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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transit is promoting improvement of the concrete track to solve many problems maintenance in 
ballasted track. But concrete track has a lot of noise compared to ballated track by multiple reflections.
The concrete track is to install sound absorption blocks to reduce noise. And it has a lot of research and 
effort.
 This 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und absorption blocks though field measurements, in the range of 
installed sound absorption blocks. And this was an analysis of the surface shape and sound absorption effects 
of sound absorption blocks.   

1. 서론

  도시철도에서는 기존에 부설되어 있던 자갈궤도를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등 여러 

이점을 지니고 있는 콘크리트궤도로 개량 또는 부설하고 있다. 콘크리트궤도는 자갈궤도에 비해 유지보

수등의 장점은 지니고 있는 반면 자갈궤도에 비하여 소음발생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궤도에

서의 열차 내부 소음에 대한 고객의 민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철도가 지하부 터널을 통과할 경우 차량이나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은 개방된 공

간과 비교하여 열악한 소음 환경에 노출된다.(1) 

 최근 도시철도가 지하부 터널 운행시 소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 전동차 교체, 레일연

마차를 통한 레일 연마 시행, 급곡선부 도유기 설치, NR(Noise Reduction)장치 설치, 운전속도 조정, 

궤도에 흡음블럭 시범설치 연구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도시철도 터널내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뚝섬 구간과 1

호선 제기동~청량리 구간에 흡음블럭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가소음도 평가방법을 통하여 흡음블럭 설치 전후의 소음저감효과 및 설치 전, 후 궤

도 유지관리시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향후 소음저감을 위한 흡음블럭 개발 시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본론

2.1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에서 콘크리트 궤도의 소음 저감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부 고속철

도 2단계 구간에서는 독일에서 상용화된 혈암을 이용한 도상흡음재가 채택되어 건설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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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1 - 

 (1)

 일본에서는 난소성 수지의 범위 내에 인공경량골재와 프리믹스드 시멘트를 분사하여 흡음층을 형성함

으로써 철도소음을 저감시키는 슬래브 궤도면용 흡음패널형식이 일반적이다.(2)

 독일국의 연방철도청(Eisenbahan Bundesamt : EBA)은 콘크리트 도상에서 발생하는 소음방지를 위해 흡

음블럭 연구개발을 1992년에 시작하여 1955년 완성하였다. EBA는 음향전문가와 기술자를 주축으로, 흡

음블럭(Liakustik) 개발은 독일국 LIAKUSTIK GmbH(구: Baustine Briest GmbH)사에 의뢰하여, 설계, 생

산, 시공에 이르는 전반적인 제품개발에 착수하여 성공하였다.

 또한 콘크리트궤도에 흡음블럭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소음 저감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진동

소음의 흡수를 위하여 흡음층은 가능한 두껍고 넓어야 하고, 레일부에서 방사되는 소음과 차량 하부와 

흡음재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사항이 흡음블록 설계에 

반영 되어야 한다.(3)

2.2 국내외 철도 소음 환경 기준

  소음으로부터 야기되는 공해는 도시인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환경오염으로 여타의 환경오염과는 달리 

청각을 통하여 인체에 전달되어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인체에 가한다. 따라서 도시 환

경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가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 나라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를 비롯한 

각종 소음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뒤 늦게나마 1993년 소음진동규제법이 

제정되어 철로 주변소음과 항공기소음, 건설현장의 소음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도시민들이 출,퇴근시에 

접하게 되는 지하철의 객실 내 소음에 대한 규제는 1990년대 말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이의 

규제는 지하철 전동차를 발주하는 발주처의 제작사양서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동차의 객실 내 

소음은 각 도시 지하철마다 기준이 다르며,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발주시기에 따라 노선별로 차이가 있

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1998년 2월에 “도시철도타량표준사양”(4)을 제정하여 고시한바, 전동차의 

객실내 소음은 최고운행속도의 80km/h시에 80dB[A]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나, 적용 대상 차량은 2000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다.(5)

2.3 소음에 대한 이론적 배경

2.3.1 소리의 흡음과 크기

  흡음(Acoustic Absorption)이란 개념은 소리가 벽체의 표면에 부딪쳤을 때 발생하는 음에너지의 손실

을 의미한다. 벽체에 흡음된 소리 에너지는 흡음재 내에서 열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다시 소리로 전

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벽체에 음이 입사될 때, 음의 일부는 반사 R이 되고, 일부는 벽체 내부에서 흡음A되며, 나머지는 벽체

를 투과T하게 된다. 벽체의 흡음성능은 일반적으로 식(1)과 같이 흡음률로서 표시하게 된다.

