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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 We evaluated the effect of the aircraft noise on the behavior and affect status of the loc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 The daytime noise levels of the exposed and control areas were compared and the self 

answered questionnaires from 272 students and their parents of the exposed area and 91 of the control area 

were collected. The questionnaires are regarding the noise sensitivity and the psychosocial status of the 

students, noise sensitivity of the parents and the parents' behavioral evaluation for their children. 

  Results : The mean noise level of the exposed area (67.6 dB(A)) showed higher level than the control 

area (57.1 dB(A), 58.2 dB(A), 60.2 dB(A))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ean score for noise 

sensitivity and the mean score for brief mental exam. in the exposed students were lower than the mean 

scores in the control group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6 & 0.165). The mean score for 

behavioral evaluation of students by their parents in the exposed area(15.5) was higher than the mean score 

in the control group(13.2)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43). The mean score for noise sensitivity 

in the exposed parent(27.5) was higher than the mean score in the control group(24.1)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45).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noise sensitivity of the parents affected the behavioral 

evaluation of the students than noise-exposure itself. The further study is needed to evaluate relationship 

between aircraft noise and it's effect on children'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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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도시화와 산업화는 인간생활에 편리함을 제공

하 으나 동시에 소음은 이 보다 증가되어 청력

하와 같이 직 인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생활소음 규제기

을 마련하여 노출소음에 한 허용기 치를 제

시하고 있다[1]. 

  일반 으로 소음은 환경 소음, 공장 소음, 자동차 

소음, 건설 소음  생활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운송수단, 즉 자동차나 트럭, 기차, 항공기 

등의 소음 노출로, 이는 소음이 범 하게 발생

하고 개인에 의해 쉽게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

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소음의 건강 향은 청력의 하 이외에도 교감

신경계 활성화와 그에 따른 압의 상승, 성  

 행동의 향, 수면장애,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알려져 있다[3]. 재까지 소음에 의한 건강 향

평가의 주된 상은 작업장 소음에 노출된 근로

자, 즉 일정기 의 허용치를 넘어선 소음노출과 

이에 따른 건강 련성에 심이 집 되었다고 볼 

수 있다[4,5]. 그러나, 항공 산업의 발  는 분

단국가의 특수성에 기인한 공군항공기 훈련과 

련하여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건강상 문제  재산상 피해 호소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6]. 항공기 소음은 발생빈도, 

지속시간  순간 소음의 크기면에서 작업장 소

음, 자동차 소음 는 생활 소음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구체 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의 주

된 노출은 이착륙 시기에 발생되는 소음으로 노

출시간은 수분 이내이며, 발생빈도가 훈련 양과 

련이 있어 불규칙하지만, 노출시 에서의 소음 

수 은 최고 127.7 dB(A), 평균 108.7 dB(A)임을 

보고하고 있다[7]. 한 항공기 소음은 노출되는 

상이 일반 주민들 즉 아동이나 노인, 여성, 병

약자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작업장 

소음에 의한 건강 향보다 더 심각한 손상을 야

기할 수 있다. 특히 항공기 소음이 110 dB(A)을 

과하는 경우, 청력손실이외에 압상승과 같은 

심 계반응을 유발하며, 심장질환이 있거나 심

리 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의 경우는 그 향이 

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반이후 항공기 소음 

노출과 련한 건강 향평가가 성인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며[10-12],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건강평가는 더욱 더 제한 이다[13]. 성장기의 

아동 는 청소년은 소음에 한 처방식이 성

인에 비해 덜 개발되어 있어 소음에 취약할 수 

있으며[14], 몇몇 연구에서 항공기 소음이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에 만성 으로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17]. 

