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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인공대지에 건설된 아파트의 방진대책(I): 진동소음 평가

 Vibration Reduction for a Railway Depot Building (I): Vibration/Noise Evaluation

김정태*

Jeung Tae Kim

1. 서 론

철도차량운행으로 인하여 선로구조물이나 기초지반에서 발

생하는 진동은 인체와 주변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철

도차량 통과 시 문제가 되는 환경진동은 주로 저주파 대역

이며 이에 대한 피해로는 주변지역 주민의 심리적 또는 생

리적인 영향과 주변 구조물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1].

폐해의 정도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

낄 수 있는 불쾌감 등을 들 수 있으나, 생리적인 개인차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구조물인 경우에는 폐해의 정도를

대체로 구조물 자체손상과 지반침하로 나누고 있으며 구조

물 상태나 지반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가 미흡한 형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대지 위에 신축되어 있는 1,000 여세

대의 아파트의 소음, 진동문제를 검토하였다. 해당아파트 단

지는 차량기지의 인공대지 위에 놓여져 있는 관계로 주민들

의 불편한 환경요소로 되어있다.

따라서, 검토된 내용은 차량기지에 철도차량이 진출입할

시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의 크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철도

차량 주행시 나타나는 진동과 소음관련 연구는 Remington

등에 의해 활발히 연구수행된 자료들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측정결과를 분석하고 도출하고자 한

다[2]. 이와 함께 철도변에 존재하는 토지의 활용을 위해 건

축물 신축 시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소음, 진동 방지대책

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

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인공대지와 아파트 단지 개황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지하철 차량기지의 한쪽 편에 있는

나대지 위에 인공대지가 건설되어 있고, 그 상부에 15층 이

상의 중층 아파트 16개 동이 건설되어 있는 대단위 거주지

역이다. 아파트 구조물은 하중을 기초구조로 균등분포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의 전체바닥에는 1,200mm의 전위층이 설

치되어 있다. 이것을 인공대지라 칭한다. Fig. 1은 해당지역

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지표면에 있는 차량기지

층에는 지하철의 진출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상부에

는 인공대지인 전위층이 놓여져 있다. 차량기지와 전위층사

이는 기둥구조가 설치되어 하중을 지탱해 주고 있다. 전위층

위에는 다시 16개동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다. 따라서, 전

위층위에는 대단히 무거운 하중을 가진 아파트 자체의 자중

Abstract Property development along railway lines is a critical issue at present. Because various railway lines exist in most

large cities, there are numerous properties and open spaces to be developed for communities associated with these lines. The

active development of railway properties can be a means to resolve housing shortage problems in cities. In this first part of

this paper, noise and vibration levels of an artificial area of land and apartment complex are measured and evaluated to

derive a design strategy for vibration reductio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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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근래에 들어 철도 주변에 있는 부지와 철도차량기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유휴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회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기지 주변에 기 건설되어 있던

고층아파트 단지의 진동소음문제를 분석한 사례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례로 등장하

는 철도단지는 지하철의 차량기지에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차량기지 상부에 16 개 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경우이다. 거주민은 정비기지에 철도차량이 진, 출입할 때마다 나타나는 소음진동으로 인

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호소해 오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인공대지의 동적인 특성을 설명한 후 정

비기지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진동소음발생 특성을 기술한다. 발생원으로 인해 아파트 고층에서 진동, 소음을 측

정하고 물리적 수준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 철도주변 부지개발, 철도차량기지, 철도차량 소음진동,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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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려 있다. 1~14층과 15층 및 지붕까지의 무게를 모두

고려하면, 전위층을 포함한 아파트 1개동의 자중은 3,600여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 지는 기지의 수직

상부에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 특정 동에 대한 측정이 이루

어 졌다.

2.2 진동 및 소음 검토

2.2.1 진동수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음, 진동의 민원 야기가 가장 빈번

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소음, 진동을 측정

하였다. 차량기지의 검수고에 있는 특정아파트의 건물의 지

하층(피트), 1층, 5층 10층 및 15층에 대하여 진동크기를 측

정하였다.

