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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발전소의 실내는 규모가 크고, 위치마다 소음레벨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음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실내소
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음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소음 가시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터빈실 내를 모델링하
고, 선정된 지점의 소음레벨을 측정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소음 매핑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음지도와 실제 소음측정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소음지도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설비 이상을 판단할 수 있고, 특정 지점의 현재와 이전 소음에 대한 주파수 및 레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내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매핑 시스템을 활용하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음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고,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정비를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핵심용어: 발전소, 실내소음, 매핑 시스템, 소음관리
ABSTRACT: The noise management in the interior of the power plant is difficult because the interior is large and
the noise level varies greatly from location to location. Therefore, a noise visualization system capable of analyzing
the noise distribution is required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interior noise. A noise mapping system was
developed that can model the inside of the turbine room and create a noise map by measuring the noise level at
selected points. And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model, the model was modified through a method of
comparing the noise map and the actual noise measurement results. Facility abnormalities can be determined
through regular analysis of noise maps, and a method of effectively managing the interior noise is present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requencies and levels of the current and previous noise at a specific point. By using
the mapping system, it is possible to establish noise counter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check the machine for abnormalitie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facility through preventive maintenance.
Keywords: Power plants, Indoor noise, Mapping system, Noise management
PACS numbers: 43.58.Fm, 43.50.Yw

I. 서 론

강화되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발전소의 탈황
설비 송풍기, 유인송풍기, 펌프, 연돌 등의 옥외설비

최근 환경소음 공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쾌

소음에 대한 주변 지역의 민원제기와 근무환경 개선

적한 주거 및 근무환경을 요구함으로써 발전소 운영

을 위한 소음저감 설계 및 소음레벨 평가가 수행되

과 건설 시에 유발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기준치가

었다.[1-3] 그리고 발전소의 옥외소음에 대한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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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관한 연구[4]가 수행되었고, 옥외소음의 전파
및 소음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음지도에 관
한 다양한 연구[5,6]가 진행되었다. 발전소 소음이 인
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방음벽 설
계에 관한 연구[7,8]도 수행되었다. 발전소의 주요 기
기가 밀집된 터빈실 내에서는 다양한 소음원이 존재
하고, 복합 소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내의 소음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터빈실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연구 사
례가 적으며, 실내소음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
템은 개발된 사례가 없다. 발전설비 운전 중에 설비

Fig. 1. (Color available online) Configuration of the
noise mapping system.

의 이상 시에 발생하는 소음은 작업자가 쉽게 인지
하지 못하고, 주변 설비의 영향으로 해당 기기에 대
한 소음레벨의 평가도 어렵다. 또한, 다수의 설비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은 근무자들의 일의 능률과 의욕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발전소의 실내는 규모가
크고, 측정 위치마다 소음편차가 크다. 따라서 특정
지점 및 위치를 선정하고, 소음레벨 측정을 통하여
실내소음 분포를 분석하고 총체적으로 실내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음
을 위치 정보와 함께 측정하여 소음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실내소음 매핑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내
소음 매핑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터빈실 내를
모델링하고, 선정된 지점의 소음레벨을 측정하고 실
내 소음지도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소음지도와 실제
소음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을 수정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므로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II. 소음 매핑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의 구성은 Fig. 1과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로 나뉜다.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소음측정
제어기, 소음측정 장치, 마이크로폰, 바코드 스캐너
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는 소음측정 소프트웨어와
소음지도 제작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바코드 스캐
너의 위치 정보와 함께 마이크로폰이 부착된 소음측
정 장치의 데이터로부터 소음측정 제어기에서 소음
측정 및 소음지도 제작이 이루어진다. Fig. 2는 소음
측정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소음측정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된 음압레벨 및 1/3 옥

Fig. 2. (Color available online) Noise measurement
program.

타브 밴드 스펙트럼을 표시한다.
또한, 바코드 스캐너로부터 측정 위치 정보를 포
함하는 바코드 값을 읽어 음압레벨 및 1/3 옥타브 밴
드 스펙트럼 결과와 함께 TCP/IP 통신을 이용하여 소
음측정 제어기로 전송된다. 소음지도 제작 프로그램
은 소음측정을 통하여 실내소음의 가시화 기능을 구
현한 것이며,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다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Fig.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소음지도 모델
및 환경 작성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바코드 정보를 포함한 2차원(x, y) 좌표의
절점을 이용한 소음측정 지점의 모델링을 수행한다.
그리고 건물별 또는 격실별 각각의 모델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구조물에 의한 회절 및 감쇠를 고려한
요소 모델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소음측정 및 결과 가시화 프로그램으로 소
음측정 환경 모델링과 결과 데이터 등을 가시화한
다. 즉 소음측정 지점과 바코드 설정 및 소음측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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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available online) Noise map modeling
of the interior room.
Fig. 3. (Color available online) Modeling program for
the interior noise map.

