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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acoustical environment in the region around airport where there are various 

transportation noises such as aircraft noise, railway noise and traffic noise, and to analyze the subjective response on 

the noise to the people who live in house or work in office nearby airport. Measurement and subjective response 

evaluation we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and outdoor noise level was measured all day long to calculate one day 

results such as average Leq or one day WECPNL etc.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ilitary aircraft produces very 

high level comparing with commercial aircraft, for instance the sound level of commercial outdoor was lower than 

that of military aircraft indoor. Double and triple window were more effective for controlling the noise than single 

window, which showed the possibility of sound insulation treatment by installing windows having higher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Finally the subjective response was resulted that the most annoying noise is from aircraft 

and counterplan they hope is 'airport moving out'. Leq 65 dB(A), the criteria value of sound insulation treatment, 

was corresponding to the subjective response of median annoyance '4' out of 7t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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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우리나라의 공항에는 항공기소음에 한 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말 기  15개 공항 102개 지 에

서 운 되고 있다
(1). 그  주공항을 포함한 9개 공항

은 민, 군 공용공항으로서 민항기 뿐만 아니라 군용기까

지 운항을 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주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 소음과 더불어 공항 

근을 한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소음이 복합된 곳으

로서 소음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상되는 곳이다. 

도로교통 소음과 철도 소음은 소음 발생 인 지역에만 

향을 미치는데 비해 항공기 소음은 소음 벨이 매우 

높고 향 범 가 넓으며, 방음 책 한 어려워 피해 

상 건물도 주택, 사무실, 학교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해

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 인 손실과 건강, 정신 인 피

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교통소음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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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도와의 계를 분석하기 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2)∼(7).

본 연구는 공항주변 지역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항공기소음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지역을 상으로 주

거, 사무실 등과 같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물 내외부에

서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 으며, 건물 사용자들의 소음에 

한 피해 정도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 다.  

2. 소음 측정  주 반응 조사 방법

2.1 소음의 측정방법정

항공기 소음을 비롯한 각종 교통소음과 환경소음은 그 

특성에 따라 측정  평가방법이 다르다. 공항 주변에서

의 소음은 부분 항공기 소음일 것으로 생각되나, 상 

치가 철도 소음  도로교통 소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측정방법을 동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측정에 앞서 측정방법의 통일을 해 항공기 소음

과 철도 소음에 한 측정을 실시하 으며, 환경소음에 

보편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가소음 벨(Leq)을 사

용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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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공기 소음의 시간별 벨 변화 특성                그림 2. 항공기 소음의 측정시간에 따른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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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철도 소음의 시간별 벨 변화 특성                   그림 4. 철도 소음의 측정시간에 따른 결과 비교

그림 1 ∼ 4는 측정시간을 다양하게 조 함으로써 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항공기 소음  철도 소음은 도로교

통소음과 달리 상시 존재하기 보다는 발생 당시의 소음

을 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기 시 을 기 으로 10  단 로 계산 시간을 증가시

키면서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공통 으로 30 가 될 경우 측정결과는 체 발생 구

간동안 계산한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

음측정은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부분에서 30 간 실시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 다. 

 

2.2 주 반응 조사

  항공기소음의 평가와 더불어 주민들의 소음에 한 반

응을 조사하 다. 일반 으로 거주민에 의한 소음의 평가

는 거주하는 동안 경험했던 소음에 한 평가를 하게 되

므로 소음과 반응과의 인과 계를 규명하기 해서는 보

다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 벨과 반응 정도의 직 인 계를 분석하기 하

여 소음측정시 발생되는 소음에 해 반응을 조사하 다. 

