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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공항소음브리프>는 비매품입니다. 구독 신청 및 문의는 airportnoise@koti.re.kr 또는 044-211-30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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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을 생각합니다.
이제 곧 서리가 내릴 것 같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기에
자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도 좀 바뀌었는지요?

이번에 실린 목소리들은 우리한테 ‘공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정부는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칙을 좀 더 바로 세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공소음정책포럼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주민들과 정부 간 갈등을 줄이고 현실적인 좋은
방안을 많이 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번 15호는 올해 발간하는 마지막 호입니다. 봄부터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의견을 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공항소음브리프 편집장

오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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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소음 문제
관리를 위한 노력과 희망

“

소음 피해와 지원에 관한 문제 해결을

“

위하여 항공소음정책포럼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날 소음 문제는 우리의 주거 환경 속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행복
추구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소음 문제는 더더욱 의미심장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항
소음브리프에 게재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받는 피해와 주민 건강 그리고
재산권의 불이익 등을 호소하는 소음 피해
지역 거주민들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소음 문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그동안에는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주민들의

이영덕

불신감이 팽배했었다면 이제는 정부와 주민
항공소음정책포럼 회장

1952년생 공군사관학교 및 미 미시시피주립대 항공석사 졸업,
대한항공 상무이사와 운항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현재
대한민국항공회 및 항공소음정책포럼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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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정보 전달 매체 역할을 하는 미디어
로서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매우 다행
스럽게 생각되며 장기간 이해 당사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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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이해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공소음 문제는 전 세계 공항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로 우리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다각도에서 시행
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와 피해주민 간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 제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피해주민 사이에서 원만한 의사소통과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책 제안을 통하여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가교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Korea Aviation Noise Policy Forum)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칭함)은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항공소음 등 관련 정보 교류, 의제 발굴과
논의, 학술 연구 활동을 하고 소음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하였습니다. 포럼은 항공소음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등을 포함해서 기술, 법률, 정책 및 보건
문제까지를 다룰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하셨거나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전문회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술

· 소음등고선 재구축 연구
· 소음 자동 측정망 연구
· 항공기 저소음 운항 절차 연구

정책

· 항공소음 관련 거버넌스 연구
· 소음 재원 및 대책사업 정책 연구

법률

· 소음 관련 법안 개선 연구
· 피해 보상(건축 및 환경) 연구
· 소음 피해 보상 연구
· 갈등 해소 대책 연구

보건

· 소음의 건강 위해성 평가 연구
· 소음으로 인한 아동의 교육 문제 연구

위 표에서 언급된 사업 내용은 분과위원회별 중점 연구 분야를 제시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포럼 내부 조직이
공동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책개발 연구 용역사업 또는 자문을 수탁받아 바람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항공소음 자료 및 정보를 구축하여 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반영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 계획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어서 제3차 중기 계획(‘21~’25)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포럼에서는 이러한 정부 주도형 계획사업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소음 관련
각종 법률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항별 특성에 적합한 저소음 운항 절차 개선사업과 함께 정책 자문, 정책 평가 및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중장기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항공
소음정책포럼의 발전을 위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October 2019 / VOL.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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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항공기
기술(Ⅰ) 기체 편
①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 소개

②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항공 기술(Ⅰ) 기체 편
③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항공 기술(Ⅱ) 엔진 편

김진혁

수석엔지니어

Kim Jin-hyuk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 석사 졸업, 아시아나 항공사, 캐세이 페시픽 항공사 및 싱가폴 항공사 엔지니어 호주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에미레이츠 항공사(Emirates Airlines) 본사인 두바이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다.

오늘날 항공기의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ICAO에서는 더욱 엄격한 소음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유럽의
비전 2020에 의하면 2000년 대비 2020년까지 -10dB의 소음 저감을, 미국 NASA QAT(Quiet Aircraft Technology)의
소음 저감 목표는 1990년 대비 2025년 안에 -20dB의 소음 저감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항공기의 기체 소음은 항공기 동체의 돌출된 기체 표면 주위에 흐르는 공기와 마찰 그리고 박리된 와류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주요 기체의 소음 주요 원인과 기체 부위의 소음 저감을 기술적인 방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항공기의 기체 소음 원인은 플랩(Flap), 슬랫(Slat)을 포함한 고양력 장치와 착륙 장치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체 소음 절감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실제로 최신 항공기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다.

