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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noise abatement procedures in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and also 

make noise limit and methods to monitor and detect an aircraft flying over Kimhae airport. First of all, noise 

monitoring system(NMS) should be set up, have a test and noise limit will be adjusted afterwards. Before applying 

Noise Abatement Procederes and noise limit, the amendment of Aviation Law 'article 108' required to proceed. The 

accumulative data and long term process of NMS will proceed and it is necessary to issue a notification of noise 

limit in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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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 소음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심사항인 환

경문제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항공기소음

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

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관리 방안을 

통해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항공법」제107조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등 6개 민간전용공항과 민군겸용공항인 김해

국제공항의 공항주변지역에 대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김포국제공

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공항

소음피해지역을 1993년~1994년에 고시하였고, 이들 지역

에 대해 이주 또는 방음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활동을 하

고 있다.

  

  군공항인 김해국제공항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소음 운항절차를 마

련하고, 소음기준의 수립을 통해 소음유발항공기를 판별하고 

이를 감시 및 제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연구의 최종목표는 항공기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에 적용이 가능한 저소음 운항절차를 

개발하여 적정한 소음기준을 수립하고, 소음측정망(NMS)을 

활용하여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해 벌과금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저소음 운항절차 수립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항공기운항과 

관련한 방안으로 ICAO Doc 8168 "항공기 운항절차", 제1

권, 제Ⅴ부 ‘소음저감 절차’가 권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항공기 소음저감 목적의 ①우선 활주로 운용, ②

우선 비행로 운용 그리고 ③이륙상승 또는 접근 방법 등 3

가지 방안이 있다.1).

  해외사례를 토대로 12개의 저소음운항 방식을 검토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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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김해국제공항은 군 운영 공항이고, 김해공항의 모든 이

착륙비행절차는 미합중국 비행절차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수

립되고 있으므로, 미연방항공국(FAA)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저소음운항절차를 연구하였다.

  김해국제공항에 적용 가능한 저소음 운항방식의 검토 결

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저감 방안 부호 검토 결과

우선활

주로 

또는 

비행로

1. 우선활주로 운영 R1
36 방향이 적합. 이륙용은 18 
방향이 적합하지만 교통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적용 필요

2. 중간이륙 R2 18 방향 중간이륙은 추천

3. 활주로 시단 이설 운영 R3 활주로 18R 적용 검토 제안

4. 우선비행로 설정 운영 T1 활주로 36 방향 - RNAV 
SID 개발 운용

접근 

비행

5. CDA AO1
36L/R 방향 적용 가능
소음 저감 효과는 미비하나 경
제성에 도움

6. 급각도 진입 AO2 비 추천 - 비행안전 저해

7. Delayed/reduced Flap AO3 김포공항 수준으로 적용 가능

8. 역 추력 제한 AO4 적용 건의, 단 비행안전 상 불
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조건

출발비

행

9. NADP 2 or NADP 1

DO1 

or

DO2

NADP 1을 적용하는 것이 효
과적

10. Rolling take-off DO3 중간 이륙과 병행 시행함이 바
람직

운항 

제한

11. 엔진 Run-up 

test/APU 제한
L1 장소 및 시간대 규정, APU 

사용 제한은 유보

12. 야간 운항 금지/제한

(Curfew)
L2 현재 시행 중

3. 저소음 운항절차 소음 감소효과 분석

  저소음운항절차 총 13가지 중 김해공항에 적용 가능한 다

음 6가지 개선대안에 대하여 B734 등 2~3개의 단일기종을 

대상으로 저감효과를 FAA에서 제공하는 INM  Version6.2

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전 기종으로 확대

적용하여 감소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다음 3개의 개선대안을 

선택, 종합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1)활주로 시단이설 개선대안(R3)

  18방향 착륙시 현재의 착륙지점 보다 활주로를 600m 전

단으로 이설하여 적용하며 적용 시 소음영향지역이 북측에

서 남측으로 이동되어 이로 인한 인구밀집지역의 소음영향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600m
18R