이와 함께, 진동 및 소음측정은 10량으로 편성된 차량이

시속 5km, 10km, 15km, 및 20km의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

면서 진출입할 때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차량 진출입 구간

중 아파트 하부의 위치에 있는 검수고 구간은 레일이 일직

선으로 놓여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의 곡선부

효과는 고려치 않았다. 아파트내부는 가급적 입주가 되지 않

고 비어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진동측정은 각 5층씩

이격 되어 있는 아파트 실내의 거실중앙에 가속도 센서를 설

치하여 진행되었다. 측정 중 배경진동의 영향을 최대한 배

제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단지 내 승강기가 운전되고 있는 상

황과 인접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진동의 영향을 피할 수 없

었다.

Fig. 2는 속도변화에 따른 아파트 내부의 진동크기를 정

리한 결과이다. 진동크기를 보면 상부로 올라갈수록 진동수

준은 저감되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속

도가 시속 5km 증가할 때마다 3-5dB 수준의 증가현상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시속 20km로 주행 시에는 60dB에서 70dB

(진동기준 10-6g) 범위의 진동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서 보여진 진동크기는 rms 값이다.

Fig. 3과 Fig. 4는 특정 차량주행 속도에서 측정된 진동 스

펙트럼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24Hz

의 진동에너지가 최대치가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거실바닥의 공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3]. 차

륜과 레일의 충격 시 나타나는 40-100Hz의 에너지성분은 층

수가 높게 올라가게 되면 감쇠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5층까지는 80-100Hz 에너지성분도 크게 나타나나, 15층 이

상에서는 이 대역의 에너지는 저감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시속 20km 운행 시에는 시속 10km의 경우와 비교

해 보면 25Hz 부근의 에너지는 큰 차이가 없으나, 40Hz-

100Hz의 에너지성분이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1 Schematic view of the apartment complex on a transfer

plate of the railway depot

Fig. 2 Vibration level: apartment floor

Fig. 3 Vibration spectrum at various vehicle speeds (5t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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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레일의 충격 시 발생되는 진동에너지가 차량의 주행속

도가 임계속도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속도증

가에 따라 각 층에서의 진동크기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시속 20km가 되면 진동크기는 더욱 급격히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해 차륜-궤도

간에 과다한 충격이 발생됨으로 인해 진동에너지가 40Hz-

100Hz 대역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운

행속도는 차량의 임계속도(critical Train Speed) 부근에 도

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계속도에 대한 검토는 별

도의 논문에서 분석되고 있다[2,5].

한편, 아파트내부와 함께, 복도에서의 진동도 측정되었다.

복도의 중앙부위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해 측정이 수행되었

다. 아파트내부에 비해, 복도에서의 진동은 거주민의 생활진

동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진동경향의 분석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Fig. 5는 복도 각

층에서 측정된 진동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를 정리해 보면, 시속 10km인 조건에서의 진동

크기는 평균값 기준으로 낮은 1층에서 57dB을 나타내고 있

으며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 3~4dB 낮아지는 곳도 있게 된

다. 전반적으로 54~57dB 사이로 진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한편, 시속 20km로 진·출입 속도가 빨라지면, 진동 크기

는 60~62dB 수준으로 증가한다. 시속 10km의 조건에 비해

8dB 정도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층수가 올라감

에 따라 5층당 2dB 정도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차량이 정지했을 때의 배경진동 값은 그림에 점

선으로 표시되어있다. 아파트 건물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지하철 운행시의 진동은 분명히 배경진동과는 다른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속 10km에서는 배

경진동보다 10~15dB 이상, 시속 20km에서는 무려 20dB 이

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하철의 운전에 의한 진동

피해는 아파트의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층에 있으나 심각하

게 불편한 수준으로 감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소음수준

진동 측정과 동일한 위치와 조건에서 소음 측정도 수행되

었다. Fig. 6은 지하철이 시속 5km와 시속 15km로 진·출

입 할 때의 아파트 실내 소음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점선은 배경소음을, 실선은 시속 5km와 시속 15km시 복도