항공기 기체 소음 저감 기술은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실제 항공기 제작에 적용하여 많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세계 양대 항공기 제작 업체인 보잉사(Boeing), 에어버스사(Airbus) 그리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의 NASA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1 항공기 기체 주요 소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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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기존 슬랫과 소음 제어 슬랫 방식

그림3 공기분출방식 플랩 저소음 제어방식

항공기 기체 소음 제어 기술은 점차 발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기 제작에 적용하여 소음을 저감하고 있어 기체 소음의
주요 원인인 고양력 장치와 착륙 장치에 적용된 소음 제어 기술을 설명하고자 한다. 고양력 장치의 소음은 항공기가 이착륙
시에 순항 중일 때와 비교하여 약 10dB 높게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슬랫과 날개와의 간격, 슬랫 트랙, 슬랫 홀, 플랩
끝단과 플랩 트랙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슬랫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슬랫 아래 공간에서 발생한 공명에 의한 소리로 저주파
소음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슬랫과 날개 전면의 공간을 줄이고 겹치는 공간을 줄이고,
슬랫의 펼치는 각을 플랩의 펼침각과 대비하여 줄이면 받음각이 4.5도 일 때 약 4dB의 소음 저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슬랫 하단의 코브를 연장한(Slat-cove-cover), 슬랫을 길게 연장한(VLCS), 슬랫 아랫 공간을 채운(Slat
Cover filler)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고 슬랫과 날개의 간격을 제거하는 것(Droop Nose Slat)이 실제로 A380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다.

플랩의 소음 제어는 플랩 끝단의 개조와 사이드 처리의 방법으로 사이드 펜스를 만들거나 플랩 끝단에 브러시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플라즈마 엑츄레이터 방식과 플랩 끝단에 공기 분출 방식 등을 이용
하여 소음을 제어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시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착륙장치의 소음은 착륙 시 랜딩기어에 부착된 많은
종류의 구성품들의 주위에 흐르는 공기와 만나면서 마찰로 인한 와류의 박리로 인한 저주파의 소음을 발생시킨다. 착륙
장치의 소음 저감 방법은 착륙 장치 주위에 최대한 유선형 모양의 페어링(Fairings)을 적용하여 착륙장치 주변에 흐르는
공기가 착륙 장치 주변의 부품들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여 소음을 최대 10dB
만큼 제어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조건상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A340 항공기와 1/4 축소형의 B777 항
공기의 착륙장치 실험에서 2EPNdB의 소음 저감효과와 보다 진보된 저소음 설계로 인한 실험에서 최대 5∼7dB의 결과를
보였으나, 실제 비행 시에는 약 4.1EPNdB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설계의 문제점 해결로 실제 2∼3dB의 소음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항공기의 기타 기체 소음 제어 기술은
A320에 날개 끝에 장착한 샤크렛(Sharklets)이 이륙 중에 최대 1dB의 소음 제어 효과가 있으며, 날개 밑에 연료 과압력
장지홀 앞에 와류 발생 장치를 장착하여 착륙 접근 시에 최대 9dB의 소음 저감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미래 항공기의 보다 진보된 소음 제어 기술의 다음과 같은 소음 저감 기술 연구와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기

October 2019 / VOL.15

07

연재 특집 |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항공기 기술(Ⅰ) 기체 편

흡입 및 분출 방법에 의한 소음 제어 기술은 쿱 엘(Koop. L. 외)이 플랩 끝부분에 소음 감소를 위한 공기를 방출하는 방법을
시연했는데 공기를 플랩 단면의 끝단 13∼35% 부분에 작은 여러 개의 홀을 통해 긴 플랩 흡입 및 압력 측면 모서리에 위치한
일련의 작은 원형의 구멍을 통한 공기 압력을 방출하면 플랩의 끝단의 와류가 작은 와류로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3∼4dB의
소음 감소 효과를 달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 랜딩기어 소음 제어 방식

오에레만스 에스(Oerlemans. S)의 공기 커튼을 이용한 착륙 장치의 소음 감소(2009) 시험에 의하면 여러 단계의 풍동
시험에서 착륙 장치의 구성품의 앞에 공기 커튼을 만들어주면 공기의 흐름이 부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 3∼5dB의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플라즈마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소음 제어 방식은 비유전체판의 외부에 돌출된 전극체와 절연체에 내장된 내부 유전체를
구성되어 교류전류를 흘려주면 비유전체 외부에 흐르는 공기가 이온화되어 안정된 공기 흐름이 유도되어 불필요한 소음을
제어하는 기술로 착륙 장치의 실린더와 날개의 플랩 끝단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소음을 제어하는 기술로 많은 효과를

그림5 랜딩기어 공기 커튼 방식의 소음 제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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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고 있다. 토마스가 실험한 실린더 양쪽에 플라즈마 액츄에이터를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실린더 주변의 와류의 흐름이
완전히 제거되고 난류 레벨이 감소하여 소음 지수가 13.3dB 감소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항공기 기체의 소음
제어를 위해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가 계속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 캠브리지(Cambridge University)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가 공동으로 설계한 차세대 SAX-40 저소음 지향 항공기는 하이브리드 공기역학적인 미래형 항공기다.