  설문 문항은 일반 인 사항으로 성별, 나이, 주거형태, 

직업  거주기간을 항목으로 작성하 으며, 생활에 방해

정도가 큰 소음의 종류, 희망 소음 책  신경쓰임 정

도에 하여 7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3. 소음의 측정  분석

3.1 측정 상 지역 황

측정 상 치는 민, 군 항공기가 복합되어 있으며, 도

로교통소음, 철도소음이 발생하는 주공항 주변을 상

으로 하 다. 상 치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선상을 

기 으로 하 으며, 체 으로 소음 벨이 큰 곳에서 건

물 내외부에서의 소음 벨을 비교하 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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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공항 인근 소음 측정 상 지역

측정 상 지역에 한 세부 내역은 표 1과 같다. A 지

역은 공항 입구, B 지역은 A 지역과 근 해 있는 곳으로 

아 트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이며, C지역은 활주로 북쪽 

마을, D지역은 공항 측면에 있는 농  단독주택지역, E지

역은 공항 좌측으로 최근에 지어진 아 트 단지, F 지역

은 활주로 이․착륙 지 이다.

표 1. 측정 상 지역 황

측정

치
장소 치특성 상건물

외부소음

측정여부

A 공항입구 

공항앞 삼거리, 

지하철역 입구, 간이 

철도역 앞

아 트, 

주택, 

사무실

측정

B

공항 입구

아 트 

단지

항공기, 철도, 

도로교통 소음이 

집 되는 곳

아 트 

층별
측정

C 우산동
항공기 이착륙 선상에 

있는 마을

주택, 

사무실, 

학교, 교회

D
신 ․서

창동
활주로 우측 농 주택 측정

E 도산동 활주로 좌측 도심지 아 트

F
활주로앞

도로변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이 가장 큰 

도로변

웨딩홀 앞 측정

3.2 측정  분석기기

측정은 2008년 9월에 실시하 으며, 측정 기기는 외부

소음에 한 고정측정과 주변 건물에 한 이동측정으로 

구분하여, 고정측정시 Symphonie(01 dB)를 사용하 으

며, 이동측정시에는 조작  이동의 간소화를 해 

Svan945A(SVANTEK)를 사용하 다. 

항공기, 철도, 도로교통 소음  배경소음에 한 측정

은 앞 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일된 방법으로서 음원 

발생 후 30  동안의 등가소음 벨(Leq)을 사용하 으며, 

비교를 해 최 소음 벨(Lmax)을 동시에 측정하 다. 

그리고 측정과 더불어 정확한 분석을 해 소음원의 종

류  특성을 기술하 으며, 건물 내외부에서의 비교를 

해 건물의 종류와 창호에 한 내역을 기록하 다.  

그림 6은 측정 상이 되는 소음의 종류와 측정기기의 

구성에 한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상 소음  측정기기 구성 개요도

3.3 소음에 한 반응 조사

소음 정도에 한 반응의 정도를 객 화하기 해서는 

실험실 실험 등과 같은 정 한 실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는 장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상으로 실측되는 소

음 벨에 한 주민들의 개 인 반응을 조사하고자 하

다. 거주환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음이 존재하기 때

문에 복합 인 환경에 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항공

기 소음이나 철도 소음 등과 같은 특정 소음만을 상으

로 반응조사를 하더라도 다양한 배경소음이 혼합되기 때

문에 그 결과는 실험실에서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반응을 조사하기 해 측정과 동시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 측정 장소와 동일한 치에서 들리

는 항공기 소음 혹은 철도 소음 등에 한 거주민의 즉

각 인 반응을 조사하 다. 소음 정도에 한 반응 조사

는 1부터 7까지의 7단계 척도로 구성하 으며, 인 사항

과 함께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소음과 소음 책 등

에 하여 조사하 다. 

3.4 상 지역의 항공기 소음 벨 

상지역에서 측정한 소음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그림 7). 이것은 측정 상 지역별로 반

인 소음 벨 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항공기소음에 의

한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F 지역은 건물이 없어서 

실외에서의 벨만 나타나 있으며, 이착륙 선상에 치한 

곳으로 매우 높은 실외 소음 벨을 보이고 있다. 반

으로는 C 지역에서의 실내 소음 벨이 65 dB(A) 이상의 

값을 나타내 방음 책이 필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실

내외 소음 벨차는 10 ∼ 15 dB(A) 정도의 수 으로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1일 단 로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계산된 1

