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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하철 인근 지역에서 차량 통과 시 차륜과 레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진동이 지반을 통하여 

건물까지 전파되어 구조전달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전달음이 발생하는 지하철 인근 지

역에서 도로나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인 경우, 완공 이후에 발생하는 구조전달음 영향

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일부 역사에

서의 구조전달음을 측정하고 국외의 예측식을 검토하여 구조전달음의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

한다. 따라서 국내 지하철의 구조전달음 예측에 대하여 국외 예측식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건설될 지하구간 역사의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구조전달음을 예측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1) 1. 서  론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도시교통의 혼

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 및 지하철 등 교통망

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망의 확충은 한편으

로는 건설지역에 대한 조용한 환경을 침해하는 잠재

적 사회문제를 내포한다. 도로나 철도가 신설되거나 

공동주택 등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인 지역

의 경우, 완공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면 향후 소음으로 인한 여

러 분쟁 및 민원 발생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지하구간에서 철도차량 운행 시 지반진동에 의

한 구조전달음 예측식이 각국에서 연구된 바 있으

며, 이러한 예측식은 미국, 일본 등에서 주로 해당 

현장 계측자료를 분석하여 제시된 것으로서 활용하

기가 용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1,2] 그러나 

† 교신저자 ; 정회원, (주) 유니슨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E-mail : uec751@chol.com
Tel : 070-4432-2877  ,  Fax :02-563-9889

‡ 발표자 ; (주) 유니슨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 (주) 유니슨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예측식이 지하철 궤도 및 지반의 특성이 상이한 각

국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얻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도 국내 지반의 특성을 고려한 예측식이 요구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일부 역사에

서의 지하철 구조전달음 실측치와 국외 예측식을 통

해 도출한 구조전달음 예측치를 서로 비교하여 향후 

건설될 지하구간 역사의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지반

소음을 예측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지하철 구조음 예측식

2.1 예측식 검토
지하철 진동에 의해 지반으로 전달되는 구조음은 

다음과 같이 해외에서 제안된 경험식으로 예측이 가

능하다.[4,5] 지반진동의 크기와 구조음의 상관식을 

경험적인 방법으로 제안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험식

을 사용하여 건물 내의 구조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지반진동에 의한 구조음 예측식은 크게 주파수별 소

음레벨과 총 소음레벨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구분된

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별 소음레벨 예측 방법으

로 Kurzweil법을 사용하고, 총 소음레벨은 Tokita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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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Lange법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1) Tokita법
Tokita에 의해 실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예

측식으로써 주택 실내의 A-weighting 소음과 지반

진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  

      건축물 실내의 A-weighting 소음 레벨

      지표면의 진동 가속도 레벨

          sec

(2) Lange법
Lange는 지하구조물에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하철 운행로 주변 및 상부에 있는 건축

물의 지하실 및 지반과 접한 실내에서의 A 특성 지

반전달음을 예측하는 식을 제안하였다. Lange에 의

해 제안된 식은 Kurzweil, Manning 등에 의하여 활

용되어 건물에서의 A특성 소음레벨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log     (2)

   지하철 구조물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 (m)

(3) Kurzweil법
Kurzweil은 지하철 운행 시 지반진동에 의한 음

압레벨과 진동 가속도레벨의 예측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식 (3)에 사용되는 는 Octave-band 
centre frequency를 의미한다.

     log     (3)

      음압 레벨

      지표면의 진동 가속도 레벨

          sec

3. 구조음 예측을 위한 현장 측정

3.1 구조음 및 진동 측정
구조음에 대한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를 위해 서

울 메트로 4호선 라인의 범계-평촌 및 2호선 라인의 

을지로3가-을지로입구 지하철 인근 총 5개 지점에서 

지하철 구조음과 진동을 함께 측정하였다. 구조음뿐

만 아니라 진동까지 측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 사용

된 예측식에서 진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 소음도

를 구하기 위함이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와 열차의 

속도, 측정 지점 및 측정 높이는 다음과 같다.

Table1 Measurement Condition

측정 지점 측정 높이
열차 속도

(km/h) 측정 장비

SITE 1
평촌

로데오 거리 
지하 주차장

B1F 
(GL-6m) 54.5

Smart
Office 

Analyzer
SITE 2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2F

(GL-10.5m) 60.0

SITE 3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1F
(GL-6m) 55.3

SITE 4
을지로 3가-
을지로입구간 

지하상가

B1F
(GL-8.1m) 66.4

SC-310,
SA-78

SITE 5 평촌대로 
지하보행로

B1F
(GL-6m) 65.5

3.2 측정 위치
Fig. 1은 을지로 3가-을지로 입구간 지하상가와  

범계-평촌역 인근에서의 측정 위치를 나타낸다. 측

정 위치로 을지로 3가-을지로 입구, 범계-평촌 구간

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역사보다 지상에 위치한 건

물이나 지하상가등에 전달되는 진동의 영향이 큰 것

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측정된 진동 레

벨도 크게 나타났다.
   