그림7 SAX-40와 기존 항공기 비교(자료 : BBC News)

그림8 SAX-40 주요 구성(자료 : MIT Aero Astro Magazine)

동체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상부에 돌출된 엔진은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엔진 소음이 전방과 지상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
하며, 드럽 노즈(Droop Nose Leading edge)와 지속적으로 연결된 날개[Continuous moldline(CML)]는 전통적인
고양력 장치에 비해 고양력과 저소음을 발생시킨다. 페어링(덮개)으로 저소음 착륙 장치와 진보된 중앙 동체는 저속 접근
속도에서 착륙 접근 시에 기체 소음 원인을 줄여 주도록 설계되었다.

이 항공기의 전체 설계 개념은 날개 및 동체가 최대한의 양력을 발생시켜 착륙 접근 시에 항공기의 항력을 최소화하여
엔진의 저속 세팅에서 글라이딩으로 엔진 소음을 줄이는 저소음 미래 항공기다. 이러한 활발한 소음 저감 기술은 유럽의
2020년 목표인 -10dB와 미국의 목표인 -20dB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좀 더
조용한 항공기의 등장을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1) 항공기 기체 소음 저감 제어 전략, Apr, 2013, Li Yong 외
2) Airbus 항공기 음향 감소, Daniel Carnelly
3) 약 40년간의 항공소음 연구에서 성취한 성과, 제14회 항공음향 컨퍼런스, May, 2008, 밴쿠버, Werner Dobrynski
4) 항공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한 미래 그린 지역항공기, Nov, 2014, M. Barbarino 외
5) 항공 기체 소음 저감 도전, 2004, David P. Lockard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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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말 | 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

마을은 주민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자부심을 가질 때가
가장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지만

“

잊지 않을 일이 교류이고 관계이며
이웃 간의 정입니다.

최종복 김포공항 주민 대표 /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소음을 되돌리는 것, 주변의 공항이 없어지는 것, 활주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 반대 운동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문제와 지역사회 대책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음... 그 소음과 함께 길게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그들은 “이제 적응이 되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공기 소음은 이렇듯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정책들은
“문 닫아라”, “더우니 문 닫고 시원하게 방안에만 있어라” 등과 같이 방음 샤시, 냉방기 설치 지원, 전기료 지원 등의 시설지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과 사람 간의 만남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대안들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만나고 관계하고 의사소통 하면서 정이
쌓이고 그러면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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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지역은 확실히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들 수 있도록 공동생활 공간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에 의존

고도 제한, 개발 제한 등 지역개발의 제한으로 주택 구조물도 낮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서로 의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도로도 부족하고, 차들은 많고,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새로이 매매되어 나오는

주택과 주택 간의 간격은 촘촘히 붙어 사생활 보호도 어렵고, 소리에

주택의 공간을 매입하고 지역의 1인 가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감하여 창문은 점점 작아집니다. 도로의 안전 위험은 이동을 불편하게

공동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co-

하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일방통행로가 다수를 이룹니다.

housing, collective house 등과 같은 방식의 주택 효율화와 공급에

또한, 주차 공간의 부족은 아이들이 놀 공간과 주민들이 이야기 나눌

신경 써야 합니다.

공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담장도 없지만 무형의 담이 꽤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동네는 살기에 좋지 않고,
주민들은 그래서 살아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를 높이는
일은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한데 그 만남의 공간이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강본동은 고령자 비율이 14%가 넘은 고령마을
이고, 고강1동은 20%가 넘은 초고령 마을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곳입니다. 부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지역
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도시입니다. 그만큼 어르신 인구에
대한 돌봄을 지자체 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나누는 돌봄공동체가 되려면 우선은 이웃 간의
관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은 관계이며 자립’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상호 간에 만남을 상시화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로 소음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미세먼지입니다.
충분한 공기 청정과 안심할 수 있는 대기 질을 보장하지 않으니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항공기 이착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분지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고강동의 마을은 더 심하게 정체되어 어르신,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최근에서야 이 심각성을
알고 교육 공간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이고, 소음 피해 주민들의 경우 폐와 기관지 등 인체 기능
손상과 누적된 피해로 성장기 이후 나타날 위험이 예측되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시설, 미세먼지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미세먼지 측정기의 다수 설치, 실시간 미세
먼지 수치의 알림(정보 제공), 학교, 노인정 등 아이,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안심 정화식물 재배와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버스정류장
등 차량 배기가스 관리, 살수차 지원을 통해 오염물질의 청소 등을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천시도 특별도시로

