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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공항소음브리프>는 비매품입니다. 구독 신청 및 문의는 airportnoise@koti.re.kr 또는 044-211-336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 사진, 삽화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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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말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브리프를 생각하며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계절입니다. 작년 봄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회담할 때는 ‘아, 올 가을에는 금강산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올해 봄과 여름에 우리 연구원의 신홍우 팀장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분들을 찾아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항소음브리프>는 2015년 6월 창간하여 이제 14호째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공항소음브리프>에는 담지 못하는 실제
‘소리’를 담고 여럿이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진화된 매체를 생각해보면서 글을 주신 분,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
제작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소음브리프 편집장

오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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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공간 | 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주민들을 위한 수용성
높은 공항 소음 대책 추진

“

공항 소음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Kim Yong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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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설레는 일입니다. 특히, 비행기를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은 더욱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88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

시행되어 2005년에 연간 해외여행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고,

하는 일이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2천만 명을 돌파한 후 작년에 약 2,900만 명이

정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 소음 문제에

해외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전 국민의 약 65%가 공항을

대해 권고하고 있는 “4가지 균형적 접근 수단(Balanced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입니다.

Approach)”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공항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 등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항공 이용객이 3,050만 명을 기록하여

주변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고자 합니다.

단일 분기별로는 최초로 3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비약적인

먼저 항공사들이 저소음 항공기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발전을 거듭하여 어느덧 세계 6위의 항공운송대국으로 성장

있도록 유도하여 근본적인 소음 원인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항공교통량

노력하고, 공항 주변의 토지 이용과 공간 관리가 체계적으로

증가로 인한 항공기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공 산업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생활하는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와 같이

있었고, 그들의 인내와 희생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성장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원 대책 마련 등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가능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음 대책 사업을 추진을 위해 관련

정부는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피해받는 소음 대책 지역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소음

현재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의 소음 대책 사업의 효율적

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고, 보다 체계적이고

추진을 위하여 “제3차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

독립적으로 소음 대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계획(‘21~‘25)”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

하기 위해 2010년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니다. 중기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통해 지금까지 약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방음ㆍ냉방 시설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적절한 대안을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소음 대책 사업을 시행해왔고,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정

더 나은 소음 대책 사업, 내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소음 대책

부분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주민들이 실질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으로 느끼는 체감도와 만족도는 낮은 상황으로, 최근 김해

공항 소음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공항 인프라 확충을 놓고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에 공항소음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공항당국,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항공사 등이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공항과 주민이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생ㆍ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국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높이고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August 2019 / VO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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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폴 공항 당면 과제와 소음 저감 시스템 운영 사례

네덜란드 레이든대학교(Universiteit Leiden) 항공우주법 전공,
동 대학 국제 항공우주법교육원(IIASL) 및 유럽 우주국(ESA)의
우주법 센터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왕립 네덜란드 항공
우주연구소(NLR)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BS 세계기행
프로그램에 참여 했으며, 다수의 네덜란드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최 진 영 연구원
① 네덜란드 환경 관련 법령 체계 소개

크게 받는 국가로 최대한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

② 스키폴 공항 당면 과제와 소음 저감 시스템 운영 사례

활주로를 사용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에 실질적인

③ 공항 발전과 소음 간의 불편한 진실

도움을 주고 주변 환경에 불리한 점을 줄이고 있다.
길이가 가장 짧은 활주로인 Oostbaan의 경우, 보통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Amsterdam Airport Schiphol)은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공항들 중 하나이며, 2017년 항공교통량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3번째로 혼잡한 공항이다. 그 위치 또한
문제이다. 스키폴 공항은 네덜란드 북홀란드 주(Noord Holland)
인구 약 15만 명의 하르레머메어(Haarlemmermeer)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남서쪽
으로 9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공항 주변으로 인구 약
16만 명의 하를렘(Haarlem) 및 인구 약 13만 명의 호프도르프
(Hoofddorp)와 인접하여 직접적으로 소음 문제를 겪는 주민이
많다.

일반항공, 자가용 항공기 및 헬리콥터를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5개의 활주로는 민항기 운영 목적
으로 운영된다.
활주로는 운영을 살펴보면 23:00∼06:00에는
이륙용 활주로 1본과 착륙용 활주로 1본만이 사용
할 수 있으며, 통상 Runway 18R-36L(Polderbaan)과
06-24(Kaagbaan)의 경우 야간에는 항로를 변경
시킴으로써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18L-36R
(Aalsmeerbaan)과 04-22(Schiphol Oostbaan)은
야간에 사용되지 않으며, 18C-36C(Zwanenburg)는
남쪽 방향으로 이륙 시에만 사용한다.
날씨가 좋을 때는 주변 지역에 소음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활주로를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같은 재량권은
많이 줄어든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네덜란드의 항공교통관제국(ATC)은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주로를 운영
하며 이때의 결정 요소는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 및 시계 수준이다.
항공 소음은 항공기의 운항 횟수와 관련이 크므로

