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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공간 ]

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Interview
소음대책지역 확대로
주민과의 상생 강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안전하게 대응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제주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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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제주지방항공청은 공항과 인근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음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하늘 길을 책임지는
제주공항은 내륙과 제주도를 이어주는 주요 교통
요충지로서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
지만 공항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대화
곤란, 텔레비전 시청 장애, 난청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하루 평균 470여 대의 항공기가 이착륙
하는 등 항공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소음
피해와 주민불편 또한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소음대책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소음 심층지역
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손실보상ㆍ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
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주민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공항공사에서
지방항공청으로 변경하였고, 2017년 전국공항 최초로
지방항공청이 주관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제주공항
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의 채근담에는 “시끄럽고 번잡한 때를 당하면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멍하니 잊어버리고,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옛날에 잊었던 것도 또한 뚜렷이
떠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지, 이로 인해 얼마나 힘드실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기소음 저감 및 소음
대책사업 정책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이 새로운 정책들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방항공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과 인근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들을 발굴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안전하게 대응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제주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소음대책지역 면적을
약 141%(10.9㎢→15.4㎢)로 확대하였고 약 3,830호의
가구 수가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약 150%(21.6㎢→32.4㎢) 확대된
지역에서 주민편의시설 설치,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저소음운항절차 운영, 정기운항 외 심야시간
운항 제한 등 항공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장

장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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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Interview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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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제주공항은 현재 평균 2분 간격으로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족한 슬롯 및 공항혼잡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의 소음저감을 위하여 신형항공기

위해서는 첫째 항공기 이·착륙 항로에 위치한 최대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저소음운항절차의 준수를

소음피해지역을 공항진입 도로 및 고속도로 연결도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둘째 인접지역은 놀이공원, 쇼핑 아울렛,

대부분의 공항들은 소음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비정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유연적인 야간
운항제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항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 없이 모두가 잘 알고 있습
니다. 하지만 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오랜 건설기간, 막대한 자금, 넓은
지역의 토지 등 하지만 가장 어렵고 해결하기가 힘든
것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때 최우선적으로

백화점 등 상업시설로 건설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종합
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항공기의 운항제한을 해소
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비즈니스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공항으로 재탄생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과 개발기간 및 피해주민의 이주
대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피해주민의
이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따른 손익 등을 공항운영자, 지방자치
단체,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소음피해를 최소화하여 공항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지를 선정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항인 인천국
제공항을 인천 영종도에 건설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불편함 등으로 반대가 많았으나,
지금은 24시간 운영과 제1터미널이 부족하여 제2
터미널을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확장 할 수 있는 것은
소음피해 지역이 극소수에 불과 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공항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음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가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공항근처의
소음피해지역에는 주택지가 형성되어 항공기 소음
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개발의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며 지원
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로 소음피해

제주국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 감사

주민을 줄이고, 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문 영 종
August 2018 / VO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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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말 ]

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Interview

우리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힘겨운
비행기의 이착륙

어린 시절에는 ‘비행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늘 정겹고
마음까지 하늘을 나는 듯한 상상과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내를 다녀온 친구들이
비행기를 보았다고 자랑을 하면 ‘나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에게는 왜 공항 근처에
사는 친척이 없을까?’하고 가난한 부모와 친척까지도
원망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유하며 최선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그리던 비행기 여행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꿈과 희망의 상징이라는 기억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그 부정적인 역할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나아진 삶이 가져다 준 또 다른
부작용과 오만에서 나온 사치스런 생각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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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8시부터 밤 11시가 넘도록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여름에조차 문을 열지 못하는 고충은
학교 힘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

언제인지 모르는 순간만 해도 ‘볼 수만 있었으면’하던

도움도 받고 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요청

것이 어느 한 순간 ‘한 번 타봤으면’으로 바뀌고 이제 타는

하기도 하면서도 갖게 되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답답한

것이 일상이 되고 나니,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온데간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공항 주변 가정과 학교·시설 등의 각종 피해, 항공기
소음 공해,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공항 인근 마을의
방송 전파 방해로 인한 피해 등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현재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와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진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한
1980년대 후반만 해도 비행기의 이착륙에서 발생되는