  본 연구는 공군 항공기 이착륙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등학생을 상으로 소음에 한 

민감도와 정서상태  아동의 행동에 한 부모의 

평가를 통해 항공기 소음 노출과 등학생의 정서 

 행동과의 련성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 소음 노출지역 선정 및 소음 측정 지역

  본 연구는 충주 “C” 투비행단 공군 항공기의 

이착륙 주변지역을 소음 노출지역으로 하 으며, 

공군 항공기의 진행경로와 계가 없는 지역을 

조지역으로 선정하 다. 노출지역  소음 측정

지 의 선정은 비행기 이착륙 경로  기존 연구

자료[18]와 해당지역 주민 표와의 의를 통해 

13개 지 을 선정하 으며, 조지역 소음 측정

지 은 비조사를 통해 공군 항공기 경로와 

련이 없다고 단된 인근지역으로 하 으며, 3개 

지 을 선정하 다. 소음노출지역과 조지역의 

소음측정은 2004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실

시하 으며 이 기간  실제 측정일은 19일이었다. 

  2) 설문조사 대상

  공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등학생을 상으로 

소음에 한 민감도와 정신심리  상태  부모에 

의한 소음노출 등학생의 행동 상태를 평가하기 

하여, 표 집단은 소음노출  조지역의 

등학생  학부모로 정의하 다. 본 연구의 표본

- 280 -



오원기, 김형수, 장성훈, 이건세, 김근회, 최희정, 함은미, 손주형  3

집단은 표 집단  본 연구의 내용에 동의하고 

설문에 참여한 소음노출 지역 6개 등학교 4, 5, 

6학년 학생 272명과 학부모 272명, 조지역 2개 

등학교 4, 5, 6학년 학생 91명과 학부모 91명으로 

하 다. 등학생의 소음에 한 민감도와 정신

심리  특성  학부모의 소음에 한 민감도  

등학생에 한 행동평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

어졌다. 설문조사는 2004년 11월에 진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소음 측정

  소음 측정은 환경부 고시 제 2000-31호에 근거

하여 시행하 다. 측정시간은 주간측정의 경우 

오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측정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오  9시까지 측정을 원칙으로 하 으며, 

종일측정은 오  9시부터 다음날 오  9시까지 

24시간 측정을 원칙으로 하 다. 소음측정에 이용

된 소음측정기는 Noise dosimeter, LarsonDavis

사의 705 / 706 (USA)을 이용하 다. 모든 소음

계는 측정에 앞서 소음 측정의 정 도를 높이기 

해 보정을 실시하 으며, 소음 측정은 등가소

음도를 이용하 다. Threshold level criterion은 

80 dB(A), exchange rate은 5 dB(A)로 하 으며,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peak weighting은 C특성, 

소음계의 반응특성은 slow로 설정하 다. 설정된 

소음계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기 용이한 장소에

서 바닥면의 1.5미터 지 에 거치시키고 소음계

의 방향은 항공기 행로를 향하게 하 다.

  2) 초등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

  등학생의 소음 민감도 평가와 부모의 등학생 

행동 평가를 한 설문도구는 Cho[13]가 이용한 

아동의 소음 민감도조사 설문지와 아동의 행동 

평가설문지를 이용하 다. 등학생의 정신심리

 상태의 평가를 한 설문도구는 아동들의 정

서상태  정신과  증상 평가를 한 간이정신

진단검사 도구를 이용하 다[19]. 부모의 소음 민

감도 평가도구는 Weinstein[20] 의해 개발된 자

가보고식 소음 민감도 검사도구를 이용하 다.

  등학생에 한 소음 민감도 설문은 총 14문

항이며, 모든 문항은 4  척도 즉,  아니다(0

), 약간 그 다(1 ), 꽤 그 다(2 ), 매우 그

다(3 )로 구성되어있다. 소음민감도 수의 범

는 0 에서 42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소음

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도구에서 소음에 한 민감도 수 의 인 

기 값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등학생

의 간이정신심리검사 설문도구는 총 42 문항이

며, 모든 문항은 3  척도 즉, 그 지 않다(0 ), 

약간 그 다(1 ), 매우 그 다(2 )로 구성되어

있다. 간이정신심리상태의 수 범 는 0 에서 

84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정서상태가 불안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음 민감도와 같이 간이

정심심리검사 도구 한 정서상태에 한 험수

의 값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부모의 소음 민감도 설문은 총 21개 문항으로 5

