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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facilities need design to predict and reduce noise from design to prevent and reduce no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worker's environment and evaluate safety by analyzing noise inside 

underground blower room and air compressor room with fluid machinery in waste facility. This waste 

incineration facility was analyzed based on the ground floor, ground floor blower chamber, and air compressor 

chamber. The results of SPL(Sound Pressure Level) analysis at 1.5m away, which are frequently used to 

measure the SPL as a noise source, are as follows. SPL of basement level: 46.80[dB], SPL of ground 

layer: 48.57[dB]. As a result, it was expected that the noise level would be considerably lower than the 

8 hours 50[dB] noise exposure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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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도시화에 의한 주거 밀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히 폐기물 처리 시설 등과 같은 산업 시설의 소음은 다양

하고 복잡한 형태로 근무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산업 관련 시설들은 설계에서부터 소음을 예측하

여 방지･저감 시키는 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소음이 환경적･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공정의 소음 저감 및 

기계 부품 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연구 등도 이

루어졌다. 하지만 폐기물 시설 등과 같은 곳의 소음은 설

치되는 곳마다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 시마다 상황에 맞

춰 연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시설

에서 유체기계 설비가 있는 지하 송풍기실 및 공기 압축기

실의 내부 소음해석을 통해 근무자의 환경을 예측하고, 안

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폐기물 소각시설 내부 소음해석은 크게 두 단계로 진

행한다. 터보팬으로 구성된 송풍기, 스크류팬의 일종인 

압축기 종류의 경우는 소음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되어 송풍기, 압축기에서 나오는 소음을 상용 툴인 CFX 

Turbomachinery를 이용하여 결과를 계산한다. 그리고 

공간 해석을 위해 송풍기실, 공기 압축기실 벽면에 소음원

을 매핑시켜 공간에 대한 소음의 분포를 알아보는 절차로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인 송풍기, 압축기와 같은 유체기계는 

ANSYS BladeGen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Turbogrid

를 Grid Generator를 이용한다. 송풍기, 압축기와 같은 

유체기계 소음 상용 프로그램인 ANSYS-CFX를 Solver

로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계산된 소음원 소스를 폐기물 소각시설 내부 소음해석

을 위해 송풍기실, 압축기실의 벽면에 경계조건을 두고 소

음원을 매핑하여 공간에서의 음파 분포에 따른 소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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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한다. ANSYS-MESH를 이용하여 공간의 volume 

mesh 작업을 A격자 형성으로 구성한다.

유체기계 해석대상인 송풍기와 압축기는 유체기계 상용 

프로그램 CFX Turbomachinery를 이용하여 송풍기실, 

공기압축기실 내부의 기본 소음을 예측하고, 계산된 소음 

소스를 폐기물 소각시설 내부의 송풍기실, 공기 압축기실 

벽면에 매핑을 통한 다음 공간의 소음 예측을 해석한다.

해석 결과가 국내의 산업 시설에 대한 소음 규제 및 규

격을 만족하는지 비교 확인한다.

3. 판정기준

폐기물 소각시설 내부 소음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는 산

업안전보건법의 소음 배출 허용된 기준을 확인한다. 소음

의 허용기준(충격 소음 제외)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Noise tolerance

Exposure time 

1 day (Hr)
8 4 2 1 1/2 1/4

Noise intensity

dB(A)
90 95 100 105 110 115

*notice: Be exposed to noise levels exceeding 115dB(A) is not

내부 소음의 허용기준 90[dB]는 법적 허용기준일뿐이

다. 설계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근무자의 쾌적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송풍기실, 압축기실 인근에서 보통 나타

나는 유체기계 배출 소음 정도인 50[dB] 이하로 결과가 

나타나면 소음 평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4. 분석결과

4.1 송풍기실 사업장 내부 소음해석

4.1.1 조건 및 형상

지하 송풍기실 주요 소음원인 송풍기의 사양과 흡음재

는 다음과 같다.

2차 유량조정조 송풍기 1 Unit

  20M3/MIN × 2.5KG/CM3, 30KW, 24HR

포기조 송풍기 2 Unit

  75M3/MIN × 0.65KG/CM3, 150KW, 24HR

기타 송풍기 2 Unit

  7.5M3/MIN × 0.7KG/CM3, 150KW, 24HR

폴리에스터 흡음재(흡음율: 저음-0.85, 중음-0.95, 고

음-0.90)

[Figure 1] 3D modeling of internal basement blower room 

facilities

소음해석을 위한 2D CAD 모델을 3D화 하는 과정에서 

Pro-Engineer Wildfire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

링 하였으며, [Figure 1]은 건물 내부 위치를 나타낸다.

