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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고압 송전선과 거주지 간

이격거리에 대한 인식 평가

Evaluating the Perception of Distance to High-Voltage Power Lines from 
Home Using Transmission and Subst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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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번 연구에서는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Transmission and subst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GIS)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판단한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와 거주지 간 거리 인식이 실측 거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총 725명의 응답자 중 136명이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가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114명이
TGIS로 분석할 수 있는 유효한 주소를 제공하였다. 114명 중 42명(36.8 %)은 실측 거리보다 인식 거리가 짧았으며, 15명
(13.2 %)은 인식 거리보다 실측 거리가 짧았다. 일반인들의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와 거주지 간 거리 예측의
타당도가 높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를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량의 대용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erceived distance from home to high-voltage power lines using a transmission and 
subst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TGIS). Of the 725, 136 respondents reported that high voltage power transmission tower, 
power lines or substation was within visual field range from home. Among them, 114 respondents reported valid address, which could 
be used in the analysis of TGIS. Forty two respondents(36.8 %) estimated that the power lines were closer and 15 respondents(13.2 
%) estimated that they were farther than they actually were. Our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the reported distance from home to 
high-voltage power transmission towers, power lines, and substations cannot be used as a proxy for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due to the low validity. 

Key words: Electromagnetic Field, Transmission and Subst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igh-Voltage Power Transmission 
Tower, Risk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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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압 송전선 등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extre-
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1]. 이
논란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을 ‘가능한 발암원(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s 2B)’으로 분류하면서 더욱
커졌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가 2001년 이전의 연구 결과
들을 검토하여 소아 백혈병의 경우,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에 따른 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2]. 그러나 분자의 상호작용에 있어 낮은 에
너지를 갖는 극저주파 자기장이 직접적으로 유전적 손상

을 야기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크게 타당하지 않고, 극
저주파 자기장의 발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 실

험의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한 상태이다[3]. 또, 소아 백혈
병 이외의 다른 질병의 경우 극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유

해성에 대한 근거는 전체적으로 불충분한 상태이다[3].
이러한 극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건립에 대
한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5]. 고압 송
전탑 및 송전선 건립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우선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6]. 그러나 이러한 근거 마련에는 대규모 인
구집단을 장기간 추적 관찰하며, 질병 발생을 확인하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극저주
파 자기장의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

히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
전주의 정책(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극저주파 자
기장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로부터 인체를 보호

하기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7].
일반적으로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

장의 세기는 전류의 양, 송전선 회선의 수, 송전선의 높
이, 특히 송전선과 거주지 간의 이격거리에 영향을 받는
다[7],[8]. 예를 들어 765 kV 송전선은 80 m, 345 kV 송전선
은 50 m, 154 kV 송전선은 20 m 떨어지면 사전주의 정책

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요구되는 자기장 기준인 0.4μT 
이하로 떨어진다[9]. 하지만 일반인의 위험인지가 객관적
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10]～[12], 일반인들이 판단
하는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와 실제 이

를측정한 거리 사이에차이가있을수 있다. 이를단순히
일반인의 거리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간주하기 보다는 보

건의료기술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

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일반인의 위험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일반인들의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 예측 값은 역학 연구

에 있어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량의 대용물(proxy)로 사용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13]. 만약일
반인들이 판단하는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가 부정확하다면 이를 역학 연구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량의 대용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일종인 송

변전 지리정보 시스템(transmission and substation geogra-
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판단한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 인식이 실측 거

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Ⅱ. 방  법  

2-1 설문조사 및 내용

이번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S2014-1964-0001).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
적으로 종이설문지를 사용한 대면 설문조사(face-to-face 
interview)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 간 진행되었고, 성, 연령, 지역, 
학력 수준에 대한 비례할당 및 다단계 층화추출법을 이

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제주도 제외)을 대표할 수 있는

725명을 설문 응답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분하

기 쉽지 않고, 극저주파 자기장의 용어에 친숙하지 않음
을 고려하여, 전자기장을 포괄할 수 있는 전자파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내용을 크게
전자기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조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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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 간 거리 관련 질문
항목, 인구사회학적 항목으로 구분하였다[14]. 전자기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경우, 먼저 전자기장이 잠재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기장의 잠재적 건강
위험에 대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4점 척도(전혀 걱정되
지 않음, 별로 걱정되지 않음, 어느 정도 걱정됨, 매우 걱
정됨)로 질문하였다. 다음, 정부 조치의 경우, 정부가 전
자기장과 관련된 잠재적 건강 위험으로부터 응답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4점 척도
(전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함, 별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함, 어느 정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
하고 있음, 매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로 질문하
였다.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 간 거리 관련 질문
에서는 응답자에게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로부터 최소 어느 정도 응답자의 거주지가 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고, 응답자의 거주지
에서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가 눈에 보이는 거리
에 있는지 물은 후 보인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 간 거리를 추
정하게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항목에서는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응답자의 자가보고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였는데, 특히 거주지 주소의 경우
읍면동 이하의 상세 주소까지 확인하였다.