 척도 즉,  아니다(0 ), 약간 그 다(1 ), 

보통이다(2 ), 심하다(3 ), 매우 심하다(4 )로 구

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환경상의 문제가 되는 

소음에 하여 정서  반응과 회피정도를 측정하

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소음에 

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아동에 한 행

동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어, 변수가 상호작용의 

수 을 평가하고자 조사되었다. 부모의 등학생 

행동평가를 한 설문은 총 48문항이며, 모든 문항

은 3  척도 즉, 그 지 않다(0 ), 약간 그 다(1

), 매우 그 다(2 )로 구성되어있다. 소음민감도 

수의 범 는 0 에서 96 까지이며, 수가 높을

수록 아동의 행동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도구는 부모평가척도로 등학생의 주의력상의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문제  정서

문제, 배변문제 등 비교  다양한 역을 포 하고 

있어 아동과 련된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등학생의 소음 민감도와 간이정신진단 설문조

사의 Cronbach's ɑ 값은 각각 0.62와 0.91이었으며, 

부모의 소음 민감도와 등학생 행동평가 설문조사

의 Cronbach's ɑ 값은 각각 0.82와 0.93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s Analytic System) 

ver 9.01을 이용하 다. 통계  유의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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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값을 기 으로 0.05 이하를 이용하 다. 먼  측

정한 소음수 과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한 기술분석을 시행하 다. 다음으로 4가지 변

수에 하여 소음노출군과 조군간 비교(t-test)

하 으며, 한 집단 내에서 4가지 변수간의 상

분석을 시행하 다. 마지막으로 노출군과 조군간 

부모의 행동평가 수의 차이에 한 부모의 소음 

민감도 효과를 제거하기 해 부모의 소음 민감도 

수를 공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결  과 

1. 지역별 주중 주간 소음 수준

  주  주간 소음수 (Leq55)은 노출지역의 경우 

평균 67.6 dB(A)으로 조지역의 소음수  57.1 

dB(A), 58.2 dB(A), 60.2 dB(A)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최소 소음수 은 노출지역의 경우 평

균 53.7 dB(A)으로 조지역의 소음수  평균 

50.0 dB(A)보다 높았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

었다. 최고 소음수 은 노출지역의 경우 평균 

96.6 dB(A)으로 조지역의 소음수  평균 

71.0 dB(A)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최 피크 

소음수 은 노출지역의 경우 평균 120.9 dB(A)로 

Table 1. Equivalent noise level at exposure and non-exposure area

Measured site
Measured 

frequency

Equivalent noise level (dBA)

Leq55 Minimum Maximum Peak

Exposure area

A 7 59.4 50.2 86.8 111.6

B 8 61.4 51.9 91.1 116.8

C 11 73.0 57.4 102.3 125.5

D 8 73.0 53.8 106.8 128.1

E 5 74.7 55.0 103.6 128.9

F 7 67.7 56.6 94.2 117.7

G 7 69.5 55.7 95.4 117.7

H 6 67.9 56.1 97.5 118.7

I 5 64.0 52.3 92.8 122.2

J 4 73.9 52.1 100.0 123.1

K 10 67.0 50.2 94.7 118.2

L 6 63.8 52.7 95.9 127.2

M 6 65.9 54.6 94.1 115.5

Non

-exposure area

N 1 57.1 53.6 79.6 107.2

O 2 58.2 42.1 50.3 98.3

P 8 60.2 54.4 83 114.3

조지역의 소음수  평균 106.6 dB(A)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Table 1). 

2. 연구 표본집단의 일반적 특성

  연구 표본집단의 일반  특성은 등학생의 경우, 

노출군과 조군에서 남학생의 수는 각각 48.5% 

(132명), 57.1%(52명)로 조군에서 남학생이 유

의하게 많았으며, 학년별 분포에서 노출군은 4학년 

29.8%(81명), 5학년 30.9%(84명), 6학년 39.3% 

(107명)이었으며, 조군은 각각 28.6%(26명), 

24.2%(22명), 47.2%(43명)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는 노출군 59.2%(161명), 