하게 고민하고 공유하며 최선의 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론의 이슈가 되거나
화젯거리가 되었던 것 같지 않은데, 2017년 교장이 되어
근무하면서 보니 공항 인근 주민과 지역 학교의 항공소음
문제가 빠지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실제 학교 교육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평소는 물론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 문을 열면 2~3분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굉음은 새소리처럼 당연하게 들어
넘겨야하기엔 아이들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곤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더위와 갑갑함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학습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실 복도에도 서보고
교실에 가만히 앉아 책을 읽으며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오는 항공기 소리로 인해 느껴지는 고충이 어떠한 것들
인지 학생의 입장이 되어 직접 접해보면서 보다 나은
방안들을 고민해 보곤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본부장 등 관련 담당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문을 열 수 없어 생기는 어려움들과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황 상 선
August 2018 / VO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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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귀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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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주공항 주변지역은 소음피해에 있어서 최대라고 여겨집니다.
소음대책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의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물부족, 학교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만이 주민들과 가까워 질수 있
는 방법입니다.

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며, 건강
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항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우리
동네도 이러한 상황인데 더 가까운 동네의 경우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 약 60년간 이 자리에서 생업을
해왔으며, 마을 이장으로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소음도로 보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며,
최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항공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대책사업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의 경우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문제로는 소음등고선 기준으
로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이
라도 소음피해를 보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상귀리의
경우 약 1,000명 중 700∼800명이 소음피해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이러한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소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재고시가 이루어
졌으며, 소음등고선 범위가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일부 소음
대책사업 대상자 중 공사 이후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다소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공항공사와의 소통에서는 마을 행사시 지원금이 나오고
있으며,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복지회관
등의 리모델링이나 도로 포장공사 등 사업비 중 공항공사
75%, 지자체 25%를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사후보고
식의 절차가 가장 문제이며,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소음
문제를 들어보고, 이야기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합니다. 1년에 한번 공문으로 희망사업에 대해 조사하는
수준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기존 소음대책지역 내 오랫동안 거주해 온 대상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축시
에는 본인이 방음창, 방음벽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에 추가
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차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둘째, 점차적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여 소음피해지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인
소음피해는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사업비의 용도도 보다 다양화하여 주민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가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기에 태양광발전사업 등의
제안을 하나, 이 또한 토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
기료 지원 예산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소음대책사업비로 지어진 시설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점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문제 해결은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혜택을
늘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평균 3분마다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일상
August 2018 / VO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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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소음피해에 노출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길

제주 내도동 주민

김 형 진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발굴과 정보 공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주민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내도동에서 태어나 54년 동안 인생의 전부를 이 동네와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내도동
에는 최근 외부 인구유입이 증가하여 현재 약 7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신규 아파트
및 빌라 등 건설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타지역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입니다.
사실 이주민과 원주민들 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소음문제 등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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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집행위원들만 알고
계신 상황에서 마을 운영위원회나
총회 개최시 참석하여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

현재 인터뷰하는 이 장소의 경우도 어르신들의 모임장소인
마을회관입니다만,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생활
문화센터 및 사무실로 확장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위쪽 지역에도 경로당이 있으나,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 어려운 점으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뒤쪽 공간에 일부 부지가 있어 추후 활용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즉, 도로 아래쪽은 원주민들이 대부분
이며, 위쪽 지역의 경우 이주민들이 최근 인구가 유입되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음등고선 확장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일부 있으며, 대부분 주민지원사업
대상의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측면에서도 주민
지원사업에 따른 타 부처 재원으로 제주시와 함께 지원된
상황이라 소음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여름의 경우 늦게까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데 일상
적인 생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

최근 전기료지원과 관련하여 신청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75웨클 밖의 지역이라 전기료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된 상황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홍보하여
내도동도 타 지역과 똑같이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는

주셔야 합니다. 공항공사나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은 없었으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편입니다.