지도 모델을 생성하였다. Fig. 5와 같이 실내 구조물
을 고려하여 2차원(x, y) 좌표의 입력된 절점을 이용
하여 요소를 생성하였다. 공기압축기, 터빈발전기,
각종 펌프 등의 요소형식은 소음원으로 정의하였다.
구조물에 의한 회절 및 감쇠를 고려하여 작업실 및
사무실, 컨테이너 등의 방은 실내로 정의하고, 기둥
과 지지대 등의 구조물은 제외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각 요소의 형식에 따라 황색 표시는 실내영역,
회색 표시는 제외영역 등 색상을 지정하여 요소를
구분하였다. 터빈실 내는 소음원 10개, 실내영역 1

Fig. 4. (Color available online) Data module that
outputs noise measurement and noise map data.

능을 수행하고 1/1 또는 1/3 옥타브 밴드 스펙트럼 분
석한다. 그리고 dB 간격별 일정 음압레벨선으로 소
음을 가시화한다.
셋째는 데이터 모듈 프로그램으로 소음측정 결과
의 가시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관리, 소음측정 데
이터 및 소음지도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소음
원 추가 및 추가 측정 지점 등의 상황별 소음지도의
비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Fig. 4와 같이 구
성된다.

III. 터빈 실내의 2차원 모델링 및
소음지도

개, 제외영역 0개로 모델링하였다. 소음측정 지점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각 격실을 대상으로 5 m × 5 m
의 그리드로 나누어 형성된 질점의 2차원(x, y) 좌표
를 입력하여 모델링한다. 측정 지점을 생성한 후에
설계도면의 위치 정보와 실측 데이터를 참고하여 측
정이 불가한 지점은 제외하였다. 터빈실의 실내 소
음지도 매핑을 위한 소음지도 모델 형상은 Fig. 5와
같다. 소음측정 지점의 수는 151개이며, 보라색 점은
소음측정 지점을 나타낸다.
실내 소음지도 모델링에 따라 실내소음을 측정하
고, 소음지도 매핑 작업을 수행하였다. 실내 소음지
도 매핑 시스템을 이용하여 Fig. 6과 같이 방풍망이
설치된 마이크로폰을 1.5 m 높이에서 설치하여 소음
레벨을 측정하고, 1/3 옥타브 밴드 스펙트럼을 분석
하였다.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소음계
의 동특성은 ‘빠름’으로 125 ms를 사용하여 15초간

실내소음 매핑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전소 터빈실

측정하였다. 이때 소음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모델

내의 소음지도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시험 대상영역

링된 모델의 측정 지점별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측정

은 발전소 터빈실로 하고, 각 격실의 요소형식은 실

하였다. 실제 터빈실 내의 상세한 설계도면을 사용

내로 정의하였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실제 크기를

하였기 때문에 측정 위치에 대한 오차는 거의 없는

고려하여 길이 96.3 m와 폭 43.5 m로 정의하고 소음

것으로 판단된다. Fig. 7과 같이 소음측정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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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내 소음지도 모델의 신뢰성

소 터빈실 내의 모델과 측정한 소음 데이터를 이용

터빈실에서는 최대 소음레벨이 98.8 dBA이고, 최

하여 실내 소음지도 매핑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8

소 소음레벨이 83.3 dBA로 최대·최소 소음레벨이

은 소음지도 매핑 시스템에서 일정 음압레벨선을 이

15.5 dB 차이를 보이며, 5 m 이내로 여러 소음원이 밀

용하여 0.5 dB 간격으로 소음을 가시화한 결과이다.

집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일부 지역에서 실

소음레벨이 높은 부분을 포함한 전체 영역의 소음

내 소음지도 모델과 실제 격실에서 발생하는 소음레

분포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다.

벨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내 소음지도
모델의 신뢰성 검토가 필요하다. 터빈실 내의 주요
지점에서 소음레벨을 측정하고, 실내 소음지도와 실
측 소음레벨을 비교하여 실내 소음지도 모델의 신뢰
성을 검토하고 모델을 수정하였다. 실내 소음지도

Microphone

모델의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Fig. 9(a)에서와 같이
1.5 m

번호가 표시된 중앙지점 20개의 지점을 추가로 선
정하여 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치와 소음지도 소
음레벨의 차이를 Fig. 9(b)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측정한 데이터와 소음지도의 소음레벨을 비교하였
다. Table 1과 Fig. 9(b)에서 알 수 있듯이 20개의 지점

Fig. 6. (Color available online) Photography of noise
measurement.

중에서 6개의 지점에서 ±1.0 dB 이상의 오차가 발생
하였다. 특히, 3, 10번 지점에서는 각각 2.0, -2.8 dB로

±2 dB 이상의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소음지
도 모델의 오차가 발생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추가
소음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내 소음지도 모

Fig. 7. (Color available online) 1/3 octave band noise
spectrum.

