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Essay
생각
창의성은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독창성으로 습관을 깨는 창의적 행동으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다.

- 조지 로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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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말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맹렬했던 더위가 마침내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는가 싶더니 이내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2018년
올 한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 한해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통권 12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통권 12호는 김해공항 특집편으로 꾸려보았습니다. 김해공항은 현재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포화상태,
신공항 건설과 소음불만 등으로 많은 쟁점의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속깊은 말씀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아직도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조무영 청장님을 비롯하여 허대승 선생님, 김재두 선생님, 김봉규 선생님, 이윤우 선생님, 강은규 선생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브리프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부산지방항공청 한승한 주무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호에서는 특히 같은 마을 안에서도 항공기소음대책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항공기소음 대책사업 지원기준은 ‘소음등고선’
이라는 객관적인 수치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공항·소음분석센터는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드리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소음브리프>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쉼 없이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가짐과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공항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퍼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공교통연구본부장/공항소음분석센터장

송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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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공간 ]

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Interview

적극적인 주민소통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찾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7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조무영
충남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및 영국 뉴캐슬대 대학원
졸업, 건설교통부 수송
정책실, 공항계획과 사무관,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과장(서기관),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과장
(부이사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부산
지방항공청 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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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7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등고선 기준의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청

일률적인 지정으로 인해 같은 마을 내 소음대책지역

관내 김해공항 이용객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11.4%의

(75웨클 이상)·소음대책인근지역(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증가율을 보이며, 동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분할, 수혜·비수혜 주민 간 갈등, 매년 비슷한 지원사업

사회 등 다방면에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으로 인한 주민만족도 저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비례하여 공항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와 민원도 나날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착륙소음 최소화를 위한 저소음운항절차 수립·운영,
공항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심야시간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완화
(75웨클→70웨클), 행정구역 또는 자연지형을 경계로 하는
탄력적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주방안 마련 등과
함께 공항 주변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사업
발굴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정부·지방항공청·
지자체·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23시~06시) 운항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제1종구역→제3종구역 “가”지구), 하절기 냉방
전기료 지원 확대(기초수급자→일반주민, 3개월→ 4개월)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
시행주체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지방항공청으로 변경
하였고, 현재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청은 조사
전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주민요구에 따라 소음측정지점을
추가하였으며, 결과 도출 전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불만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련 문제점들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은 공항 주변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또한 우리 청은 공항 주변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이해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음대책위원회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며, 관계자 간 지혜를 모아 주민

회의 외에 분기별 1회 주민대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3월에 1박 2일로 소음체험 프로그램을 계획·시행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 직접 항공소음을 체험하는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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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점진적인 실질적 피해보상을
통하여 공항소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김해공항인근주민

허 대 승
저는 90년대 초부터 약 30년간 김해공항 인근에서 벼농사와 토마토 등의
농사일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73웨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항소음을 바라보면, 70년대 초 유년시절에 부산 수영비행장
에서 시작하여, 김해공항으로 이전 후, 오랫동안 공항소음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전의 공항소음은 항공사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해 항공기
운항도 적었고, 정부를 상대로 공항소음에 대해 피해보상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였으며, 이 지역에 삶의 터전을 함께 하기에 자연히
피해를 보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과거보다 항공기
운항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공항인근 주민들에게 공항소음방지법의
제정,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피해보상 사업을 공항인근
피해보상 사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간의 경우 농사일이든 다른 업무를 함에 있어 배경소음에
묻혀 그나마 항공기 소음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나, 야간의 경우 집에서
휴식과 숙면을 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소음은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괴롭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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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첫째, 소음대책사업을 확장하여 공항인근주민들에 대한

정부 또는 공항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방음창 및 방음벽, 냉방시설 설치에 대해 지원하여야 할

하고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미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둘째, 건설 초기부터 공항소음과 관련, 주민과의 소통을
오랜 기간 공항인근지역에서 거주해 온 소음대책지역

통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밖 주민들의 경우,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있음에도 방음창
및 방음벽 등의 소음대책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 보면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지만 보다 더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 지자체, 공항당국 및 항공사도 공항소음
최소화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항시간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켜
주시고, 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가 배정되더라도 사용에 있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
시설에 한하여 사업비 사용이 가능한지라 주민지원사업의
한계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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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김해공항인근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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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영유되어야 합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주민들의 직접보상방안 마련, 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한 토지구입 및
소음대책지역의 확장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강서구 중덕마을로 75웨클 이상