2-2 거리 인식의 일치도 확인

지리정보시스템의 일종인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판단한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
전소와 거주지 간 거리 인식이 실측 거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은 국가수치지도
를 바탕으로 송변전 설비를 지도상에 나타내고, 나타낸
설비의 속성, 위치, 도면, 이력 등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송변전 설비를 새로이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전력에서 이를 개발하였다[15]. 특히,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은 아크지아이에스(ArcGIS)를 이용하여 송변전설
비의 지리정보를 시각화해 주고, 특정 지점과 고압 송전
탑 및 송전선 간 거리를 산출해줄 수 있다.

그림 1.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의 실례
Fig. 1. Illustration of the transmission and substation geo-

graphic information system.
 
거리 인식 평가를 위하여 먼저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

템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밝힌 거주지 상세 주소를 도

로명주소의 형태로 통일하였다[16]. 다음으로 송변전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거리 산출 작업에 적합하도록 통

일시킨 도로명주소 주소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환경(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과
지도 정보를 이용하여 위도와 경도(X, Y축) 형태의 좌표
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
용하여 각 응답자들의 주소 좌표와 송전탑 및 송전선 간

거리를 산출하였다.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은 송전탑 및
송 전선에 흐르는 전압의 크기(154 kV, 345 kV, 765 kV)
에 따라 거리 산출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주소 좌표의 1 km 반경에 해당
하는 가장 가까운 송전탑 및 송전선 간 거리를 구하였다

(그림 1).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은 송전탑 및 송전선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2차원적 직선의 최단 거리를 주소 좌표와
송전탑 및 송전선 간 거리로 추정한다.

2-3 분석

우선 전자기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조치에 대

한 의견 항목,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 간 거리 관
련 질문 항목, 인구사회학적 항목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
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판단한 고압 송전
탑및 송전선, 변전소와거주지간인식 거리와 송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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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
와 거주지 간 실측 거리를 비교하였다. 이때 실측 거리와
인식 거리 간 비교를 위하여 실측 거리를 인식 거리의 응

답 범주인 300 m 이하, 300 m 초과 500 m 이하, 500 m 
초과 1 km 이하, 1 km 초과로 재분류하였다.
실측 거리보다 인식 거리를 더 짧게 한 사람들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도 시행하였다. 실
측 거리와 인식 거리를각각 1(300 m 이하), 2(300 m 초과
500 m 이하), 3(500 m 초과 1 km 이하), 4(1 km 초과)로
코딩하였으며, 이 코딩된 값을 바탕으로 인식 거리에서
실측 거리를 뺀 값이 —3, —2, —1인 경우를 분석의 결과
값(1)으로 두었고, 0, 1, 2, 3인 경우를결과에 해당되지 않
은 값(0)으로 두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다
고 하였거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들은 1 km 초과의 응
답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
별, 연령대, 학력 수준, 응답자의 자가보고 건강상태, 전
자기장의 잠재적 건강 위험에 대한 걱정 여부, 정부가 전
자기장과 관련된 잠재적 건강 위험으로부터 응답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로부
터 최소 어느 정도 응답자의 거주지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포함시켰다. 모든 독립변수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각 변수의 응답
수준(level)별 응답 수를 고려하여 연령대는 19～29세, 30 
～39세, 40～49세, 50세 이상으로,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
및 대학 재학, 대졸 이상으로, 자가보고 건강상태는 나쁘
거나 보통과 좋음으로, 고압 송전선및 송전탑, 변전소 등
의 전력설비로부터 최소 어느 정도 응답자의 거주지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경우 1 km 
이하 및 1 km 초과로 응답을 재분류하였다. 각 독립변수
에 대한 단변수 분석(univariable analysis)을 수행함과 동
시에, 단계별 선택법(stepwise)을 이용한 다변수 분석(mul-
tivariable analysis)도 함께 수행하였다.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처리를 하였고, SAS 

9.3 version을 이용하여 모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
수준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
석하였다.

Ⅲ. 결  과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725명으로, 남성이 356명
(49.1 %), 여성이 369명(50.9 %)이었다(표 1). 응답자의 연
령대는 고루 분포하였고, 40대가 162명(22.3 %)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 재학
중이 454명(62.6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163명(22.5 
%)이었다. 자가보고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나
쁨이 260명(35.9 %), 좋음이 457명(63.0 %)이었다.
응답자의 699명(96.4 %)이 전자기장이 잠재적으로 건

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588명(81.8 %)이 이에 대하여 걱정된
다(어느 정도 걱정됨, 매우 걱정됨)고 응답하였다(표 2). 
또, 이 중 551명(76.0 %)이 정부가 전자기장과 관련된 잠
재적 건강 위험으로부터 응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

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가 거주지로부터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보인다고 한 응답
자가 136명(18.8 %),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가 553명
(76.3 %)이었다(표 3). 보인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표 1. 연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res-
pondents.