현 재

전단이설 대안

600m
18R

현 재

전단이설 대안

현 재

전단이설 대안

(2) 우선비행로 설정 개선대안(T1)

  36방향 이륙시 현재보다 남쪽에서 좌선회하는 비행로를 

적용하였으며 비행로변경에 따라 소음영향지역이 북측에서 

남측으로 이동될 것이며 이로 인해 소음도가 낮은 지역의 

소음노출 인구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나 기대되나, 활주로 

인접지역에 위치한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감소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활주로

끝단

운항

방식

운   항   항   로

항로
거리
(km)

선 회
항로거

리
(km)

선 회
항 로
거리
(km)

Turn
(°)

Radi
us

(km)

Turn
(°)

Radi
us

(km)

36방향
이

륙

현행 3.49 L43 1.59 7.0 - - -

대안 2.6 L92 3.6 9.7 - - -

(3) NADP1 개선대안(D02)

  36방향 이륙시 NADP1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을 적용하였으며 공항근거리 및 원거리지역인 4

∼10km에서의 소음감소 및 소음노출면적, 노출인구수 역시 

현황에 비하여 개선될 것이라 예측되었다.

(4) 저소음 운항절차의 종합개선 효과

  세 가지 대안 (우선비행로, 활주로 시단이설, NADP1)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소음도 및 노출면적을 예측하여, 세대수·

가구수 및·인구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산출된 결과와 현황

을 상호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그 차이를 비교하여 종합개선 

효과를 산출하였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김해시 불암동 외 4개동의 인구밀도

를 조사한 결과 소음도 65∼70 WECPNL이하 지역의 소음

감소효과는 인구수로 약 10,000명 정도 예상되어 실제 이 

지역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었다.

구  분
현재의 

노출정도

개선대안 적용시 

노출정도 
개선효과

노출면적 (㎢) 1.96 0.53 1.43

노출인구 (명) 14,269 3,858 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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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소음측정망 구성 및 보완방안

  자동소음측정망의 최적의 측정위치는 항공기 출발점 부터 

6.5km지점으로 하고 설치개소는 RWY 36방향의 경우 2개

소 그리고 RWY 18방향의 경우 1개소 등 총 3개소로 신설

하여 운영하며, 이때 1개소의 감시범위는 반경 500m로 2개

소 설치시 감시범위는 1,000m 이다.  설치지점 선정시 가

급적 배경소음도와 대상소음도의 차이가 최소한 10dB이상 

되게 하고 설치장소 주변의 중복소음 영향을 적게 받는 장

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5. 소음기준 수립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6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측정

을 출발시작점(SOR, Start Of Roll, or Brake Release 

Point)으로부터 6.5 km 지점에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 범위에 있어 회전익기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

며, 고정익기중 제트항공기에 국한하며 안정성을 고려하여  

측면과 착륙소음을 제외한 이륙 시 최대허용소음기준 수립

에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소음기준수립을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안1 : 측정소음자료 분석을 통한 소음기준 설정

  - SOR로부터 6.5km 지점에서 측정된 결과값을 이용하여 

측정분포의 상위 일정 비율(5%, 1%, 3σ)을 기준으로 하

는 방법.

 ② 대안2 : 기종별 인가소음도 적용

  - 현재 대상공항을 운항하고 있는 기종별 인가소음도를 

적용 항공기 제작사가 배포하는 「AFM(Aircraft Flight 

Manual)」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가소음도를 기종별로 

적용함.

 ③ 대안3 : 항공사 제작사 인가소음도 중 최고소음도 기준

으로 선정

  -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운항기종 중 항공사 

제작사 인가 소음도가 가장 높은 소음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현재 김해국제공항을 운항하는 국적항공사의 

최고소음 기종은 747-400으로 99.7 EPNdB(A)임.