조군 67.0%(61명)으로 조군에서 어머니의 응

답자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학부모의 교육수 에

서 노출군과 조군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57.8%(152명), 56.8%(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학교 졸업이 각각 18.2%(48명), 22.7%(20

명)순이었다. 학부모의 수입정도에서 노출군과 

조군 모두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각각 

36.4%(91명), 38.4%(3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월 100만원미만이 각각 29.6%(74명), 24.4% 

(21명) 순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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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s                                       N(%)

Group Variables
Exposure 

group

Non-exposure 

group
Total

Elementary 

students

Sex*
Male 132 (48.5) 52 (57.1) 184

Female 140 (51.5) 39 (42.9) 179

Grade**

4 81 (29.8) 26 (28.6) 107

5 84 (30.9) 22 (24.2) 106

6 107 (39.3) 43 (47.2) 150

Parents

Sex*
Male 111 (40.8) 30 (33.0) 141

Female 161 (59.2) 61 (67.0) 222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31 (11.8) 10 ( 9.1) 41

Middle school 32 (12.2) 10 (11.4) 42

High school 152 (57.8) 50 (56.8) 202

> College 48 (18.2) 20 (22.7) 68

Monthly 

income

(KRW)

< 1,000,000 74 (29.6) 21 (24.4) 95

1,000,000 -2,000,000 91 (36.4) 33 (38.4) 124

2,000,000 -3,000,000 57 (22.8) 20 (23.3) 77

>3,000,000 28 (11.2) 12 (13.9) 40

* : p value < 0.05, ** : p value < 0.01

Table 3. Comparison on total score of measure tools between exposure and non-exposure group

Exposure 

group

Non-exposure 

group p value

Mean SD Mean SD

Elementary 

students

Noise sensitivity 15.1 4.8 16.6 6.66 0.056

Brief mental exam. 18.6 11.01 20.5 11.76 0.165

Parents
Behavioral evaluation 15.5 10.52 13.2 8.79 0.043

Noise sensitivity 27.5 16.06 24.1 12.91 0.045

3. 초등학생의 소음 민감도 및 간이정신진단과 

부모의 소음 민감도 및 학생행동평가

  노출군에서 등학생의 소음 민감도 수는 15.1

으로 조군의 소음 민감도 수 16.6 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6). 한 노출군

에서 등학생의 간이정신진단 수는 18.6 으로 

조군의 간이정신진단 수 20.5 에 비해 낮았으

나 역시 유의성은 없었다(p=0.165). 노출군에서 학

부모에 의한 등학생 행동평가 수는 15.5 으로 

조군의 평가 수 13.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43). 노출군에서 부모의 소음 민감도 수는 

27.5 으로 조군 학부모의 민감도 수 24.1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45) (Table 3).

4. 지표간 상관관계

  노출군과 조군에서 등학생의 소음 민감도 

수와 간이정신진단 수간 상 계수는 각각 

0.383(p=0.0001)  0.184(p=0.082)이었다(Table 4). 

즉 노출군에서 소음 민감도 수가 높을수록 간

이정신진단 수도 높게 나타났으나 조군에서

는 소음 민감도 수와 간이정신진단 수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ure 1, Figure 2). 

  노출군과 조군에서 등학생의 소음 민감도 

수와 부모의 학생행동평가 수간의 상 계수

는 각각 0.008(p=0.8966)  0.008(p=0.9403)이었

다. 노출군과 조군에서 부모의 소음 민감도 

수와 부모의 학생행동평가 수간의 상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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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among total score of measure tools in exposed and non-exposed 
group

Non-exposure

                        group

Exposure

 group

Elementary students Parents

Noise 

sensitivity

Brief 

mental exam.

Behavioral 

evaluation

Noise 

sensitivity

Elementary 

students

Noise 

sensitivity
0.184 0.008 0.114

Brief 

mental exam.
0.383* 0.310* 0.221

Parents

Behavioral 

evaluation
0.008 0.309* 0.371*

Noise 

sensitivity
0.106 0.245* 0.413*

* : p value < 0.01

Noise sensitivity

Coefficient of correlation= 0.383

p=0.0001

。

Figure 1. Scatter diagram between noise sensitivity and brief mental exam. in

             exposed elementary students

각각 0.413(p=0.0001)  0.371(p=0.0003)이었다

(Table 4). 즉 노출군과 조군 모두에서 부모의 

소음 민감도 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등학생에 

한 행동평가 수도 높게 나타났다(Figure 3, 

Figure 4). 