 식 (1)에서 보듯이 음원으로부터 방사된 소리에너지의 손실률을 나타내는 흡음률은 0에서 1사이의 값

을 가진다. 흡음률이 0인 경우는 입사음이 벽체에 부딪쳤을 때 에너지의 손실 없이 완전히 반사되는 경

우로, 실제 이러한 성능을 갖는 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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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지표면에 따른 소음 저감 효과   Fig 2. 소음원의 종류별 음압레벨

PWL = SPL + 10logS (2)

 그림1에서 보듯이 소리가 반사성 지표면에 부딪쳤을 때와 흡음성 지표면에 부딪쳤을 때 상대음압레벨

을 비교해 보면 흡음성 지표면에서 상당히 감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2에서는 소음원의 종류

에 따라 음압레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SPL(Sound Pressure Level)은 소음의 측정에 있어서 측정기의 감지부에서는 소리의 음파에 의한 공

기의 압력변화를 감직하게 된다. 즉 소음의 측정은 SPL로 이루어진다. 

 소리의 크기는 있지만 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계 혹은 장비의 음을 방출하는 부분의 크기나 부피 등은 

무시가 된 값이다. 진정한 소리의 크기가 아닌 부분적으로 소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비해 

PWL(Sound Power Level)은 음원의 크기를 포함하고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음원의 정확한 음의 

크기를 알고자 한다면 PWL(Sound Power Level)값을 알아야 한다.

 식(2)에 의하면 PWL(Sound Power Level) 음의 크기가 S(음을 방출하는 면의 크기)형태에 따라 다르

다.

2.3.2 열차 소음원에 대한 분석
  철도소음은 차량으로부터 발생하여 차량의 실내와 실외로 전파되기 때문에 소음의 발생장소는 대체적

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철도에 대한 소음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차륜과 레일로부터 발

생하는 소음이다. 차륜과 레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동음(Rolling Noise, Roaring Noise), 

레일의 이음매 혹은 마모부위를 차륜이 통과할 때 발생하는 충격음(Impact Noise), 차량이 곡선을 통과

할 때 차륜 후랜지와 레일의 측면이 접촉해서 발생하는 스킬소음(Squeal Noise)이 있다.(6)

 기기에 의한 소음으로는 모터휀 소음, 엔진소음 및 에어컨 소음 등이 발생한다. 그중 전동차의 경우에

는 모터휀 소음의 영향이 가장 크다. 구조물 소음의 발생은 차륜과 레일의 진동이 레일에서부터 도상 

혹은 슬래브를 거쳐 구조물에 전달되어 구조물의 외벽이 음원이 되어 소음이 방사된다. 이외에도 집전

계 소음, 공력소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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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형태 열차운행구간

열차모델

TEC100
(200km/h)

KHRC
(300km/h)

자갈
야외 68 75

터널내 70 77

슬래브
야외 72 79

터널내 78 85

Fig 3. Sources and paths of car interior noise

 열차가 터널에서 운행시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소음전달 매체를 통하여 객실내로 유입된다. 소음

전달 매체로는 구조전달음의 매개체가 되는 차체 및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프레임 등이 있으며, 공기전

달음의 매개체가 되는 공기, 터널벽체, 터널천장 등이 있다. 터널 내에서는 차륜과 레일간의 마찰접촉에 

의하여 발생된 음이 터널의 측벽, 바닥, 천정 등의 벽면에 반사되어 실내로 유임되는 음과 차체의 사이

드실(Side sill)에서 회절된 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음이 객실 내 음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터널내부와 외부에서 자갈도상 궤도와 슬래브 궤도 주행하는 열차 내부에서의 소음수준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궤도 바닥구조의 차이에 따른 차내 소음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자갈도상이 슬래브에 비하여 낮은 