일 동안의 평균값으로써, 등가소음 벨(Leq), 최 소음

벨(Lmax)  WECPNL값이다. 측정은 A, B, D, F 지역

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고정 측정값은 체 시간을 상으

로 측정된 것이므로 그림 7의 이동 측정값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WECPNL값은 모두 75 이상으로 

나타나 체 지역이 피해 상지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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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내외 소음 벨 비교(표 편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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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외 측정에 따른 WECPNL 값 비교

그림 9는 상 지역별 측정값의 주 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배경소음의 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반 인 

항공기소음의 향으로 비슷한 유형의 스펙트럼을 보이

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 고주 수 역에서 약간씩 다

른 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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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 지역별 소음의 주 수 특성

환경소음을 측정  평가하는 방법은 소음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값은 등가소음

벨(Leq)이며, 항공기 소음이나 철도소음 등을 계산할 

경우 최 소음 벨(Lmax)도 빈번히 사용된다. 그림 10은 

상 지역에서 측정한 결과  Leq와 Lmax 값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측정된 값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

로교통소음을 상으로 한 것으로서, 항공기소음 측정값

이 많아 그에 따른 향이 가장 크게 반 된 것으로 사

료된다. 상 계는 0.98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

어 매우 높은 상 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소음 벨과 주 반응 분석시 Leq에 의한 값만을 사용하

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40 60 80 100 120
40

60

80

100

120

Y = 7.54471 + 1.03079 * X
R : 0.98164, P <0.0001

Lm
ax

,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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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 지역 소음 벨의 Leq와 Lmax의 계

3.5 지역별 소음 황

공항 주변에 치한 상 지역에서 반 인 소음 실

태 조사를 해 각 지역별 실내외 소음의 종류  그에 

따른 벨 등에 하여 살펴보았다.

(1) A 지역

A 지역은 공항입구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과 교통소음 

철도 소음이 혼재하는 곳이다. 그림 11은 실내외에서 측

정한 배경소음 벨로서 40 ∼ 60 dB(A) 수 의 값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11. A 지역 실내외 배경소음 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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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A지역에서 측정한 군용기, 민항기, 기차소음 

등에 한 주 수 분석 결과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기

차소음과 항공기소음의 벨 차이는 있으나, 군용기와 민

항기의 벨, 배경소음 벨과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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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 지역에서 측정된 외부소음 벨 비교

측정 상 건물에는 외부에 설치된 창이 단일창, 이

창, 삼 창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건물의 내부에서 측정

된 소음 벨 값을 비교하면 그림 13과 같다. 외부소음

벨에 비해 실내 소음 벨이 단일창의 경우 15 dB(A) 정

도, 이 창과 삼 창은 거의 비슷하게 약 20 dB(A) 이상

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외부에 설치하는 창에 따

라 실내 소음 벨 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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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지역 실내외 항공기 소음 벨

(2) B 지역

B 지역은 항공기 소음과 도로․교통소음, 철도 소음 

등이 지속 으로 들리는 아 트 단지이다. 그림 14는 B 

지역 아 트 발코니에서 측정한 각 소음원별 주 수 특

성을 나타낸 것으로, 외부 소음 벨에 비해 상당히 감

된 값을 보이고 있으며, 민항기의 경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상 아 트가 철로에 근

해 있어 기차소음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무궁

화 열차 소음의 경우 군용기소음과 거의 비슷하게 측정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계는 개별 항공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 건물의 치에 따라 다

양하고 비슷한 벨의 소음이 복합 으로 발생되는 지역

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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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 지역 소음 벨 비교

(3) C 지역

C 지역은 항공기의 이착륙 선상에 치한 마을과 그 

주변 지역으로 이륙소음과 함께 착륙소음의 향도 크게 

받는 지역이다. 그림 15에서는 실내에서의 군용기 소음이 

실외에서의 민항기 소음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이착륙 선상에 근 한 지역의 특성으로 군용기의 이

착륙 소음의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측

정 당시 수 십 미터 로 항공기 착륙이 측되었고, 간

혹 착륙시도 후 다시 재추진하는 등의 비행방법으로 인

해 실외에서의 등가소음 벨이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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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 지역 소음 벨 비교

(4) D 지역

D지역은 농  지역으로 항공기 이륙 소음이 주 소음원

이었고, 투기가 북쪽방향으로 이륙하여 동쪽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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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활주로의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은 투기의 비행 

에 따른 소음 향이 다른 종류의 소음에 비해 크게 

상되는 지역이다. 