Classification N  %

Gender
Men 356 49.1
Women 369 50.9 

Age

19～29 130 17.9
30～39 137 18.9
40～49 162 22.3
50～59 146 20.1
60～ 150 20.7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below 51 7.0
Middle school graduate 57 7.9
High school graduate or in college 454 62.6
College graduate or above 163 22.5

Self-rated 
health

Fair or below 260 35.9
Good and very good 457 63.0
Don't know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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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자기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
Table 2.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health risk of elec-

tromagnetic fields.

Question Response N  %

Have you received any informa-
tion about potential health risks 
linked to electromagnetic fields?

Yes 699 96.4

No 26 3.6

How concerned are you about the 
potential health risks of electro-
magnetic fields?

Concerned 588 81.1
Not concerned 109 15.0
Don't know 2 0.3

In your opinion, do public bodies 
act effectively or not to protect you 
from potential health risks linked 
to electromagnetic fields?

Yes, effectively 127 17.5
No, not effecti-
vely

551 76.0

Don't know 21 2.9

  

  
표 3.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와 거주지 간 거리
Table 3. Distances from home to high-voltage power trans-

mission towers, power lines and substations.

Classification N  %

High tension power lines 
from home

Within visual field 
range

136 18.8

Outside visual field 
range

553 76.3

Don't know 36 5.0

How far is your house fr-
om high-voltage power trans-
mission towers, power lines 
and substations?

Below 300 m 29 21.3
300～500 m 17 12.5
500 m～1 km 22 16.2
Above 1 km 61 44.9
Don't know 7 5.1

How far do you think your 
house should be away from 
high-voltage power transmi-
ssion towers, power lines and 
substations?

Below 300 m 4 0.6
300～500 m 7 1.0
500 m～1 km 36 5.0
Above 1 km 622 85.8
Don't know 56 7.7

 
거리를 예측하게 했을 때 61명(44.9 %)이 1 km 이상이라
고 응답하였고, 29명(21.3 %)은 300 m 이하라고 응답하였
다. 모든 응답자에게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가 거
주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

었을 때 622명(85.8 %)이 1 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표 4.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변전소와 거주지 간 인식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perceived and actual distances fr-
om high-voltage power transmission towers, po-
wer lines, and substations.

  Perceived 
distance

Actual 
distance

Below 
300 m 

300～
500 m

500 m 
～

1 km

Above 
1 km

Outside 
visual 
field 
range 

or 
don’t 
know

Total

N  %

Below 
300 m 5 - 1 - 6 12 1.9

300～
500 m 4 9 3 2 41 59 9.3

500 m～
1 km 6 - 1 9 102 118 18.5

Above 
1 km 10 7 15 42 374 448 70.3

Total
N 25 16 20 53 523 637 -

 % 3.9 2.5 3.1 8.3 82.1 - 100

고 생각하였다.
응답자들이 판단한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

와 거주지 간 인식 거리와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

용한고압 송전탑 및송전선, 변전소와거주지간 실측거
리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식 거리와 실측 거
리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637명 응답자 중 431명(67.7 %)
이었고, 42명(6.6 %)은 실측 거리보다 인식 거리가 짧으
며, 164명(25.7 %)은 인식 거리보다 실측 거리가 짧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과 모르겠다고 응답

한 사람을 제외했을 때, 인식 거리와 실측 거리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114명 응답자 중 57명(50.0 %)이었고, 42명
(36.8 %)은 실측 거리보다 인식 거리가 짧았으며, 15명
(13.2 %)은 인식 거리보다 실측 거리가 짧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변수분석

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약

2.06배(95 % 신뢰구간: 1.05～4.07배) 더 인식 거리를 실
측 거리보다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50세 이상
인 응답자가 19～29세 응답자에 비하여 약 3.66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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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따른 인식 거리와 실제 거

리 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differences between perceived and actual dis-
tances.