(a) measurement points

(b) Difference of the noise levels
Fig. 8. (Color available online) Enlarged noise map
in turbine room.

Fig. 9. (Color available online) Validation of the
interior noise m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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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noise levels of the noise
map with the measurement data.
points

measured levels mapping levels
[dBA]
[dBA]

Difference
[dB]

1

86.8

85.5

1.3

2

90.0

90.5

-0.5

3

94.0

92.0

2.0

4

88.7

88.5

0.2

5

86.2

86.5

0.3

6

87.6

87.8

-0.2

7

87.3

87.0

0.3

8

87.4

87.8

-0.4

9

88.0

88.3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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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lor available online) Comparison of noise
level difference for the exiting and the corrected
models.

Fig. 12. (Color available online) Corrected noise map
of turbine room.
Table 2. Major noise sources.
points

noise sources

noise level
[dBA]

frequency band
[Hz]

1

Main Boiler
Feed Pump

98.8

400 ~ 10 k

2

Main Boiler
Feed Pump

96.3

400 ~ 10 k

3

LP Turbine

98.3

63, 200 ~ 4 k

지점별 소음레벨의 차이를 보면, 기존 모델보다 수
정 모델의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Fig. 10. (Color available online) Corrected model of
the interior noise map.

한, 20개 지점에서 모두 오차범위가 ±1.0 dB 이하의

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모델링 수정 및 추가 소

다. Fig. 12는 수정된 모델을 이용한 터빈실의 소음지

음레벨을 측정하였다. 앞에서 실내 소음지도 모델의

도 결과를 나타낸다.

수준으로 소음지도 모델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

신뢰성 검토 결과에서 20개의 주요지점 중에서 6 ~ 9

소음지도 매핑 결과에서 소음이 우세한 3개의 지

개의 지점에서 ±1.0 dB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

점을 선정하고, Table 2와 같이 각 지점 주변에서의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음레벨의 오차가 큰 주변

주요 소음원을 표시하였다. 지점 1, 2에서는 보일러

영역에 Fig. 10과 같이 26개의 소음측정 지점을 추가

피드 펌프, 지점 3은 저압터빈의 위치이고, 해당 기

하여 수정모델을 수립하였다.

기의 소음이 우세하다. 소음은 보일러 피드 펌프와

그리고 주요 20개 지점에서 측정 데이터와 수정된

저압터빈 모두 98 dBA 이상으로 우세하다. 소음원의

소음지도 모델의 소음레벨을 비교하였다. Fig. 11의

주파수 특성을 1/3 옥타브 밴드로 분석하여 Fig. 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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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int 1

Fig. 14. (Color available online) Noise level comparison
results of existing and re-measured data model.
(b) point 2

(c) point 3
Fig. 13. (Color available online) 1/3 Octave band
spectrum of 3 points.

Fig. 15. (Color available online) Noise spectrum comparison result of existing and re-measured data model.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과 재측정 데이터 모델의 소
나타내었다. 지점 1, 2의 보일러 피드 펌프는 400 Hz ~

음레벨 비교, 1/3 옥타브 밴드별로 주파수 분석을 통

10 kHz 주파수 영역에서 소음이 우세하다. 지점 3의

한 기계 이상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소음관리가 가능

저압터빈은 63 Hz, 200 Hz ~ 4 kHz 주파수 영역에서

하다.

소음이 우세하다. 각 소음원 모두 특정 주파수 영역
에서의 소음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중·고주파수의
넓은 영역에서 소음이 우세하다. 또한, 저압터빈의
경우에는 63 Hz의 저주파수 영역에서의 소음도 우세
하다.
Fig. 14에서와 같이 기존과 정기별 재측정 모델의
소음레벨을 비교하므로 실내소음의 변화를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Fig. 15와 같이 특정 지점의 1/3 옥타
브 밴드별 주파수 특성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므로 주
요 설비의 소음특성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발전소
의 실내 소음지도를 완성하므로 소음분포를 가시화
할 수 있고, 실내소음의 전달경로를 파악하여 설비
주변 소음의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
업자의 노출소음도 평가, 과도한 소음원의 평가에

V. 결 론
발전소 터빈실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하기
위한 실내소음 매핑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발전소의
터빈실 내를 모델링하고, 선정된 지점의 소음레벨을
측정하여 실내 소음지도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소음
지도와 실제 소음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을 수정
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므로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
였다. 실내 소음지도를 이용하여 실내소음을 가시화
하고, 주요 소음원 평가 및 소음저감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발전 기계 및 설비 이상 또는 설
계 변경에 따른 소음의 1/3 옥타브 밴드별로 주파수
분석 및 소음레벨을 비교함으로써 실내소음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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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하고, 작업자의 노출 소음도 평가가 가
능하다. 발전소 터빈실 내의 소음이 우세한 주변 지
점의 소음원을 분석하였다. 향후 과도한 소음원에
대한 차폐 위치 선정 및 소음저감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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