[Figure 2] Grid and noise source boundary condition meshing 

the space where noise source is spread(blower room)

[Figure 2]는 소음이 퍼져나가는 공간을 나타낸다. 형

상화된 해석 공간은 ANSYS-MESH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격자는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Hexahedra mesh를 사용한다.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으

나 평균 약 1만 개의 정렬 격자를 사용한다. 해석 결과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격자 모델을 단순화

한다.

4.1.2 결과 및 고찰

소음해석을 위해 ANSYS-CFX를 사용하여 진행하였

다. Acoustic Pressure로부터 추출된 실효 음압을 통해 

음압 레벨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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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ound pressure distribution at 1/3 height of 

floor(blower room)

또한 [Figure 3]을 보면 실효 음압에 따라 소음의 크기

가 결정된다. 이것으로 실제 작업 공간에서의 소리의 크기

(dB)를 예측할 수 있다.

소음해석 결과는 송풍기 사업장 내부의 작업자가 활동

하는 공간의 음압 레벨을 이용하여 실효 음압을 나타낸 것

이다.

[Figure 3]에 지하 상층의 활동 공간에서 사람의 청각 

높이와 비슷한 실제 1/3 높이에서의 Sound Pressure 분

포를 나타내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verage Acoustic Pressure : 0.003214 [Pa]

Sound Pressure Level[SPL] : 44.12 [dB]

앞의 평가 기준에서 제안한 법적 허용기준인 90[dB] 

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50[dB] 보다 

작은 음압 레벨을 보여 작업자가 1일 8시간 근무 조건에

서 소음에 의한 환경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 Sound pressure distribution at 2/3 height of 

floor(blower room)

[Figure 4]에 지하 펌프실 활동 공간의 실제 2/3m 높

이에서의 sound pressure 분포를 나타내었다. 

Average Acoustic Pressure : 0.0033 [Pa]

Sound Pressure Level[SPL] : 44.35 [dB]

높이 2/3m 분포에서 또한 앞의 평가 기준에서 제안한 

옥내 안전 기준인 1일 8시간 근무에 90[dB]보다 작게 나

타났으며, 본 연구의 판정 기준인 50[dB]보다 작은 음압 

레벨을 보여 작업자가 1일 8시간 근무 조건에서 소음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Vertical distribution of sound pressure (1m in front 

of blower chamber)

[Figure 5]와 [Figure 6]은 송풍기실 앞 1m, 2m 거리

에서 Acoustic Pressure의 수직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1m, 2m 거리 모두 SPL이 산업 안전 허용기준 이하로 나

타났다.

[Figure 6] Vertical distribution of sound pressure (2m in front 

of blower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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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blower room 

1.5m range

[Figure 7]은 소음 테스트를 실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

하는 1.5m 거리의 격자들에서 추출된 Acoustic Pressure

를 나타내었으며, SPL은 산업 안전 기준에 만족한다.

[Figure 8] Forward direction of the noise from an underground 

upper noise source(blower room)

Average Acoustic Pressure : 0.004376 [Pa]

Sound Pressure Level[SPL] : 46.80 [dB]

[Figure 8]은 소음원인 펌프로부터 Acoustic Pressure

가 전파되어 가는 스트림 라인을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지하층의 경우 송풍기에 의한 소음은 다른 

설비된 다른 시설에 비해 소음이 적게 나타났다.

4.2 공기 압축기실 및 송풍기실 내부 소음

해석

4.2.1 조건 및 형상

[Figure 9]의 3D 도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상의 

경우 공기 압축기실과 송풍기실이 근접해 있다. 따라서 이

번 해석에서는 압축기실과 송풍기실에 대한 소음 분석보

다는 각 시설의 소음 소스를 매핑하고 전체적인 내부 공간

의 소음을 해석한다. 따라서 유체기계인 압축기와 송풍기

의 소음 소스를 계산한다. 주요 소음원인 압축기와 송풍기

의 사양과 흡음재는 다음과 같다.

[지상 송풍기실 소음원]

유동 블로워 1 Unit

  660M3/MIN × 0.7KG/CM3, 150KW, 24HR - 다단

터보블로워 버너팬

  160M3/MIN × 600MMAQ, 150KW, 24HR - 터보

팬 냉강공기 송풍기

  2.5M3/MIN × 480MMAQ, 150KW, 24HR - 터보팬

[지상 공기 압축기실 소음원]

건조시설 공기압축기 1 Unit

  12M3/MIN × 7.04KG/CM3, 75.0KW

Air Cooler 1 Unit

  12M3/MIN × 1.0KG/CM3, 1.5KW

Air Dryer 1 Unit

  12M3/MIN × 1.0KG/CM3, 1.5KW

폴리에스터 흡음재(흡음율: 저음-0.85, 중음-0.95, 고

음-0.90)