영향조사 등의 상황 발생시 소음측정을 한다든지 공청회시에만

게다가 소음에 따른 재산피해도 발생하는데, 70웨클의 소음

알 수 있으며, 생소한 소음대책위원회 참석 시에만 가능한

에도 건물 신축시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겁니다.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집성촌 단위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간의 충분한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도동은 해안가에 대부분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형태라 주변지역과 달리 특색 있는 사업 또한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 발굴 또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도 각 주민
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일부 집행위원들만 알고 계신 상황에서 마을 운영위원회나

다른 얘기로 최근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간의 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지역에

총회 개최시 참석하여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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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아픈 과거,
괴로운 현실, 불투명한 미래
시내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 지나가는데,
항공기는 2분마다 지나가는 곳이
도두동입니다.

도두동은 소음등고선 확대 고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보다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소음대책지역
이라도 공항에 보다 가까운 지역의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
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은 주민들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저는 현재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도두동은 4개의
자연마을(도두1동, 신사수, 신성, 다호)이 있으며, 약 1,4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제주공항 활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몰래몰” 마을이 사라지고, 여러 마을에서 많은
이주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한순간에 생활터전이 국가에 강제
수용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위치하면서 각종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으며, 지가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서
볼 때, 도두동 주민이 공항을 바라보는 입장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에 의해 수면장애, 학습장애, 발달장애 및
정서불안증 등을 겪고 있으며, 특히 활주로와 도로 하나를 사이로
위치한 도리초교의 경우 서쪽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한참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볼 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주 도두동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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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에 거주하는 어른들 또한 일반적으로 귀도 멍멍하고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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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제도는 주민들의 정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리가 큰 이유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시달림으로 일상적인 대화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렵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

셋째, 법과 제도는 주민들의 정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음문제 뿐만 아니라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계소음으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존 소음

로도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이외에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항과 관련한 크고 작은 공사로 토사가 유출되어 어장에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밤늦게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정말 괴롭기만 합니다.
특히 마을의 이미지는 많이 훼손되어 있으며, 타 지역보다
낮은 지가로 인해 생활하수처리장이 들어와서 악취 또한 풍기고
있어 제주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다섯째, 소음영향조사 이후 소음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맞는 예산도 함께 증액될 수 있도록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정책입안자, 지자체 및 공항공사 등 기관장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의 보다 많은 소통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주공항의 경우 소음등고선이 확대
고시 되면서 기존 3종 나 지구에서 3종 가 지구로 변경된
지역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지역에 신축이 금지되는 상황이

이에 다음에 대해 요구합니다. 첫째, 앞서 여러 요인을
고려시 같은 소음대책지역이라도 피해보상에 대해 더 많은

발생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리초등학교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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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소음대책지역 내의 아파트,
소음대책지역 외의 아파트

“

김 명 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주 외도동 주민

주민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 외도동에서 15년간 살았으며, 현재 외도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
니다. 제주 고산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공군과 창원 삼성항공에서 오랜 군
생활과 직장생활을 마치고 2003년도에 귀향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외도 부영아파트에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000년대 초
제1차 약 1,100세대, 제2차 약 920세대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초기에도 현재처럼
아파트 위로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운항편수가 적었으며, 생업에
종사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소음영향이 적은 지역에서 지내는 터라 그다지 민감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운항횟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현상이 많아지면서 심각한 민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항공기가 다녀야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은 거센 민원을 넣게 되고 결국 항공기 운항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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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아파트의 경우 특정 동, 특정 호만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www.koti.re.kr

곳은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주민들 간의 갈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만 하여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측하여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할 겁니다.

방음벽 및 방음창 공사와 관련, 아직 미설치 된 상황인데,
최근 공항공사로부터 중소기업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외도동은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애기를 듣고 현재 대기업 상급 자재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대부분 지역이 소음대책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한 상황입니다. 또 작년부터 에어컨 설치사업이 진행되어

들어가 있어 소음피해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도

오고 있는데, 사업초기에는 타 지역에서 5등급 에어컨 설치

합니다.