  마지막으로 노출군과 조군에서 등학생의 

간이정신진단 수와 부모의 행동평가 수간의 

상 계수는 각각 0.309(p=0.0001)  0.31(p=0.0028)

이었다(Table 4), 즉 노출군과 조군 모두에서

등학생의 간이진단 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등학생에 한 행동평가 수도 높게 나타났다

(Figure 5, Figure 6).

5. 소음노출군과 대조군의 학생행동평가 점수 

차이분석

  부모의 소음민감도 효과를 제거한 두 집단의 

공분산분석에서 학생행동평가 수가 노출군, 

조군 각각 15.26과 13.88로 노출군에서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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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atter diagram between noise sensitivity and brief mental exam.

                 in non-exposed elementary students

Coefficient of correlation= 0.184

p=0.0802

Noise sensitivity

。

Noise sensitivity

Coefficient of correlation= 0.413

p=0.0001

Figure 3. Scatter diagram between noise sensitivity and behaviour estimate in 

                expose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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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atter diagram between noise sensitivity and behaviour estimate in 

               non-exposed parents

Noise sensitivity

Coefficient of correlation= 0.371

p=0.0003

Brief mental exam.

Coefficient of correlation= 0.309

p=0.0001

Figure 5. Scatter diagram between brief mental exam. and behaviour estimate in

                  expose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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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mental exam.

Coefficient of correlation= 0.310

p=0.0028

Figure 6. Scatter diagram between brief mental exam. and behaviour estimate

                   in non-exposed parents

Type III SS* Mean Square F-value p-value

Noise exposure 129.14 129.14 1.51 .2200

Noise sensitivity of parents 6069.47 6069.41 70.83 .0001

Table 5. Effect of noise exposure and noise sensitivity of parents on behaviour estimate 

         of parents

* Type III SS : Type III sum of squares 

났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p=0.22)(Table 

5). 즉, 학생의 행동평가 수에서 소음의 노출여

부는 향이 없었으며 부모의 소음 민감도가 높

을수록 학생행동평가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001). 

고  찰 

1.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등학생을 상으로 소음에 한 

민감도와 정서상태  아동의 행동에 한 부모

의 평가를 통해 항공기 소음 노출과 등학생의 

정서  행동과의 련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건강평가에 항공기 소음노출여부에 따른 환경소

음수 은 등가소음도(Leq, Equivalent Noise 

Level)를 이용하 다. 등가소음도는 변동하는 소

음의 에 지의 평균값으로 에 지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에 한 평가는 개별 항공기 

기종의 소음평가와 공항주변 등 주거지의 소음평

가로 나 어 이루어진다. 개별 항공기 기종의 소

음평가는 항공기에 한 소음인가의 기 으로 쓰

이며, 공항주변 주거지의 소음평가는 항공기 이

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을 상으로 한다. 개별 기

종에 한 항공기 소음평가는 소음의 반 인 

크기뿐 아니라 주 수 특성, 지속시간, 소음의 방향 

분포성 등 소음 발생원인 항공기의 모든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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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하며, 공항 주변의 소음평가는 주로 

이착륙 때 발생하는 소음이 문제가 되므로 항공

기의 이착륙 횟수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 

평가 방법에는 감각소음도(perceived noise level, 

PNL), 유효감각소음도(effective perceived noise 

level, EPNL), 등가연속감각소음도(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ECPNL), 가

등가연속감각소음도(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 

등가소음도, 주야평균등가소음도(day-night average 

sound level, Ldn), 소음노출 측치(noise exposure 

forecast, NEF)  noise and number index(NNI) 

등이 있다[21]. 우리나라의 항공기 소음의 측정 

 평가방법론은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가 제

안한 WECPNL을 극히 간략화 것이다. 즉 의

WECPNL = dB(A) + 10log[N2 + 3N3 + 10(N1 + N4)] - 27

dB(A):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단 로서 계산한 당일 평균 최고 소음 벨