그림 16은 D 지역의 소음 벨 측정값으로서 그림 15와 

유사하게 실내에서의 군용기 소음 벨이 실외 민항기 소

음 벨보다 높게 나타나는 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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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 지역 소음 벨 비교

(5) E 지역

E 지역은 활주로에 가장 근 한 지역으로 D 지역과 

함께 항공기 이륙 소음이 다른 상 소음보다 크게 향

을 미치는 곳이다. 그림 17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항기소음은 큰 향이 없는 듯하며, 군용기에 의한 소

음 벨이 실내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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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 지역 소음 벨 비교

(6) F 지역

F 지역은 활주로의 북쪽으로 항공기의 이·착륙 선상에 

있는 지역이다. 특히 활주로 남쪽으로 이륙한 항공기들의 

착륙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때때로 훈련기의 기동 

훈련이 착륙 에 이루어져 투기의 착륙 유형에 따라 

소음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18은 배경소음

벨과 평균 인 소음 벨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장소와 근

해 있는 도로교통소음이 주요 배경소음이며, 항공기소

음에 의한 향으로 그 값에 비해 약 20 dB(A) 이상 큰 

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8. F 지역 소음 벨 비교

4. 거주자 반응 조사  결과 분석

4.1 설문 상자의 일반  사항

설문은 5개 지역에서 실시하 으며, 각 지역에서의 반

응 조사에 한 응답수는 체 192개 다(표 2). 표 3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해 비율로 나타낸 것이

다. 남여 응답자가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연령 는 

40 이상의 응답자가 75 %를 차지하 다. 응답시 건물 형

태로는 단독주택, 아 트, 기타 사무실 혹은 교회가 유사

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응답자가 많았으나,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36.9%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표 2. 지역별 반응 조사 결과 

지역 반응 조사 응답수

A 29

B 38

C 52

D 36

E 37

계 192

표 3. 응답자 일반  사항

기 구별 비율

성별
남 50.8

녀 49.2

나이

20 미만 7.7

20 ∼ 39 16.9

40 ∼ 59 44.6

60 이상 30.8

건물형태

단독주택 38.5

아 트 36.9

사무실,학교 24.6

거주기간

1년 미만 4.6

1년 ∼ 3년 35.4

3년 ∼ 5년 15.4

5년 ∼ 10년 7.7

10년 과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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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거주자의 소음에 한 의식

해당 지역 거주자의 ‘생활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소음이 무엇인가’라는 항목에 한 답은 ‘군용기 소음이

다’가 약 97%의 압도 인 의견으로 나왔으며 B지역의 몇 

명은 야간과 새벽의 철도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 다. 

질문항목이었던 민항기소음과 교통소음은  선택되지 

않았다. 

그림 19. 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소음

한 ‘희망하는 소음 책이 무엇인가’라는 항목에 

한 답으로는 부분의 거주자들은 ‘비행단의 이 ’을 원

했으나, 오랫동안 생활해 온 농 의 주민들과 아 트 주

민들은 ‘피해보상’도 함께 원하고 있었다. 단, 방음시설 지

원에 한 응답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0. 희망 소음 책

4.3 소음 벨과 주 반응의 계 분석

소음 벨과 거주자의 반응 정도를 분석하기 해 자극

-반응 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볼쯔만 식(Boltzmann 

equation)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회귀식의 분석을 해 

많이 사용되는 다차함수 곡선은 최  극한값(자극 즉 소음

벨이 아주 작거나 아주 커질 경우)에 해당하는 측값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볼쯔만 식을 사용하여 회귀식을 도출, 방해의 정도에 따른 

소음 벨의 계를 측하 다. 볼쯔만 식을 이용한 곡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8).