로 전기료가 많이 나와 민원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현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으로 설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및 놀이터 정비사업 등의 신규사업
에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의 토지대장을 발부하여 보면 소음지역으로
나와 재산상의 피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음등고선이
아파트 중심을 가로질러 소음대책사업지원을 받을 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책주도만으로는 앞으로도
갈등과 반목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있는 곳과 아닌 곳으로 나누어지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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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Reinforce the coexistance
with residents by expanding the
noise reduction area

Jeju Regional Office of Aviation / Administrator

Man-Heui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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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Regional Office of Aviation
will actively pursue the noise reduction project to
ease the residents’ inconvenience in order to ensure the
coexistence of airport and residents”
Jeju Airport, which is in charge of safe skies for residents
and tourists, i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hub connecting
the inland and Jeju Island,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regional economy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residents near the airport have experienced
considerable inconvenience in their daily lives such a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watching television and
hearing loss etc. caused by aircraft noise.
Due to geographical features as an island and activation
of tourism industry, the air traffic volume in Jeju airpor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by taking off and landing
470 aircrafts a day, the damage of aircraft noise and
inconvenience of residents have also increas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a lot of
system improvements; expanding the scope of the noise
reduction project to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as
well as ensure the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expanding
the compensation areas for land loss and purchase to
curb the inflow of population into a deep noise areas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esidents` property rights etc.
In particular, the body of investigation for noise impact
has been changed from the airport to the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residents about
the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noise reduction area.
In 2017, the investigation for noise impact was held at Jeju
Airport, conducted by the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for the first time ever against airports in Korea.
To address the inconvenience of residents, the noise
reduction area was expanded about 141%(10.9㎢→15.4㎢)
and about 3,830 of households were added to the area.

In addition, the government plans to proceed the
residents supporting projects including convenience
facilities installation, improvement of the regional
environment at about 150%(21.6㎢→32.4㎢) expanded
areas from next year.
Besides, a various of policies to reduce noise are
introduced like the operation of Noise Abatement
Procedure to minimize the noise occured by taking off and
landing, the imposition of culfew excluding regular flights.
There is a saying 'Caigentan' in China, "In the noisy
and crowded time, usual memories can be forgotten but
staying in the clean and comfortable place can come to
mind clearly what forgotten in the past."
Like this, we feel deeply empathy to how much noise
can make lives uncomfortable for residents, and how
difficult it can be.
Jeju Regional Office of Aviation will fulfill all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e will make efforts to reflect the residents’
requirement on the policies to reduce aircraft noise as
much as we can. we will communicate consistantly with
residents so that they can actually feel the effects of the
policies.
We will find ways for the airport and residents to coexist,
will carry out various policies which actually help residents
who are experiencing the inconvenience by aircraft noise.
Also, we will endeavor to contribute to aviation safety
and the development of Jeju by responding in safe to the
growing demand for f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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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말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올해는 유래 없는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의 시간이 길고 강할 것입니다. 벌써 통권 11호를 발간하는
현 시점에서도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요원
하게만 느껴지고 있어, 공항소음분석센터는 한 순간도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금번 통권 11호는 제주공항 특집편으로 공항인근 지역 주민 분
들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기고를 해주신
제주지방항공청 장만희 청장님과 제주공항 AOC 감사 문영종
지점장님, 제주사대부고 황상선 교장선생님, 내도동 김형진님,
도두동 고영율님, 외도동 김명철님, 상귀리 강종석 이장님 등 소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본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브리프 발간을 위해 도와주신 제주지방항공청 허연희 주무관
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항소음브리프는 소음으로 고통 받고 계신 공항주변 주민들과
국회, 정부, 공항공사, 항공사, 전문가 등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이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3년 동안 발간 호수가 거듭 될수록 더욱 깊이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있어,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호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공항소음브리프>를 응원해주시고 이끌어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브리프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을
기울여준 편집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공교통연구본부장/공항소음분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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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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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브리프가 더 많이 듣겠습니다.
공항소음브리프 홍보 사이트 : http://airportnoise.modoo.at
공항소음분석센터 대표 이메일 : airportnoise@koti.re.kr

Photo Essay
인생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것이다.
- 매들린 랭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