 ④ 대안4: 해외사례 기준 적용(영국 히드로 공항 소음기준)

  - SOR　기준 6.5km  지점에서 최고소음도를 측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기준을 인용 

  - 주간의 소음한도를 적용할 경우 94 Lmax dB(A)임.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SOR로부터 6.5km 이격된 지점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RWY 36방향은 6일간 측정수는 312건으로 

측정률은 73%를 나타내며 평균 소음도는 74.9 LAmax 

dB(A)이며 상위 5%와 1%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각각 

79.0과 81.9 LAmax dB(A)로 나타났다2) 

구    분

표본 수 (실제 운항 수) 312 (428)

평균 소음도 74.9

표준편차 2.833

상위 5% 소음도 79.0

상위 1% 소음도 81.9

σ σ

901



　측정된 항공기 중 가장 고소음 항공기는 러시아 기종인 

TU-I34로 92.9 LAmax dB(A)를 기록하였으며 MD-83 

기종이 84.4 dB(A)로 측정되었다.

  4가지 대안을 살펴보고 비교한 결과 기준수립에 있어 가

장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

며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과업

의 목적에 부합하는 저소음운항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

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공항의 기준수립 적용사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

한 결과 소음저감효과 및 적용이 용이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안1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

  대안1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김해국제공항의 최대허용소

음기준은 측정 소음자료 분석을 통한 상위5%의 기준인 79 

Lmax dBA로 분석되었다. 향후 측정망 설치 및 변경과 저

소음운항절차 수립 이후 최대허용소음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 판별 및 규제방안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허용 소음

기준이 수립되고 저소음 운항절차로 규정될지라도 이 자체

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

소음 운항절차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① 기준을 

위반하는 항공기의 판별, ② 적절한 제재조치 집행의 두 가

지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저소음 운항절차를 위반하는 항공기를 감시․판별하기 위

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자동화시스템 구현가능성, 운항 

안정성, 측정시 오류 보완, 동일 지점의 상이한 측정치 및 

다수 측정국 기준초과 및  실효성 있는 적출 방안 등이 있

다. 

이러한 고려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 

항공기의 감시, 판별 및 규제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

화 하였다.

  저소음 운항절차를 위반하는 항공기 및 당해 항공기를 소

유한 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수반

될 때 비로소 소음 저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음 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 및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조치는 관련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적지 아니한 영향력

을 초래하므로 그 성격과 유형, 한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

정되어야 한다.

  저소음 운항절차를 위반한 경우 가할 수 있는 제재의 방

법 중 서면경고, 벌과금 부과 등이 대표적 방안이다. 서면경

고의 경우 규제의 준수율이 낮아서 정책이 사문화되는 이른

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대표적 사례가 될 가

능성이 높아 서면경고 제도보다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 이ㆍ착륙시 착륙료에 기반하

여 부과되는 소음부담금과 저소음 운항절차 위반시 부과되

는 소음부담금이 구분되지 않고 있는 바, 후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로서 처분하는 것

이 타당하다. 

  규제방안으로는 현 수준보다 강화된 규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세분화, 과태료 정액제의 3가지로 정할 수 

있다.

ⓛ 대안 1 (현 소음부담금보다 강화된 수준의 과태료 처분)

② 대안 2 (현 소음부담금과 동등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

③ 대안 3 (현 소음부담금과 관계없는 정액 과태료 처분)

  제시된 대안 중 적절한 방안의 선정은 항공 산업의 발전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소음 운항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저소음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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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시급히 달성될 필요가 있다면 현행 소음부담금 수준

을 유지하는 것이 선호되지만, 보다 명확한 법률적 체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제도의 수립이 요청될 경우 과태료를 정

액제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7. 결  론

  수립된 저소음운항절차와 최대허용소음기준 및 위반항공

기 판별 및 규제방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먼저 소음자동측정망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치후

측정망 테스트를 통해 최대허용소음기준을 조정하여 수립해

야 할 것이다. 

  저소음운항절차와 최대허용소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 제 108조 「소음기준의 설정」과 108조의 2

항의 「저소음운항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고시의 형태

를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하는 항공기를 제재하기 위한 법

구성의 형태를 강화하여 세부조항을 추가 및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보다 신뢰성 높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동측정망에서 얻은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 

소음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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