N1 : 야간(00:00～07:00)의 운항횟수, N2 : 주간(07:00～19:00)의 운항횟수

N3 : 석간(19:00～22:00)의 운항횟수, N4 : 야간(22:00～24:00)의 운항횟수

방법으로 연속 7일간의 WECPNL을 구하고 평균

값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WECPNL은 항공기 

소음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간 별 항공기 

통과횟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항공기의 소음

평가에는 유리하나 이착륙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공군 항공기 소음의 측정에는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으로 인

한 인체반응의 유용한 측지표인 등가소음도를 

이용하 다. 

  다음으로, 등학생의 건강평가는 소음에 한 

민감도와 간이정신검사  아동의 행동에 한 

부모의 평가를 이용하 다. 소음 민감도는 성가

심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 인 측변수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정신질환과 연 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22], 아직 소음의 정도와 소음

민감도와의 상 성은 확정 이지 않다[23]. 소음이 

범 하고도 지속 인 스트 스원로 작용하여 

다양한 정서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13], 본 연구는 간이정신검사도구를 이

용한 등학생의 정서상태를 평가하 다. 한 

소음노출지역의 아동이 그 지 않은 지역의 아동

에 비해 행동이 부산스럽고 산만할 가능성이 높

다는 가설이 제안된 후, 소음노출지역에 한 아

동의 행동평가 방법이 제시되었다[15]. 본 연구에

서는 Cho[13]가 사용한 부모의 아동행동평가 설

문을 이용하 다. 아동의 행동 평가를 부모이외

에도 선생님에 의해 실시하는 방안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어려움으로 실시하지 못하

다. 한 제 3자에 의한 평가이외에 일정 소음조

건하에서 실제 아동의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

는 방법, polygraph를 이용하여 수축기/이완기 

압, 피부 기반응, 액내 산소포화도  체온 등

의 생리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24]. 그 밖에도 학업성취와 인지기능을 평가

하기 해 주의력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 음소변

별  어휘력과 독해력검사가 개발되어 있다[25]. 

본 연구에서 이용한 평가방법이 간이정신검사를 

이용하여 정서평가를, 부모의 평가를 통한 아동의 

행동평가에 제한되어 진행되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먼  공군항공기 이착륙지역에서의 소음수 을 

보면, 주간 주  평균 소음수 이 67.6dB(A)이며, 

이는 등가소음으로 측정한 값에 비하여 WECPNL 

방법으로 측정한 값의 결과가 평균 12-15 dB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6],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할 때, 노출지역의 WECPNL 평가

방법으로는 평균 79.6～82.6 수 으로 악할 

수 있다. 이는 항공법에 근거하여 소음수 에 

따른 시설물 용도제한을 보면 소음측정 지역 

13개 지   7개 지 이 소음피해가 상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어  공업지역이나 상

업지역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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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주간소음의 

경우 일반지역주민의 거주지역으로도 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소음측정이 소음

측정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평가된 것으로 실제 

주민 개개인이 노출되는 소음수 과 일정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항공기 이착륙지역에

서의 소음수 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수

이므로, 소음수 을 감소하기 한 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소음의 노출여부에 따른 

간이 정신검사와 소음 민감도에서 등학생의 경우 

소음노출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소음노출지역에서 간이정신검사 수와 소음 민감도 

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의 

노출이 소음 민감도에 향을 주지 않으며, 한 

소음 노출이 독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하며[27], 아동이 소음에 처하는 주요

기 이 청각자극에 한 ‘선택  무 심(selective 

inattention)’이라는 에서[13] 소음지역에서 오랜 

거주한 아동들이 조지역에 비해 소음자극에 익

숙하여 덜 민감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소음 민감도는 노출지역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게 높은 수치를 보 는데, 이는 기존의 

소음 노출과 소음 민감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

구 결과[14]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 고 연령  

교육 수  등에 하여 층화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가 지닌 단면 연구의 한

계로 인하여 인과 계의 악은 어렵지만, 소음 

노출에 의해 소음 민감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향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이 갖