에서 측정된 낮 시간대 소음 경향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지하철이 저속인 시속 5km로 출입 하는 조건에서는

38dB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배경소음과 불과 1~2dB(A)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철도 운

행시 고체전달소음의 허용기준인 40dB 수준을 만족시키는

Fig. 4 Vibration spectrum at various vehicle speeds (15th Floor)

Fig. 5 Vibration level - apartment corridor Fig. 6 Noise level - apartmen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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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다. 따라서 지하철의 소음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 되지 못하게 된다. 그 이유는, 주변의 도로와 항공기 통

과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반 생활, 교통소음이 이미 일정

수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의 출입 속도가 시속 15km가 되면 42-44dB

수준이 되어, 배경소음 보다 2-5dB(A) 이상 증가되고, 40dB

인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시속 15km 수준에서

는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의 영향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

한편, Fig. 7은 아파트복도에서 측정된 소음도를 보여주고

있다.

소음도 경향으로부터 주의하여 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지

하철이 시속 20km로 이동하고 있을 때의 소음 영향은 아파

트의 저층 부위나 고층 부위 모두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하철이 차량기지를 떠날 때

의 조건에서 발생되는 선소음원 길이가 200여 m되는데 비

해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높이는 철도의 전체 길이 보다 짧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3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

Fig. 2에 정리되어 있는 결과에서 보듯이 철도 차량이 시

속 20km 속도로 진·출입하는 조건에서 진동크기는 60~62dB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는 철도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내부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피해기준에 관한 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며 부지경계선에서의 인체허용기준만 있는 실정이다

[6].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주행으로 인한 건축물 진동허

용기준을 제시한 Nelson의 권고치를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Nelson은 열차주행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진동허용기준으로

48~53dB을 제시한 바 있다[7]. 따라서 시속 5km의 주행조

건에서는 Fig. 2의 속도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Nelson의 진

동허용치를 가까스로 만족시키고 있으나, 시속 20km에서는

약 10dB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태의 차량운행

조건에서는 차량기지 위에 놓여져 있는 아파트의 진동크기

는 주민들의 다수가 진동을 감지하고 불평하는 물리적 수준

에 해당된다. 더욱이, 시속 10km의 진·출입 조건에서도 진

동은 권고치를 2~3dB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

이 부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된다.

한편, 진동의 최대크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철도차량주행

속도가 시속 10km에서는 진동을 확실히 느낄 수 있고, 시

속 20km로 증가하면 진동의 크기는 짜증스러운 정도이다.

한편, 진동의 방진대책을 검토하여 보면 10dB 이상의 진

동 저감은 공학적으로 무리한 목표값이다. 다만, 시속 20km

주행조건에서의 진동 크기는 다양한 공학적 기법을 활용하

면 5~6dB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진대책의 적용이 가능하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파트 진동저감을 위해서는 시속

20km의 차량 진·출입 속도를 시속 10km 수준으로 제한하

면서 방진대책 수립을 통해 추가로 5-6dB 낮춤으로써 Nelson

의 허용치를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방진 목표를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실내소음의 경우, 철도차량이 시속 5km로 차량기지를 진·

출입할 때에는 38dB(A)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소음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속 15km에서 발생되는 소

음은 40dB(A)를 초과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피

해가 미치게 된다.

참고로 소음의 경우 시속 10km 주행 조건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주변의 배경소음에 비해 차이가 미약하다. 그러나, 시

속 20 km로 주행 시에는 철도 소음영향이 아파트 전 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3. 결 론

종합적으로, 진동소음평가기준과 측정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인공대지 위의 아파트단지의 진동소음특징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1. 시속 5km로 차량이 운행될 때에는 진동, 소음의 허용

기준을 겨우 만족시키고 있다.

2. 시속 10km이상으로 운행되는 경우, 주민은 진동, 소음

모두 피해를 받는 수준에 있다. 

3. 방진목표는 5~6dB정도가 현실이며, 방진 후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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