< 스키폴공항 활주로 현황 >

스키폴 공항에는 총 6개의 활주로가 있다. 바람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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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협의를 통하여 2020년 11월 1일까지
최대 교통량(movement)을 연간 500,000대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미 2018년에 이를 초과하여

www.koti.re.kr

상한선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과 공항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휴가철의 항공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 공항인 렐리스타트 공항(Lelystad Airport)의 개방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렐리스타트 공항은 본래 일반항공 공항으로 사용되기에, 본래의 사용자들이 크게 반발을하고
있다. 이후 관계 기관 간의 여러 토의와 협조를 거쳐 2021년부터는 교통량 제한 상한선이 540,000대로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암스테르담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그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며,
공항의 대주주가 정부(69.77%)라는 점이 공항 운영에 있어서 강점이면서도 약점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변 도시인 호프도르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03년 개장한 활주로 Polderbaan 때문에 큰 소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겨울이면 축축하고 언 지형을 통해 퍼지는 소음 문제가 가장 골칫거리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실용과학연구소(TNO)는 소음을 반사하는 지형구조물을 개발하였다. 지상 1.5m, 지하 1.5m의 총 높이 3m인 이
지형물은 호프도르프와 하르레머메어의 주민과 협의한 후 설치됐다. 특히 소음의 피해가 큰 지역은 구조물과 함께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고 있다.

< 바위튼스호트 랜드 아트 파크(Buitenschot Land Art Park) >
네덜란드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tichting Leefomgeving Schiphol(SLS, 스키폴 거주환경재단)을 설립
하여 주변 지역주민과 공항 당국을 돕고 있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의 영향으로 기류가 형성되거나 작은 소용돌이가
형성될 때가 있으며, 그로 인해 지붕의 타일이나 창문의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핫라인을
통해 연락하면 신속하게 수리를 돕고 모든 비용을 스키폴 거주환경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주민의 경우
공항 주변에 거주하지만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스키폴 거주환경재단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자세한 관련 내용과 민원 사항을 적어 보내면 재단이 직접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함께 강구한다.

▶ 편의 시설 설치를 통한 보상
개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삶의 질 증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컨대 공원 및 놀이터 설치 시에도
재단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러 측면에서 스키폴 거주환경재단(SLS)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부나
공항 당국이 직접 주민들을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신이나 오해 등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키폴공항은 완충 장치를 통하여 공항이 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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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해결책은 소음 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무상

김해공항 주민 대표

Kim Musang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강동동 6통 마을 이장입니다. 저희 6통
마을은 소음 공해 지역 중 소음이 70웨클에서 85웨클 이상으로 아주
심한 소음 공해 지역입니다. 저희 6통 마을은 김해공항 활주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강동 지역 특성상 남북으로 아주 긴 마을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남해고속도로 지선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신덕회관 공항 뒷길 삼거리까지 1∼6반이 있으며, 전체 가구 수는
350∼400세대입니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1∼4반
(75웨클 이상)이며, 5반과 6반은 소음피해 인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에서는 수치상으로 강동동 지역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축소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소음피해 인근 지역으로 분류된 6통 마을 내 5∼6반의 경우 원주민이
약 22가구인데 소음 피해 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무허가나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안 되고,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원주민은 몇 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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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 대책 사업에서
지원하는 에어컨, 전기세,
이중 창문 설치 등
모든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

세 들어 농사짓는 분들의 경우 소음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혜택은 땅 주인만 받으며, 주변 지가가 올라 나갈
때도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피해를 보는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소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통 마을은 예전부터 한 마을입니다. 소음등고선이라는
이상한 선이 생기면서 어디는 무슨 지원만 가능하고
어디는 여러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반(딴치마을)은 85웨클 이상으로 아침 7시부터~저녁
11시까지 매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쉬어야 하는데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하우스에서 저녁에는 집에서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6통 마을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어르신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청력이 나빠져서 잘
들리지 않고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해결책은 소음 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개인 및 주민 모두에게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도 소음 공해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 대책 사업에서 지원하는 에어컨, 전기세,
이중 창문설치 등 모든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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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영향도 조사
개선 요청