는 사회  심의 증가에 따라 실제 개개인이 느

끼는 부담보다 불편함을 과장해서 보고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모의 등학생 행동평가에서 노출군의 부모

가 조군의 부모보다 등학생의 행동이 더 나

쁜 것으로 평가하 으나, 부모의 소음 민감도에 

한 효과를 제거한 후 등학생 행동평가에서 

두 군 간의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나

지 않았다. 즉 실제 학생의 행동변화보다는 부모

의 소음에 한 민감도가 학생평가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ho[13]도 

부모의 아동행동평가에는 노출군과 조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에 의한 평가에서는 노출

군 등학생에 한 평가가 조군 등학생보다 

더 높은 수를 보임으로써 소음노출집단에서 행

동상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등학생의 

행동평가에서 부모에 의한 평가에서는 차이가 없

고 교사에 의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사의 경우 여러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면서 

등학생간의 행동을 상 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한 많은 등학생을 상 하면서 

2-3명의 등학생을 상 하는 부모에 비해 좀 더 

객 인 기 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성 인 소음노출이 학령기 아동의 인지발달과 

학업성취, 언어발달 등에 향에 하여, Green 

등[25]은 소음노출지역의 아동이 읽기 능력을 비

롯하여 언어성 능력의 하를 보이고, 주의집

력이 떨어지며, 부산스럽고 산만한 행동을 보인

다고 하 으며, Bronzaft와 MacCathy[28]는 비행

장 주변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학습 과제에서의 

수행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그 기 에 

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의가 많은 상태이다.

  비록 본 연구가 제한된 평가도구를 이용하 으며, 

소음노출과 등학생의 정서나 행동평가에서 뚜

렷한 차이 을 발견하지는 못하 으나, 공군 항

공기 소음에 만성 으로 노출되고 있는 등학생

으로 소음에 의한 건강문제를 악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

의 신체건강 보호 못지않게 정신건강 보호에 

한 객 인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 으로 비록 

연령별로는 짝짓기가 이루어졌으나 노출군에 비

해 조군의 표본수가 었던 과, 확률 표본추

출이 아닌 임의추출로서 두 표본집단의 동질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한 단면연구가 지니는 

한계 으로 인과 계의 악이 어려웠으나 거주

기간과 과거 병력을 통해 일정부분 단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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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등

학생을 상으로 소음에 한 민감도와 정서상태 

 아동의 행동에 한 부모의 평가를 통해 항공

기 소음 노출과 등학생의 정서  행동과의 

련성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는 먼  소음노출 지역과 조지역간 주간

소음을 측정하여 비교하 으며, 다음으로 항공기 

소음노출 지역 6개 등학교 4, 5, 6학년 학생 

272명과 학부모 272명, 조지역 2개 등학교 4, 

5, 6학년 학생 91명과 학부모 91명을 상으로 

등학생은 소음에 한 민감도와 정신심리  특

성  학부모는 소음에 한 민감도  등학생

에 한 행동평가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먼  항공기 이착륙 련 환경소음은 수 은 노

출지역의 주  주간 소음수 (Leg55)은 평균 

67.6 dB(A)으로 조지역의 소음수  57.1 

dB(A), 58.2 dB(A), 60.2 dB(A)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군에서 등학생의 소

음 민감도 수는 15.1 으로 조군의 16.6 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6). 한 

노출군에서 등학생의 간이정신진단 수는 18.6

으로 조군의 20.5 에 비해 낮았으나 역시 

유의성은 없었다(p=0.165). 노출군에서 학부모에 

의한 등학생 행동평가 수는 15.5 으로 조

군의 13.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43). 노출

군에서 부모의 소음민감도 수는 27.5 으로 

조군 학부모의 민감도 수 24.1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p=0.045).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등학생 행동평가는 실

제 소음노출에 의한 향보다는 부모의 소음에 

한 민감도가 학생에게 더 큰 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군 항공기 소음이 등학

생에게 미치는 건강 향에 하여 지속 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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