소음 수준을 보여준다.(7)

Table 1. Car interior noise of Shinkansen train (field and tunnel)

2.4 소음 평가방법
2.4.1 등가 소음도(Leq : Equivalent Sound Level)
 철도소음과 같은 교통소음음 정략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 의해 등가 소음레벨을 평가하는 척도로 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가맹국이 규제화하고 있다. 이 구상은 충격성 음의 시끄러움은 그 계속 시간 중 음 강도의 총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등음향 에너지 법칙이 거의 성립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피크가 생긴 순간

에 측정된 소음도는 소음문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것이며, 반면에 제일 낮은 순간에 측정된 소음도

는 소음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므로 시간변화 소음의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값으로서 그 지점의 

소음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불규칙 또는 대폭적으로 변동하는 소음의 

평가량의 하나로 등가 소음도(Leq)를 사용하는데 등가 소음도(Leq : Equivalent Sound Level)란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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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q 10log
1
t
⌠
⌡

t 2

t 1

10

L(t)
10
dt L(t):시간에 따른 소음 수준 (3)

Leq = 10log∑
n

10
f i10

Li
10 f i:전 측정시간중 소음 Li가 

지속된 시간의 비
(4)

Fig 4. Equivalent Noise Diagram

Leq = 10log( f 1× 10

L1

10 + f 2× 10

L2

10 ) dB(A)
(5)

에서와 같이 t1~t2사이에 변화한 총소음에너지 A를 이것과 같은 크기의 변동하지 않는 소음에너지 B로 

환산한 값을 말하는 것이며,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폭 t를 정하고 그 시간폭 

속에 포함되는 전체에너지를 구하여 시간폭 t로 나누면 된다.(8)

 소음의 등가 소음도(Leq)는 식(3)과 식(4)과 같이 정의되며 등가 소음도(Leq)를 사용할 때는 가정된 시

간폭 t를 명시하며 Leq(t)로서 표시한다.

 높은 세기의 음원으로부터 음압레벨 L1
 이 f 1 시간율간 지속되고, 낮은 세기의 음원으로부터 음압레벨 

L2
가 f 2 시간율간 지속될 때 등가소음도(Leq)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Leq : 등가소음레벨

        L1
 : 높은 소음원의 음압레벨

        L2
 : 낮은 소음원의 음압레벨

        f 1 : 높은 소음원의 발생 시간율

        f 2 : 낮은 소음원의 발생 시간율

2.5 시범설치 구간의 개요
2.5.1 2호선 한양대~왕십리 구간 시범설치
  서울지하철 2호선 한양대~왕십리 구간의 궤도는 방진상 궤도로써 일본의 제도고속도교통연단(현재의 

‘동경메트로’)에서 개발한 저 진동 궤도 구조이다. 방진상 궤도구조는 콘크리트 장 침목을 사용하여 레

일체결구조는 12mm의 레일패드와 블록형 클립에 탄성와셔를 끼워 볼트로 조여 체결하며 콘크리트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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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2호선 한양대~왕십리 구간 설치 전, 후

Fig 6. 1호선 제기동~청량리 구간 설치 전, 후

하부 레일직하부에 30mm 두께의 방진고무패드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상자를 설치하는 구조로 진동저감 

성능을 좋게 하고 반사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되어 있다.

침목 간격은 588mm간격으로 설치하며 침목 사이 간격에서 반사 소음 등을 통하여 소음이 전달되고 있

다.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범 설치된 흡음블럭의 소재는 Liapor GmbH(독일국 경량골재 생산업체)

의 경량골재(LWA)가 흡음블럭의 주요 흡음 소재이다. 경량골재(LWA)의 기본재료는 혈암 및 점토로서 

미분화 작업을 통하여 원형으로 Pelletizing 하고, 이를 건조과정을 거쳐 섭씨 1200℃의 열에서 팽창시

켜 생산되는 인공경량 골재이다.