[Figure 10] Grid and noise source boundary condition meshing 

the space where noise source is spread(air compressor room)

[Figure 9] 3D Modeling of Internal basement air compressor

room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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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단층에 대한 소음해석을 위한 모델링 도면은 상용 

프로그램 Pro-Engineer Wildfire 4.0로 사용하였다, 또

한 격자 생성은 ANSYS-MESH를 이용하였으며,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Hexahedra mesh를 사용한다. 평균 약 1

만 개의 노드 및 엘리먼트로 구성된 정렬 격자를 사용한

다. 해석 결과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설의 단순 시설은 제외시키고 소음원에서 작업환경에 영

향을 받는 공간을 단순화시켜 계산하였다.

4.2.2 결과 및 고찰

[Figure 11] Sound pressure distribution at 1/3 height of 

floor(air compressor room)

지상층 해석을 위해 범용 해석 툴 ANSYS-CFX를 사

용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높이 1/3, 2/3 

지점에서, 압축기실 및 송풍기실로부터 1m, 2m, 1.5m 거

리에 있는 Acoustic Pressure로부터 추출된 실효 음압을 

통해 레벨이 계산되었다.

[Figure 11]은 지상층의 활동 공간에서 사람의 청각 

높이와 비슷한 실제 1/3 높이에서의 Sound Pressure 분

포를 나타내었다. 음압 및 SPL은 다음과 같다.

Average Acoustic Pressure : 0.002475 [Pa]

Sound Pressure Level[SPL] : 41.85 [dB]

법적 허용 기준인 90[dB] 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본 연

구의 판정기준인 50[dB] 보다 작은 음압 레벨을 보여 작

업자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할 경우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에 나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2] Sound pressure distribution at 2/3 height of 

floor(air compressor room)

[Figure 12]는 지상층의 내부 활동 공간의 실제 2/3 

높이에서의 Sound Pressure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verage Acoustic Pressure : 0.002472 [Pa]

Sound Pressure Level : 41.84 [dB]

높이 2/3 분포에서도 법적 허용 기준인 90[dB] 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판정기준인 50[dB] 보다 작

은 음압 레벨을 보여 작업자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할 경

우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Figure 13]과 [Figure 14]는 지상 공기 압축기실 및 

송풍기실의 가장 큰 벽면을 기준으로 1m, 2m 떨어진 거

리에서의 수직적인 평면에 대해 Acoustic Pressure 분포

를 나타내었다. 결과, SPL이 산업 안전 기준에 만족한다.

[Figure 13] Vertical distribution of sound pressure (1m in 

front of air compresso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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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Vertical distribution of sound pressure(2m in 

front of air compressor room)

[Figure 15] Sound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blower room 

1.5m range (air compressor room)

[Figure 15]는 소음 테스트를 실시할 때 가장 이상적

으로 많이 사용하는 1.5m 거리의 모든 격자들에서 추출된 

Acoustic Pressure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Average Acoustic Pressure : 0.005365 [Pa]

Sound Pressure Level : 48.57 [dB]

[Figure 16] Forward direction of the noise from an 

underground upper noise source(air compressor room) 

[Figure 16]은 소음원인 펌프로부터 Acoustic Pressure

가 전파되어 가는 스트림 라인을 표현하였다.

지상층 해석 결과, 지하층보다 SPL이 10dB 정도 높게 

나왔다. 이는 송풍기뿐만 아니라 압축기의 영향으로 그리

고 단순한 내부 시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

상층의 경우에도 소음의 영향은 실제 옥내 작업실 정도 수

준으로 앞의 산업 안전 기준법과 본 연구의 평가 기준보다

는 낮은 수준의 소음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최근 작업자들을 위해 산업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산업 시설에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으

로 인한 환경 및 신체에 악영향에 대한 점차 관심도가 

많다. 이러한 유체기계 설비가 있는 산업 시설에서의 소

음을 예측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본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소음과 관련하여 지하층, 지

상층의 송풍기실, 공기 압축기실을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

하였다. 소음원 기준으로 Sound Presure Level 측정 시 

많이 사용하는 1.5m 떨어진 지점의 SPL 해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지하층의 Sound Preesure Level : 46.80 [dB]

지상층의 Sound Preesure Level : 48.57 [dB]

두 해석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 제안한 1일 8

시간 90[dB] 소음 노출 기준에 대해 적은 수준의 소음이

라 판단되고, 보건법에서 제시한 허용기준보다 좀 더 쾌적

한 근무 환경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기준인 

50[dB]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내부 경우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

어져 작업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 소음으로부터 부정적

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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