공항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해당 공항에서

지역이며, 항상 머리위로 항공기 이착륙이 빈번하게

징수한 소음재원을 그대로 반영하여 운항편수에 근거한

이루어져 피해민원이 큰 곳 중 한 곳입니다. 김해공항이

소음사업비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항한지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높아진
소득수준에 따라 여행객 수요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추가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충분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그만큼 항공기의 이착륙이 증가

재원 확보, 주민들의 직접보상방안 마련, 사업 실효성

하게 된 것이며, 소음피해 또한 증가하였다는 것을 방증

향상을 위한 토지구입 및 소음대책지역의 확장 등이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해공항의 경우 연간 약 9,000회 이상의 이착륙이

마지막으로 현재 김해공항 주변은 에코델타시티 및

있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알람이 필요 없을 정도

산업물류도시 등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는 비교가

또한 신공항 건설계획도 발표된 터라 중앙정부는 소음

되지 않을 정도로 매일 매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과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어릴 적부터 한평생 이곳에서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마을

보다 많은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게을리

주민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건축 고도제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및 그린벨트에 묶여 공항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올해 초 김도읍 국회의원이 공개한 공항공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김해공항의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착륙료에 총 692억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사업비로 배정된 것은 약 141억 원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하면 항공기 착륙료의
75%를 징수하여 소음피해대책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약
519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나, 실제 지원된
금액은 약 2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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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김해공항인근주민

소음등고선의 재조정을 통하여
마을 단위의 소음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십 년 동안 공항으로 인하여 그린벨트에 묶이고 공항소음에 시달려 오면서
보상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바, 공항 확장과 동시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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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곳 부산 강서에서 태어나 약 70년 간 살아왔습니다. 과거 김해공항
이전 초기를 회상해보면 옛날에는 공항이 조그마한 군사 비행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민간항공을 이곳에 이전한다는 말을 듣고 주민 모두가 박수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항이 들어오면 낙후된 주변 지역이 매우 발전할 것을 주민 모두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공항소음에 시달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항주변의
소음이 우리들 생활의 리듬을 망가뜨릴 줄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주민들 달래기식으로 75웨클 이라는 소음등고선을 그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마을 한복판으로 그 선을 가로질러 한 마을이 두 쪽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한쪽은 혜택을 받고, 다른 한쪽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을 위한다는 소음정책이 주민간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오랫동안 옆집의 사정도 다 알 만큼 인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소음
등고선을 재조정하여 마을 단위별로 묶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도 다 같이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주를 이루어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라도 전기료
지원과 같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간에 김해공항이 신공항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는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몇 십 년 동안 공항으로 인하여 그린벨트에 묶이고 공항소음에 시달려 오면서
보상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바, 공항 확장과 동시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과 배려를 위해 정부 및 전문가분들은 끊임 없이
연구하여 주시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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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INTERVIEW

소음피해에 대한 해결책은 직접 주민들에게
직접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약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나이대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공항으로부터는 남측 약 10km
정도에 떨어져 있으며, 70웨클 정도의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 터전에 자리를 잡은 후, 3대째 이곳
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소음피해대책
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소음피해 또한 증가하게 되어 소음피해를 감소시키고자 다양한 소음대책
김해공항인근주민

이 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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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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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최신 소음법령 및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간행물 발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 마을 중 11가구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나 다른

하였습니다.

가구들은 이 또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본 지면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토지구입과 마을

마을 공동 농기구 및 저온저장고 구입, 농로 확장 및 보수공사

회관을 활용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체계 도입에 대해 검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최신 소음법령 및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간행물