   

  
 식(1)

여기에서, x는 소음 벨, y는 방해정도(%) 그리고 A1은 

x=-∞일 때 y값 (1 혹은 7), A2는 x=+∞일 때 y값 (1 혹은 

7), x0는 y의 평균값에 한 x값, 즉 y값이 50%인 경우의 x

값이며, dx는 회귀선 간부분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방해정도가 1에서 7인 을 감안하여 각 극한값에 

해당하는 값 즉, A1  A2를 각각 1과 7로 고정하여 분석을 

하 다. 

그림 21은 실내에서 소음의 크기에 따른 거주자의 주

인 반응의 계를 나타낸 그래 이다. Leq에 한 신

경쓰임(Annoyance) 정도는 Lmax와 약 10 dB(A)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울기는 약 8.9로서 Lmax의 10.3에 

비해 더 가 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실내에서 소음 벨과 주 반응의 계

그림 22는 실외에서 측정한 소음 벨에 해 거주자의 

주 반응과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간값(x0)은 실내

소음 벨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기울기를 나타내

는 dx 값의 경우 보다 더 완만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내소음 벨에 한 거주민의 반응이 실외에서 소

음이 들렸을 때 보다 더 민감하게 됨을 객 으로 나타

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실내, 외에서의 소음 벨에 해 

간 정도의 신경쓰임 값에 해당하는 ‘4’에서의 소음 벨은 

약 65 Leq dB(A)로 나타나 행 방음 책 기 에 해당

하는 값을 보여 다 하겠다. 그러나 이상의 조사값은 외

부소음에 한 조건이 다양하고, 통제된 실험에 의한 값

이 아니므로 보다 통제된 조건에서, 다양한 소음원에 

한 자료가 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자극-반응의 계

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항기와 군용기가 혼합된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거주자 반응 / 백형배 박현구 김선우

Journal of the KIEAE Vol. 9, No. 1  2009. 02106

그림 22. 실외에서 소음 벨과 주  반응의 계

5. 결 론

본 연구는 공항주변 지역에서의 실내외 소음 벨을 조

사한 것으로서, 항공기소음을 비롯하여 철도소음, 도로교

통소음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을 상으로 측정을 실시하

으며, 동시에 주 반응 조사를 통하여 소음 벨과 반응

과의 계를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항 주변 상지역에서의 외부소음에 한 측정결

과 1일간 WECPNL값이 피해 상지역으로 구분하는 75를 

상회하 다. 한 실내외 벨 차이는 등가소음 벨 10 

∼ 15 dB(A) 정도로 나타났으며, C 지역에서는 실내 평

균 소음 벨이 등가소음 벨 65 dB(A)를 상회하 다. 

(2) 외부에 면해 설치된 창의 종류에 따라 실내소음

벨을 비교한 결과 단일창의 경우 약 15 dB(A)의 차이를 

보인 반면, 이 창, 삼 창의 경우 20 dB(A) 이상의 차이

를 나타내어 창에 의한 소음 방지 책에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3) 상 지역에서의 측정값을 살펴보면 반 으로 군

용기에 의한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내에

서 측정한 군용기 소음 벨이 실외에서 측정한 민항기 

소음 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측정과 동시에 실시한 반응 조사 결과, 해당 지역

에서 가장 피해되는 소음의 종류는 항공기소음이었으며, 

희망하는 책으로는 비행단을 이주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었다. 소음의 크기에 따른 주 반응의 계는 간 정

도의 신경쓰임에 해당하는 소음 벨이 등가소음 벨 65 

dB(A)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항공기소음이 주를 이루는 공항주변에서

의 소음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항기보다는 군용기에 

의한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치에 따라서는 항

공기소음과 철도소음 등 여러 가지 소음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는 지역이 존재하 다. 측정시 반응조사를 동

시에 실시하 으나 장의 특수성, 조건의 통제 등의 문

제 이 있어 일반 인 계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이러

한 계를 토 로 항공기소음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소음과 반응의 계를 하게 평가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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