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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environmental noise analysis was performed for large power plant and desalination plant. Ray tracing method 

was used to predict inside noise of turbine building. It is important to design the plant with the allowable noise level. To 

improve the accuracy, main noise sources were estimated based on the field data. As the results of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noise levels slightly exceed the specified noise limit in turbine building inside. In order to reduce the noise level, adding 

sound-absorbing materials to inside wall of turbine building was suggested and verified with the confirmed analysis model. 

1. 서서서서 론론론론 

최근 유가 상승으로 중동 지역의 개발이 매우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발 맞추어 대형 플랜

트의 건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독립수전력 

방식(IWPP,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

의 담수 및 발전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 부지 내에 복합화력발전소

와 담수 플랜트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으로 독립된 

기업이 운영을 맡아서 전력과 담수를 생산하게 된다. 

이 중 복합화력발전은 종전의 단순발전플랜트

(SCPP)에 비해 평균 발전 효율이 10% 이상 높은 

고휴율 발전방식으로서, 주 발전기인 가스터빈과 가

스터빈에서 나온 배열을 회수하여 동력용 고압고온 

증기를 발생시켜 주는 배열회수보일러, 이 증기를 

이용하여 구동되는 증기터빈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담수플랜트는 해수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도로 제거해 주는 설비이

다. 

통상 이러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여러 가지 

환경규제 조건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중 소음도 

중요한 규제요건의 하나로 그 요구 수준이 날로 다

양해지고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발

전 용량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그 소음 수준도 커질 

수 밖에 없고 담수화 장치에 의한 소음도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플랜트의 설계 단계에서 환경 소음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독립수전력 플랜트

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및 담수화 장치에 의한 주변 

환경에서의 소음을 예측하고 평가하였다.  
 

2. 플랜트플랜트플랜트플랜트 외부외부외부외부 소음소음소음소음 예측예측예측예측 

2.1 소음해석소음해석소음해석소음해석 모델모델모델모델 작성작성작성작성 

 

플랜트의 옥외 소음해석은 주로 ISO 9613 의 내

용을 따라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거리감쇠에 의한 

부분이 가장 크고 지표 및 대기조건에 의한 초과감

쇠, 공기의 흡수에 의한 영향, 건물 또는 장벽에 의

한 투과손실, 반사, 회절 등을 고려하였다. 소음예측

은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ENPro 3.0[1]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소음해석 절차를 도시하면 Fig.1 와 같

다. 

 
Fig.1 Outdoor noise calcul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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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대상은 2,500 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와 

1 일 80 만 입방미터의 담수를 생산하는 담수플랜트

가 동시에 있는 대규모의 독립수전력 방식 플랜트이

다. Fig.2 와 Fig.3 에 해석 대상 플랜트의 배치도와 

조감도를 나타내었다. 복합화력발전소의 주소음원은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및 HRSG 가 있다. 터빈의 본

체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매우 크지만 공장 건물 내

부에 있으므로 외부로 방사되는 수준은 작은 편이다. 

따라서 주로 가스터빈의 흡기 및 HRSG 의 스택을 

통해 방사되는 배기가스 소음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다중효용(multi effect)법 방식이 적용된 담수플

랜트는 증발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한

다. Fig.4 는 유사한 담수플랜트의 정상 가동 중의 

소음계측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하

여 해석 대상 담수플랜트의 음향파워레벨을 추정하

였다. 각각 추정된 주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가스터빈의 흡기 및 배열회수보일

러의 배기소음은 주로 저주파 대역의 성분이 지배적

이고 담수플랜트의 소음은 1k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펌프, 압축기 및 환기 시스템 등 많은 

소음원이 있으며 이들 또한 소음 예측을 위한 음원 

모델에 포함하였다. 한편 음원 모델을 Fig.6 에서 보

여주고 있는데 빨간색 상자가 소음원을, 파란색 상

자가 건물이나 저장 탱크 등을 모델링 한 것이다.  