공동이용시설의 애로점은 사용 후 장비 고장 등의 관리에서

발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수리비 청구할 수 없어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결국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기에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소음피해지역의 확대를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 소음
피해지역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간접사업체계를 현금 보상 등의 직접사업
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의 소유로 들어가는 것이 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생색만 내는 사업보다는
실효성과 주민들의 만족감을 동시에 높이는 사업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우리 마을처럼 반촌(도시+농촌)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변에 농지 이외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
입니다. 마을 특성상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30분 마다 오는 버스를 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업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간 동장들 모임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로 목욕탕과 방앗간 등의 요구가 있어 알아보았으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토지구입을 하지 못해 좌절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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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INTERVIEW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확대를 통하여
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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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이곳은 40여 가구가 있으며 7가구가 75웨클
지역에 속하며, 나머지 가구는 공항소음피해인근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김해공항의 주민지원사업 중 공동이용
시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 마을 내에서도 농사를
하는 경우는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하셨지만 소음피해지역의 확대가

있으나, 농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 기회마저도 지원을

절실합니다. 김해공항은 특성상 마을 단위로 동떨어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즉, 마을 전체 주민들이 공통으로

형태로 도시와 다른 환경입니다. 소음문제로 마을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여야 하나, 토지구입

마을 단위의 이해관계도 대립될 수 있을 진데, 같은 마을

및 관리·운영 등의 문제가 상존합니다.

내에서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지원형태가 달라진다면
당사자들의 그 소외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해결책으로 현금보상 등의 방안이 있으나, 이 또한
현 법령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농장속의 토마토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끝없는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위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현금보상이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또한 소음대책
지역을 75 -> 70 웨클로 확대하여 소음피해로 인한 많은
분들의 고충을 줄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서없이 여러 사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음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공항인근지역에서 매일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본인들의 가족이자
이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김해공항인근주민

강 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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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We will find a way to coexist with
residents nearby the airport through
the enthusiastic communication

Busan Regional Office of Aviation / Administrator

Cho mo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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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relatively 70 years of short history,
the airline industry in Korea has made a rapid progress.

Despite the relatively 70 years of short history, the airline
industry in Korea has made a rapid progress.

`satisfaction survey about the survey process, listen to
complaints and gradually improve related problems.

Particularly in our region, passengers of Gimhae Airport
have been made 11.4% of the average annual increase
over the past five year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and society as a hub
airport in the southeastern region.

In addition to Noise Measures Committee Meeting, a
quarterly representatives meeting of residents also has been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caused by noise from
the airport.

However, the noise damage and complaints of residents
around the airport have been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continuously increasing demand for aviation.
To reduce the pain of the residents caused by aircraft
noise, we have implemented noise measures, supported
projects for residents, established and operated low noise
flight procedures to minimize landing & departure noise. We
also have a flight restriction time from P.M. 11 to A.M. 6 for
residents to ensure the living environment of around the
airport.
The government enlarged the land purchase claim area
(the 1st noise area → the 3rd noise area) within the noise
abatement area, and expanded the air cooling electric charge
supports in the summer time (a basic recipient → local
resident, 3 months → 4 months)
Especially, the implementation agent of noise impact survey
was changed from Korea Airport Authority to the Regional
Office of Aviation to ensure reliability of designation of noise
area notice.
Currently, Busan Regional Office of Aviation is conducting
noise impact survey to review the validity of Gimhae airport
noise reduction area.
Busan Regional Office of Aviation held a community briefing
and expert consultation meeting in advance the survey,
made the investigation process transparent and added noise
measurement points according to the residents’ needs.

In March of this year, we have planned and implemented
a noise experience program for two days, experienced flight
noise directly, and made various efforts to communicate with
local residents.
Nevertheless these efforts, due to the uniform designation of
noise contour, noise measures area (75WECPNL or higher)
and noise measures near area (70~75WECPNL) are divided
in the same village, lead conflicts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underprivileged. Also,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decreased as similar projects have been performed every
year, thu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tasks to be solved in
the future.
In order to re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we need to
mitigate the standard of designation of the noise abatement
zone (75→70WECPNL). We also need to designate and
notice of flexible noise measures zones with an administrative
or natural geography boundary, and plan for migration as well
as discover customized projects for demanders correspond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surrounding the airport.
For this, all the parties concerned such as the residents,
government, regional office of aviation, local government
and Korea Airports Corporation shall actively put our heads
together.
From now on, Busan Regional Office of Aviation will deeply
understand the pain of the people around the airport caused
by the noise, actively listen to the voices of the field from the
position of demanders. By gathering all wisdom we have, we
will raise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residents and continue
to strive that effective policies can be promoted.

Prior to the survey results, we will carry out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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