첫째로, 만남을 키우는 주거 공간, 마을 공간을 조성하는 일에 대대적인

국가사업을 지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 고강동은 빠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는 주민들이 할 뉴타운

있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의 마을에는 소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고,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 난개발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고, 반지하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불안감은
큰일 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병원을 가고 싶지만, 주변에 큰

마지막으로는 마음치유센터와 같은 심리적 안정시설의 보강이 필요

병원이 없어 서울로 이동하는데 교통 불편은 감내하고, 공동으로 할

합니다. 소음, 주거 불만족, 미세먼지, 안전 위험에 따른 불안, 자녀들

수 있는 만남 행사도 학교 운동장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편의시설 부족과 의료, 문화 여가시설 부족,

야만 합니까? 마을의 공동 공간을 조성하고 공유 공간에서 청년,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 창구 미흡 등 쌓이는 분노를 해소 할 수 있는 치유

주부, 중장년, (치매)어르신, 장애인 모두 다 만나고 인사하고 차 마시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오픈한 감성놀이터 최석영 대표의 VR 심리치유센터와 같은 구조입니다.

지역사회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 실천하는 community cafe 구조와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닌 영상과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 주부,

같은 모형입니다. 마을의 공유 공간에서 공연도, 토론도, 마을 살이에

장애인 등에서 실질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는 과정, 연구 결과에서도

대한 계획도, 육아 문제 나눔도, 치매 등 돌봄에 대한 토크콘서트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치유 받고, 가고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도록 정책화하여야 합니다.

싶은 곳을 가고, 아픔을 잊고, 회상의 기억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는
치유센터 등 심리적 지원사업도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마을은 주민들이

둘째로 주거홈, 공동홈을 마련하여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특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 자부심을 가질 때가 가장 살기 좋은 마을

1인 가구의 공동생활과 개인 주거 공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지만 잊지 않을 일이 교류이고 관계

점점 더 난개발과 치솟는 주택가격, 혼자인 가구가 많아지는 상황

이며 이웃 간의 정입니다. 그 관계를 키우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에

에서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안에서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주민들이

모두가 함께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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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과 공생하며,
환경 문제는
주민과의 상생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종선

인천공항 주민 대표

Lee Jongseon

불평등함까지 미래에 물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재를 사는 이 섬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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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환원되는 정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한 “장봉도” 라는 작은 섬에서 살고 있는 30대 청년
입니다. “장봉도”는 육지에서 배편으로 약 40분 정도 거리에

둘째, 인천국제공항에서 활주로 추가 신설을 통해 발생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500여 가구 정도가

될 더 많은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 혹은 간담회

대부분 어업 및 농업에 종사하여 살고 있으며, 인구는

자리의 소통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인, 아담하고 예쁜 섬입니다. 주말이 되면 전국

이는 원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의 자연환경을 만끽하기 위해

측면에서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이는 반드시 주민

방문하기도 한답니다.

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소음에 대한

저의 유년 시절에는 학업으로 인해 배를 타고 다니며 학교를

피해의 연장선이라고 판단되기에 소통에 관한 측면의 강화는

다녔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세월이 흐르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기관시설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인 학창 시절만

공항은 모든 국가의 관문이 되기에 필요한 것임은 알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보다 청정하며 자원이 풍부하기로 소문

있으나, 정작 공항으로 인한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주민의

났던 이곳이 점차 개발의 중심이 되어 인천국제공항과

몫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상기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섬을 떠나지

했으면 합니다.

않고 사는 제가 본 환경은, 공항이 완성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항공기 소음이라는 불편한 현실과 자연 자원 부족이라는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불편함을 상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저뿐만이

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닌 이 작은 섬 주민들이 대부분 느끼는 불편함이며 교육을

일례로 최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사업을

받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도 조금은 불편한 요소로 자리

진행하여 지역 특성상 부족한 교육 환경에 맞게 지원한 점은

잡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된 정책이라 평가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충을 풀어나가며 추후 지역의 인구 유입까지

사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부득이하게 겪어야 할 지역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에 익숙

들뿐 아니라 현재의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또한

해진 무딘 감정들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상 이러한 불편함은 견디는 사람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은 불평등함을 초래할 수

공항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과 공생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함까지 미래에 물려

하며, 환경 문제는 주민과의 상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재를 사는 이 섬의 구성원으로서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현재

꼭 상기하시어 현재보다 더 나은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저를 비롯한 다른 주민들이 생각

정책과 해결 방안을 시행하여 주시기

하는 문제와 해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랍니다.