“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공항소음영향도
조사가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김해 강서구 대저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은 하루하루 무더운
날씨에 힘든 농사일과 함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말씀
드리자면 최근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때에는 강서구
가락동과 김해시 불암동은 3종 다지역(75퀘클)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2018년 소음영향도 용역에는
김해공항 전체 소음 대책 지역이 약 32.1%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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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약 164.5%로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해 부산시
강서구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부산 강서구 대저1동은 약 6.7%로 축소되었고,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약 19.3% 및 부산 강서구 강동동은 약 18.2% 증가하는 데 불과하여 김해시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부산지방항공청에 민원을 제기해 검증 기관에 검증하자고 제안
하였으나, 현재 검증 기관도 없고, 검증 전문가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항공청은 이런 문제점을 제2차 중기 계획 수립 시 왜 방치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김해공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김인자

김해공항 주민 대표

Kim Inja

김포공항, 제주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해공항의 이런 문제점을 하루 빨리 보완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항을 하지 않는 보잉 747-400 기종, 에어버스 340 기종을 제외하고,
김해공항을 운항하는 전 기종을 포함하여 고시하고, 김해시 쪽으로 이륙하는
항공기의 위도, 경도, 고도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해 통과하는 선회 절차를 수립하여
법제화하고, 관제사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제대로 감시하도록 하여
향후 5년 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시 강서구는 1971년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인구 유입이 억제되었으며,
반면 김해시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정책을 폈기에 심각한 불균형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루 빨리 보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노력하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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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피해 전수조사 시급 …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긴 세월 소음에 시달려
황폐해진 공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치료하고
보듬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김준호

경상일보 기자

Kim J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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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습니다” 지난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로 추정되는 주민이 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소음 공해입니다.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 음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일반적인 다른 소음원에 비해 음향 출력이 매우 큰 데다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난 1970년 11월 개항 이후 약 50년간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해 전
‘소음 대책 지역 해제’가 논의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항공 당국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소음영향 평가 용역에서 비행기 운항 감소로 인해 소음이 대폭 줄었다며 울산공항 주변을 소음 대책 지역 해제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논란 끝에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로 소음 대책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제 논의가 있었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울산공항은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으로 운항 횟수가 더 늘어났고, 지난해의
경우 KTX 개통 이래 최다 여객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도심 외곽이던 울산공항 주변은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물류·상업 시설이 입지하면서 도심 속 공항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만약 당시 항공 당국의 판단으로 소음 대책 지역 해제가 현실화됐을 경우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공항 주변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공항이 일방적으로 가해를 끼치고 있는 쪽입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공항이 이전해가거나 폐쇄되지 않는 한 그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공항 인근 전국 14개 지자체가 항공기 소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고, 피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자리에서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 대한 채용 우대, 공항 시설 이용료 감면 및 대중교통 요금할인, 일률적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정비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포함돼 심층적인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논의의 마무리는 긴 세월 소음에 시달려 황폐해진 공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치료하고
보듬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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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해의 사각지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박석순

여수공항 주민 대표

Park Seoksun

저는 현재 여수공항 인근 덕산리에서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상 신풍리에 있으나, 정확한 거주
지는 덕산리입니다. 여수공항이 생기기
이전부터 태어나 어언 50년간 현재의
위치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옛날
공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는 곳이였으나 공항이 생기고는
먼 길을 돌아서 가야만 하는 불행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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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소음은 조정이나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투명하고 신뢰 있는

“

소음등고선의 재조정으로 소음 피해 지역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의 경우 구암 1, 2구와 달리 소음 대책 사업이나 주민 지원 사업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항과는 지척인데도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되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하물며
이장이 힘이 없어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공항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소음
등고선에 의해 혜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측정 결과 피해 지역이 아니라 하여 측정결과에 대해 불신을 느껴 다른 장소에
서 측정도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음 피해가 적고, 소음 공해가 없다고 하니 소외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항공기 운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수십 대의 항공기가 날아다니고 있고, 경비행기까지
왔다 갔다 하니 소음 피해가 과연 없는 것인지요?

소음 피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나, 항공기가 지나갈 때마다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고 TV를 시청 할 때는 목소리가 커지거나 소리를 키워야 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
이곳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뒷산이 있어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이 반사되어 메아리치듯 소리가 울리기까지
합니다. 특히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들어오는 항공기 소리는 유독 더 시끄럽게 들립니다.

저는 덕산리에 거주하는 75호 가옥을 대표하여 이번 기회에 이거 하나만은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항공기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큰 도시에 있는 공항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수공항과 같이 공항 주변에 거주
하는 주민이 적은 곳은 보다 더 넓게 대책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등한 소음 대책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의 혜택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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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에
선을 긋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서영수

