증가로 철로변 주민의 민원발생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경 부축 소음 환경이 최근 3~5dB 증가
 철도변에 따라 피해인구가 밀집되어있어 단위 길이 당 집중도는 생활소음 전 

  분야에서 최고수준.
 저소음 철도설계기준 부재 
 방음대책 수립 시, 투자대비 효과가 대단히 높은 분야임.

문제점

 철도소음이 등가소음도 (Leq) 인 에너지 평균으로 규제되고 있어, 철도소음 
  한도치와 주민반응도의 차이로 민원발생

(주민의 피해정도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음.)
 철도변 저소득층 주택은 차음이 열악한 구조임.
 예산부족에 따른 방음시설 투자가 낮은 수준임.
 철도차량 및 궤도관리시 적용할 소음기준이 없음
 수도권 철도변지역의 고층화로 민원은 가중되나 , 고층의 경우, 마땅한 

  방음대책이 부재. 
 기존선의 유지관리는 철도공사가, 신선의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원화 되어있음

철도소음

o 철도소음기준 설정 및 평가방법 합리적 검토
- 철도소음 환경기준 설정
- 철도제작차 소음실태조사 및 평가방법 연구
- 철도제작차 소음기준 설정
- 철도소음 평가방법 합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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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철도소음관리 강화
- 철도차량 등 발생원 소음방지대책 강구
- 철도변의 방음대책 강구
- 철도변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운영
- 철도소음 자동모니터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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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적정관리를 통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추진전략

제시제시제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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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요 주요 주요 추진 추진 추진 추진 대책 대책 대책 대책 선정선정선정선정

도로소음 도로소음 도로소음 도로소음 
관리관리관리관리

철도소음 철도소음 철도소음 철도소음 
관리관리관리관리

항공기 항공기 항공기 항공기 
소음관리소음관리소음관리소음관리

공사장 공사장 공사장 공사장 등 등 등 등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소음관리소음관리소음관리소음관리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건물내 건물내 건물내 건물내 

소음관리 소음관리 소음관리 소음관리 등등등등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법법법법ㆍㆍㆍㆍ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정비정비정비정비

    조사조사조사조사 연구연구연구연구

    유관기관간 유관기관간 유관기관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협력체계 협력체계 협력체계 구축구축구축구축

    대국민 대국민 대국민 대국민 홍보 홍보 홍보 홍보 강화강화강화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