Factors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ble 
analysis

Crude OR
(95 % CI) P Adjusted OR

(95 % CI) P

Gender
Men 1.00 (Ref) 1.00 (Ref)

Women 1.86 (0.96～
3.59) 0.067 2.07 (1.05～

4.07) 0.037

Age(years)
19～29 1.00 (Ref) 1.00 (Ref)

30～39 0.64 (0.20～
1.99) 0.437 0.63 (0.20～

2.00) 0.438

40～49 1.57 (0.51～
4.83) 0.434 1.69 (0.54～

5.26) 0.369

50～ 3.43 (1.23～
9.59) 0.019 3.66 (1.29～

10.38) 0.01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
te or in college or 
below

1.00 (Ref)

College graduate or 
above 0.72 (0.37～

1.39) 0.323

Concerns about the po-
tential health risks 
on EMF
Not concerned or do-
n’t know 1.00 (Ref)

Concerned 0.65 (0.30～
1.42) 0.282

Efficacy of govern-
mental actions
Effectively conduc-
ted or don’t know
Not effectively con-
ducted 0.64 (0.31～

1.31) 0.219

Self-rated health
Good or 
don’t know 1.00 (Ref)

Fair or bad 2.65 (1.38～
5.08) 0.003

Safety distance from 
power lines
Below 1 km or 
don’t know 1.00 (Ref) 1.00 (Ref)

Above 1 km 0.37 (0.18～
0.77) 0.008 0.37 (0.17～

0.79) 0.010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LF: electromagnetic fields.

% 신뢰구간: 1.29～10.38배) 더 인식 거리를 실측 거리보
다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가 거주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1 km 이상이라 응답한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인식 거리를 실측 거리보

다 더 멀리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변수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통이거나 나쁘게 본인의 건강상
태를 평가한 응답자가 좋게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한

응답자보다 좀 더 인식 거리를 실측 거리보다 가깝게 평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교육 수준, 전자기장의 잠재
적건강 위험에 대한우려여부, 전자기장에대한 정부조
치의 평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Ⅳ. 고  찰

이번 연구에서는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판단한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 인식을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약 3분의 1의 응답
자들에 있어서 인식 거리와 실측 거리 간 차이가 있었고,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이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다고 응

답한 사람만으로 한정했을 때에는 절반의 응답자들에 있

어서 인식 거리와 실측 거리 간 차이가 있었다. 즉,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 예측의 타당도가 높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에 따르면 여성과 50세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식 거리를 실측 거리보다 더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가 거주지로부터
1 k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인식 거리를 실측 거리보다 더 멀리 평가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

예측의 타당도가 높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를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량의 대용물로 사용하는 것은 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역학 연구에서는 전자
기장의 노출량을 직접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거나[17]～[19], 
지리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정 지점에서 고압 송전탑

및송전선 간거리를측정한다음, 이를 기존에 고압송전
탑 및 송전선 간 이격거리에 따라 알려진 극저주파 자기

장 측정치와 함께 고려하여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노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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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하기도 한다[20],[21]. 하지만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량을 직접 24시간 측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가용한 지리정보시스템이 없을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간 거리를 확인

하여 이를 기존에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간 이격거리에

따라 알려진 극저주파 자기장 측정치와 함께 고려하여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노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13].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일반인들의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 예측의 낮은 타당도를 고려

했을 때, 역학 연구에서는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량을
추정할수 있는다른 더좋은 대안을사용해야할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설문조사를 통해 고압 송전

탑 및 송전선 간 거리를 질문할 때 응답자들이 거리를 잘

추정할 수 있도록 비교 잣대를 제시해 주거나, 재차 거리
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 아직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량과 질병 발생 간 관련

성을 보는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좀 더 정확한 노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

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 원전, 소각장과 같은 환경적인
혐오시설 관련 역학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이 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건설의 갈등을 완화시키

고,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이격거리를 설

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7]. 그런데 이번 연구
에서 확인한 일반인들의 거리 추정 타당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이격거리

를 설정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이격거리의 설정이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하
고있는 것처럼 보일수있지만, 이에 대한추정도기본적
으로 극저주파 전자기장 또는 송전탑 및 송전선에 대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22]. 즉, 극저주파 전자기
장에 대한 위험 인식은 거리 추정이라는 판단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
성과 50세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 거리를
실측 거리보다 더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를 위험인식과 연계시켜 생각한다면 기존 연구에서 여성

및 50대의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 인식이 가장 높았다
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3]. 일반인들의 위험 태도 및 행
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위험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24],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과 관련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세울 때에는 여성 및 50대 이상에서 위험 인식이 다
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연구의 주요 제한점으로는 우선 일반인들에게 고

압 송전탑 및 송전선, 변전소와 거주지 간 거리를 추정하
게 할 때 일반인들이 이들 설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특
히, 일반인들이 기지국 등 다른 철탑 설비와 이를 구분할
수 없었을 수 있는데, 설문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다음 연구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
정 지점과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 간 거리를 추정할 때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의 높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던 점

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차원적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Ⅴ. 결  론

이번 연구의 의의는 송변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

여 일반인들이 판단한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 있다. 
일반인들의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과 거주지 간 거리 인

식의 타당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향후 관련 역학 연구에

서고려할 필요가있겠고, 여성및 50세이상에서 고압송
전탑 및 송전선의 위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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