여수공항 주민 대표

Seo Y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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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해 줄 수 있는 주민 사업을 좀더 성의 있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여수공항 옆 구암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 농사일을 해오고 있는 7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고조부모님
부터 부모님까지 원래 학상마을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여수공항이 생기면서 농지가 있는 사람은 남고, 없는 사람들은
정착지를 받거나 타지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학서라고 불리며 새가 길을 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공항이 들어와 현재는 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비행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이곳을 육지의 감옥이라는 표현하셨는데, 길 건너 자전거로 다닐 만큼 가까운 거리를 4킬로나 되는
공항 담벼락 길로 돌아 차로 다녀야 하는 만큼 매우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버스도 1시간에 1대씩 다녀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여수공항이 예전에 비해 비행기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젠 버스 다니는 횟수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이 생겨난 이후 20년간 저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체념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살 수가 없어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마을 전체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귀청이 터지는 거 같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이제는 면역이 되었는지 그러려니 합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전화를 받을 때, TV를 시청할 때, 대화를
할 때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여수공항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이 많아 비행장이나 활주로 주변에는 제초작업을 하는데 더 바깥쪽에 있는 농로 쪽
풀은 사람 키 만큼 자랄 정도로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 몇해 전에는 사람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여러 번 건의했지만 그때 뿐이고, 공항이 적자라서 여의치 않다고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제초 작업만은 꼭 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지금이라도 적절한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이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공항측에서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면 대화를 한다고 주민들을 모아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다 가버립니다.
우리 마을에 가옥 1채가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어 이것저것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한 동네에서 똑같이 피해를 보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이상한 도면상의 선으로 마을을 자르지 마시고, 주민들의
아픈 현실을 품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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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receptive
airport noise measures
for residents pushed
ahead
The airport noise problem is a real challenge
that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Even so, it is the government's duty to be active
and willing to deal with those difficulties.
We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that can be of direct help to the local residents,
and we will do our best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and move one
step closer to the people. Thank you.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irector General for Airport and Air Navigation Policy

Kim Yong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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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ing is something the mere thought of brings much joy
to many. Especially if you are flying outside the country. This
year is the 30th anniversary of when overseas flights were
liberalized.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flights took effect
in 1989, the following year of the 1988 Seoul Olympics,
and since then, the annual number of outbound passengers
exceeded 10 million in 2005, 20 million in 2016, and 29
million last year. To this day, nearly 65 percent of Koreans has
used the airport to travel abroad at one point in their lifetime.
Due to the recent explosive growth of air demand in the
Asia-Pacific region, South Korea has already grown into
the world's sixth-largest air transport nation in the world,
recording 30.5 million air passenger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nd surpassing the 30 million mark for the first time
in a single quarter. Unfortunately, this growth brought not
only of increased aircraft noise pollution due to increased air
traffic, but also economic losses by residents near airports due
to various regulations. It was their patience and sacrifice that
allowed such economic growth.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residents in noise
control zones affected by aircraft noise,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various noise prevention projects
since 1994,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more systematic and
independent implementation of noise prevention projects,
legislated and operated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 Assistance Act in 2010. Through
this project, the Korean government have spent nearly 600
billion won as of now to carry out Noise Countermeasure
Project Plans such as installing soundproofing and cooling
facilities and providing electricity bills, and we believe that we
have achieved some results in addressing the inconvenience
of living for the residents through the project.
Nevertheless, residents were still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measures, and the noise problem has become
a major cause of social conflict in recent years over the
expansion of airport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 new airport in Gimhae and Jeju Island. It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airport authorities, and airlines actively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such as local residents, and
collect opinions to build a model for co-existence of the

airports and residents, thus making efforts to enhance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and resolve conflicts wisely.
There are many ways to help residents affected by airport
noise. Among them, I believe that the government finding
the policies and improving the system so that residents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lead a stable life in a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 is one of th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intends to apply the "four Balanced Approaches"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on airport noise issues to suit the situation in Korea to
help residents living in a better environment.
First, we plan to encourage airlines to voluntarily introduce
low-noise aircrafts to reduce fundamental noise from
the source and improve land use and space management
around airports in a systematic fashion. In addition, we will
review and improve any related system to implement Noise
Countermeasure Project Plan that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the
noise-stricken residents, such as creating quality jobs linked to
the aviation industry, and preparing measures to support their
residents, such as increasing welfare payments and income.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to
establish a "Third Official Mid-term Plan for Airport Noise
Abatement and Community Support" ('21-25) to implement
efficient Noise Countermeasure Project Plans over the
next five years. We will fully listen to opinions on what is
inconvenient for residents and what needs to be improved
during the research for the mid-term plan, and actively reflect the
opinions presented, so that reasonable plans can be developed,
including appropriate alternatives. I ask for everyone’s active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support in order to build a
better and more evident Noise Countermeasure Project Plans.
The airport noise problem is a real challenge that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Even so, it is the government's duty
to be active and willing to deal with those difficulties. We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that can be
of direct help to the local residents, and we will do our best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and move one step closer
to the peopl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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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ESSAY
인생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 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 월리 '페이머스' 아모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