(a) 을지로 3가-을지로 입구간 측정 위치

(b) 범계-평촌간 측정 위치

Fig1 Measuremen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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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 결과
구조음 및 진동을 Fig. 1의 측정 지점에서 1/1 

Octave band로 측정하여 31.5 ~ 125 Hz 범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Table 2는 구조음 데이터를 

나타내고, Table 3에서는 진동 데이터를 보인다. 
O.A값은 합성 레벨을 의미한다.

Table2 Measured Noise values

측정 지점
주파수
[Hz]

실측 구조음
SPL [dB]

실측 구조음
A보정

SL [dBA]

O.A값
[dBA]

평촌 로데오 
거리 

지하 주차장

31.5 61.3 21.9
54.363 79.5 53.3

125 63.3 47.2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2F)

31.5 68.4 29.0
66.663 91.6 65.4

125 76.5 60.4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1F)

31.5 68.2 28.8
54.863 79.5 53.3

125 65.6 49.5

을지로 3가-
을지로입구간 

지하상가

31.5 62.8 23.4
57.063 72.7 46.5

125 72.7 56.6

평촌대로
지하보행로

31.5 72.3 32.9
59.563 80.5 54.3

125 74.0 57.9

Table3 Measured Vibration values

측정 지점
주파수
[Hz]

실측 진동값
VAL [dB]

O.A값
[dB]

평촌 로데오 
거리 

지하 주차장

31.5 55.4
73.463 73.0

125 61.4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2F)

31.5 59.3
81.063 74.8

125 79.8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1F)

31.5 61.0
74.663 72.7

125 69.6

을지로 3가-
을지로입구간 

지하상가

31.5 51.2
86.263 80.7

125 84.7

평촌대로
지하보행로

31.5 69.4
83.163 82.7

125 69.8

4. 구조음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4.1 구조음 예측치
Table 4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도출한 구조음 예

측치를 나타낸다. 식 (3)의 Kurzweil법으로 주파수

별 소음레벨을 예측하였고, 식 (1)의 Tokita법과 식 

(2)의 Lange법으로 합성 소음레벨을 도출하였다. 
Kurzweil법과 Tokita법의 예측된 합성 소음레벨이 

대부분 지하 1층에 위치한 측정 지점에서는 유사함

을 보이나 평촌 공원 지하 2층에 위치한 주차장의 

경우는 12.4dB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Table4 Predicted Noise values 

측정 지점
주파수
[Hz]

Kurzweil Tokita Lange

주파수별
소음레벨
[dBA]

O.A값
[dBA]

O.A값
[dBA]

O.A값
[dBA]

평촌 로데오 
거리 

지하 주차장

31.5 62.4
48.5 47.6 34.963 74.0

125 56.5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2F)

31.5 75.4
66.7 54.3 36.363 92.6

125 71.6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1F)

31.5 68.0
51.1 48.6 34.563 73.7

125 64.7

을지로 3가-
을지로입구간 

지하상가

31.5 58.2
64.3 58.9 40.963 81.7

125 79.8

평촌대로
지하보행로

31.5 76.4
58.1 56.1 31.563 83.7

125 64.9

4.2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Table 5에서 구조음에 대한 실측치와 예측치를 

합성 소음레벨(O.A)로 비교한다. Kurzweil법 예측식

이 실측치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평촌 

공원 지하 2층 주차장에서의 실측치와 예측치가 거

의 일치함을 보인다. 을지로 3가 - 을지로입구간 지

하차도에서는 Kurzweil법 예측치가 실측치와 7.3dB
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Tokita법 예측치의 경우 실

측치와 유사하다. 또한 Lange법의 경우에는 실측치

와의 오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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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 Measurement values VS. Prediction values

측정 지점

Overall Sound Level [dBA]

실측
구조음

Kurzweil Tokita Lange

평촌 로데오 
거리 

지하 주차장
54.3 48.5 47.6 34.9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2F)
66.6 66.7 54.3 36.3

평촌 공원 
지하 주차장

(B1F)
54.8 51.1 48.6 34.5

을지로 3가-
을지로입구간 

지하상가
57.0 64.3 58.9 40.9

평촌대로
지하보행로

59.5 58.1 56.1 31.5

5. 결  론

국내에 위치한 범계, 평촌 및 을지로 역사 인근에

서의 지하철 구조전달음 실측치와 예측치를 서로 비

교하였다. 구조전달음 예측치는 국외의 예측식인 

Kurzweil법, Tokita법 및 Lange법을 이용하여 도출

하였다. Kurzweil법 예측식의 경우 대부분의 현장에

서 다른 예측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측치와 예측치

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을지로 역사에서는 

7.3dB로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큰 실과 같은 구조

로 되어있는 다른 현장과 달리 을지로 지하상가 현

장이 상대적으로 폭이 좁고 긴 실내 구조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okita법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Kurzweil법 예측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을지로 역사의 측정 지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정 지점에서 실측치와의 

오차가 Kurzweil법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Lange법 예측치는 실측치와의 오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예측치와의 비교 시에도 큰 차이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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