 

 

 
Fig.2 Layout of power plant 

 

 
Fig.3 Air view of power plant 

  

 

 

 
Fig.4 Measurement result of desalin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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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Evaluated Sound Power Level of nois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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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Noise prediction model 

 

2.2 소음소음소음소음 해석해석해석해석 

 

추정된 소음원 수준을 바탕으로 플랜트 전 기기가 

정상 가동되는 조건으로 환경소음 해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를 Fig.7 에 나타내었다. 한편 이 지역의 

소음 규제치는 플랜트 경계에서 75 dB(A)이며 예측 

결과 이 수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7 Predicted noise contour 

 

 

 

3. 공장공장공장공장 내부내부내부내부 소음소음소음소음 해석해석해석해석 

터빈이 설치되는 공장 내부에 대한 소음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터빈 공장은 폭이 42m 에 길이가 

590 m 에 달한다. 내부에 Fig.8 과 같은 대형 가스터

빈 12 기와 스팀터빈 4 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매우 

큰 소음이 예상된다. 작업자 안전성을 고려한 공장 

내부의 소음 규제치는 최대 90 dB(A) 이다. 

공장 내부의 소음은 음선 추적법(Ray Tracing 

Method, RTM)과 거울 형상 음원법(Mirro Image 

Source Method, MISM)을 근간으로 하는 상용프로

그램인 Raynoise 를 사용하여 예측하였다. 복잡한 

배관과 각종 장치들이 들어차 있는 터빈 공장 내부

를 상세하게 모델링 하는 것은 소음 수준의 예측에 

있어서 불필요하므로 주요 소음원인 가스터빈과 스

팀터빈 및 그에 따르는 발전기 세트만을 고려하였다. 

터빈의 외형은 금속 판넬로 모델링 하여 반사 효과

를 반영하였다. 한편 소음원은 터빈의 각 면에 대해

서 기여도를 반영하여 면음원으로 모사하였다. 작성

된 소음 해석용 모델을 Fig.9 에 나타내었다. 공장 

내부의 소음은 주소음원인 터빈 근처에서 최대로 나

타날 것이다. 이 해석의 목적이 내부소음의 최대 크

기와 위치 등을 예측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음 수준

을 계산하는 포인트는 주소음원 근처 2 ~ 3m 이내

로 한정하였다. 예측된 결과를 Fig.10 에 나타내었는

데, 스팀터빈 주위 1m 에서 최대 88 dB(A) 정도로 

나타나고 가스터빈  근처에서는 최대 90.7 dB(A)의 

수준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발전소 내부의 최대 소

음허용치인 90 dB(A)를 넘는 값이다. 이미 터빈 쪽

에 차음상자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음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음 성능이 더 좋은 벽체로 교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 벽의 주요 부분을 흡음재 

처리 했을 때의 2 차 해석 결과를 Fig.11 에 나타내

었는데, 최대 88.2 dB(A) 정도로 약 2.5 dB 낮아지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8 Gas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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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oom-out model 

 

 
(b) Zoom-in model 

Fig.9 Noise prediction model 

 

 

 
(a) Around gas turbine 

 
(b) Around steam turbine 

Fig.10 Noise contour of turbine building inside 

 

 

 

 
(a) Around gas turbine 

 
(b) Around steam turbine 

Fig.11 Noise contour with sound-absorbing materials 

 

4.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독립수전력 방식(IWPP) 플랜트의

주요 소음원을 파악하고 주변환경에서의 환경소음 

을 예측하였다. 또한 음선 추적법을 사용하여 가스

터빈 및 스팀터빈에 의한 발전공장 건물 내부의 소

음 수준을 평가하였다. 일부 주요 소음원에 대해서

는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역산정하여 해석에 반영하

였다.  

해석결과 발전 공장 내부의 소음수준이 규제치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낮추기 위해 건

물 내부에 흡음재를 추가하는 안에 대한 해석적 검

토를 수행하였고 약 2.5 dB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발전 플

랜트의 설계 단계에서 공장 내부 및 외부의 소음 수

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유사한 독립수전력 방

식의 플랜트에 대한 소음수준 예측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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