2.5.2 1호선 제기동~청량리역 구간 시범 설치 
  서울지하철 1호선 제기동~청량리역 구간의 궤도는 B2S 궤도 구조는 공자제작 콘크리트 판을 사용하

는 궤도구조로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에서 개발한 궤도구조이다. 

 B2S(Ballasted track to Slab track)궤도는 장기간 사용하여 기능이 상실된 기존 자갈을 철거하고 공

장에서 제작된 궤도용 콘크리트판넬을 조립한 후 구조물 바닥과의 공간에 콘크리트를 채워 시공한 궤도

구조이다. 또한 단침목으로 되어 있어 장침목으로 되어 있는 기존 궤도보다 소음은 3~4dB 저감성능을 

갖춘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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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가소음도(dB(A)) 등가소음도(dB(A))

2호선 한양대~왕십리 2호선 제기동~청량리

흡음블럭
설치전 73 79

설치후 71 76

소음도 차 2 3

흡음블럭 설치에 따른 소음 저감량 2 3

 Fig 6.에서 보듯이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에서 제기동역까지 지하 BOX형 터널에 약 800m에 시험설치 

하였다. 궤도구조는 B2S 궤도 구조이며, 곡선반경은 R5000, R1000으로 거의 직선 구간이라 할 수 있

다. 시험 설치된 흡음블럭의 특징은 경량콘크리트로 엠보싱 표면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흡음단면적이 비

교적 우수하며 구조상으로 단순하고 물청소 등도 용이하여 작업자의 보행이나 물청소 측면에서 유리한 

엠보싱 형을 설치하였다. 

2.6 분석 및 고찰
2.6.1 소음측정결과 분석 및 고찰
  지하철 2호선 왕십리~한양대 역간 도상흡음블럭 설치 전, 후 열차 내부에서의 KS C IEC 61672-1에

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로 소음 측정한 결과 69~76dB사이로 측정되었으며 식(5)로 등가소음도 분

석결과 2dB(A)정도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과 역사이 전 구간 설치하거난 전동

차 길이를 감안하여 최소 300m 이상 설치를 하여야 정확한 성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청량리 역간  도상흡음블럭을 설치 전, 후의 열차 내부에서의 소음 측정한 결과 

열차내부에서는 3.0dB(A)정도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 왕십리~한양대 역간 도상흡음블럭 설치 전, 후 소음 저감량

 

 식(2)에 의하여 면적 형태에 따라서 반사되는 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영단형 궤도는 장침목으로 

되어 있어 침목간격 사이의 공간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이 단침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B2S 궤도보다 많

은 면적에서 반사되어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2S궤도에 흡음블럭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영단형 궤도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6.2 터널내 흡음재 설치시 궤도 유지보수 현안 문제점
  도시철도는 설계당시 상황이 어려워 곡선구간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 레일교환 주기가 짧고 또한 레일

절손 또는 균열 발생 시에는 열차운행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시간에 교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레일 교환 시 흡음블럭을 철거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흡음블럭을 

접착식으로 설치 할 경우 제거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흡음블럭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도시

철도내 터널내부에 제거한 상당한 양의 흡음블록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 

 레일 교환 시 흡음블럭을 철거 재설치 해야 하는 공정이 추가되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레일교환을 위하여 장대레일을 현장에 운반 할 시에는 레일운반트로리로 80m의 장대레

일을 운반하게 되는데 레일을 하차할 경우 흡음블럭에 충격이 가할 수밖에 없다. 도보순회시 점검인원

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레일운반이나 침목운반할 경우의 충격강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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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흡음블럭을 설치 한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로 분석한 결과 

2~3dB(A) 소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궤도 구성에 따라서 반사되는 음원이 달라짐으로

써 B2S궤도에 설치하는 경우보다는 영단형 궤도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흡음블럭을 설치하게 될 경우 소음저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지관리 측면에 대하여는 레일교환 

또는 침목 교환 시 흡음블럭을 철거, 재설치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유지보수 측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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