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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온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생활에

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음원으로 인하여 개인

적인 휴식시간의 방해, 수면 방해 등의 불편을 겪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음․진동의 정책방

향 및 연구 방향 등이 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소음

원, 예를 들면 교통(도로, 철도, 항공기)소음, 공사장소

음, 사업장 소음 등을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불편함은 고소음

을 발생시키는 소음원과는 달리 개인적 느낌, 이웃간의 

문제 등으로 여겨져 크게 공론화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

나 많은 피해를 받고있는지, 또는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

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7년~2009년 8

월까지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및 도청의 홈페이지

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최근에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주요 원인 및 경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

른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결과 및 고찰

2.1 민원 사례 분석

  (1) 소음발생원별 분석결과

 먼저 2006년과 2007년의 소음발생원별 민원 발생현

황에 대한 국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소음관련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생활소음 중 공사장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93% 정

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생

활소음 중 확성기 및 기타에 해당되는 민원이 12%로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Table 1) 소음발생원별 민원발생 현황(환경부)

(단위 : 건수)

구분 계

생활소음

공장 교통
항공

기소계
공사

장

사업

장

확성

기

이동

소음
기타

07
38,159

(100)

35,586

(93.2)

24,625

(64.5)

5,778

(15.1)

2,313

(6.1)

604

(1.6)

2,248

(5.9)

1,413

(3.7)

704

(1.8)

474

(1.2)

06
32,800

(100)

30,574

(93.2)

21,397

(65.2)

4,816

(14.7)

1,899

(5.8)

466

(1.4)

1,996

(6.1)

1,284

(3.9)

618

(1.9)

324

(1.0)

 위의 통계자료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된 민원 현황으로 볼 수 있으며, 좀 더 최근의 경향 

및 세부적인 민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지자체

의 홈페이지에 접수된 모든 민원 현황을 분석해 보았

다. 07년~09년8월까지의 민원 현황을 좀 더 세분하

여 구분하면 (Table 2)와 같고, 연도별 현황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Table 2) 소음원별 민원 현황(07~09.8)

(단위 : 건수)

구분 계
공사

장

실생

활
도로 버스

지하

철
기계 철도 공장

비행

장
층간

현황
284

(100)

86

(30.6)

73

(25.7)

58

(20.4)

19

(6.7)

4

(1.4)

3

(1.0)

9

(3.1)

11

(3.5)

16

(5.6)

5

(1.8)

(Figure 1) 연도별 민원 현황

 (Table 2)에서는 (Table 1)과 달리 생활소음 중 실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공사장과 관련된 불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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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실생활과 관련

된 불편 사항인데, 09년에는 8월까지의 현황임에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시간대로는 주로 새벽이나 야간시간대 혹은 주

말에 주택가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이며, 

소음원으로는 행사장 등의 스피커소음, 옆 건물의 노

래방, 야외 술집 등의 소음, 이웃집의 개짖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 공조기 소음에 의한 저주파 

소음, 층간소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세대간의 실내소

음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위의 민원 사례 분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장관련 영향은 현재 법적인 규제나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계속적인 연구나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중에는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민원 접수시 소음

진동규제법에 명시되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거나, 경찰

에 신고하여 경범죄 차원에서 일시적인 해결을 하는 

등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를 살펴보면 주말이나 새벽 혹은 밤시간대에는 옥외

에서의 행사 자체를 금지한다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빨래나 샤워 등을 삼가도록 하는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이웃의 개짖는 

소음, 실외기나 환풍기, 공조기에 의한 저주파 소음 

등은 오래전부터 고소음을 발생하는 소음과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소음․진동 규

제법에서는 주로 옥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원(교통, 공

사장, 사업장 소음 등)의 영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여

러 소음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에는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실내 

소음을 측정하여 같은 건물내 노래방, 주점 등에서 발

생하는 생활소음 등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된 

사례가 있었다. 위의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실생활 소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향후 정책 방향

 (1) 실생활 소음에 대한 영향 및 실태조사

 위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 현재 소음의 영향이 교통소음,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있는 것인

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실외기 및 환풍

기, 공조기 등에 의한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은 정확한 

측정 및 평가방법이 없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실내

에서의 측정 및 평가방법 또한 층간소음과는 다른 차

원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실생활 소음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소음 영향에 대한 정책적 관리

가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의 보장, 실내

에서의 소음기준 설정, 소음레벨이 크진 않지만 성가

심을 유발하는 저주파소음에 대한 관리방안, 심지어는 

이웃 개짖는 소리 등에 대한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

다. 물론 위의 소음원 등이 교통 소음, 공사장 소음, 

사업장 소음 등의 고소음을 발생시키고, 다수에게 지

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정책적으로 우

선순위를 두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법적인 테

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최근에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 사례를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1. 실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한 민

원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2.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의 원인 중에는 현재 법으

로 관리되지 않아 해결이 어렵고, 그에 대한 실태 및 

영향조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특히 실생활에서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

여 휴식시간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내소음관리 및 

저주파소음관리 등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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