첫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 부담금’을 등급별로
나누어 일부의 금액이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로
October 2019 / VO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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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생각
배영철

김해공항 주민대표

저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1통 통장으로 있는 배영철이라고 합니다.
김해공항 북쪽에 위치한 강동동 지역은 소음 피해 지역에 포함되나,
저희 마을은 소음 피해 인근지역으로 분류되어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똑같이 소음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난청이나 주민들의 건강조차 좋지 않으며, 지역 내의 대사초등학교
학생들도 교육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인터뷰 중인 이곳을 기준으로 앞의 도로 앞 두 블록만 지원이
되고, 바깥쪽에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여러번 구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소음등고선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가능한 한 마을은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원 하여야 마을 내에서도 갈등이 조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동동 1통에 거주하시는 분은 약 300가구에 700∼800명인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인근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며, 이러한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매달 회의가 있는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곳 강동동 지역에 이슈로 부산 구치소 이전 문제까지 나와 주민들의 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더 애기하자면 기존 1통, 2통, 5통 마을 부지를 수용하여 현재 부산 주례에 있는 부산구치소를 이전
한다는 부산시와 법무부 간의 MOU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도 모자라는 마당에 지역을 더 낙후시키려는 움직임이 주민들을 더욱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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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발전을 위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도
모자라는 마당에 지역을 더 낙후시키려는 교도소 이전과

“

같은 움직임이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소음 문제로 돌아와서 예전보다 소음
피해가 더 넓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공항 소음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고,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50
∼6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 또한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

저는 본 인터뷰를 통해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음등고선과
관계없이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 지역도 소음 피해 지역과
동일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항소음브리프>를 즐겨보는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많은
주민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청정 산업 또는 첨단 산업으로 개발하여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공동 일자리를 제공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꾸준히 개발·실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
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각종 질병에 따른 역학조사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제가 태어나 평생 살아온 지역이기에 다른 곳
으로 이사하는 것 대신 구치소 문제를 포함한 지역개발과 확실한
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만일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전 국민들이
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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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박승열

울산공항 주민 대표

저는 울산공항 인근의 송정동이라는 마을에서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농사지으면서
마을 봉사 일로 15년 정도 통장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송정동
마을은 소음공해 지역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4반과 5반이
철거되고, 아파트로 바뀌면서 아직까지 통정리가 되지 않았습
니다. 현재 100여 명 정도 살고, 60가구 정도 삽니다. 소음
공해 해당 가구는 13가구 정도 됩니다. 5년마다 측정하는데,
포함되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역 범위 밖에 있는
45가구 정도가 또 피해 받고 있습니다. 또 몇 가구는 철거
되어 가구 수는 줄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음 피해 가구 수가
적고, 소음피해 횟수가 줄어, 공항 측에서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니 중구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기관이
이에 대해 반발하여 찾아가자 기존의 지역을 그대로 유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5∼6년 전부터 공항에서 마을로
일부 지원으로 경로당에 약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경로
행사에 공문을 통해서 5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당시 북구 위원장 시절에 공항 소음으로 문을 닫고 살아보니
너무 더워 에어컨을 지원해줬고 그 이듬해에는 전기세를
3개월간 지원해 주고, 개월 수를 늘렸습니다. 올해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9월 말 또는 10월 초쯤
지원해줍니다. 또, 우리가 보상을 받긴 해도 언론을 통해
보면, 울산공항은 매년 적자라고 하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구사항이 있다면, 소음공해 등고선 지역에 주민들이
지리적 여부에 따라 지원사업 받는 범위가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음에 피해는
받고 있지만,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어 서운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사람 중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한테, 혹은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데 일 년에
두 번은 쌀을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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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공항공사 및 지자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항공기 이착륙에 따라 바람에 대한 영향도 받고, 훈련 비행기가 수시로 날아다녀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음도
큽니다. 회의 때 여러 차례 말을 전해도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곧 국제선을 취항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취항하는 항공기
크기가 커 더 시끄럽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지원받길 원하구요. 학교 같은 경우는 더 시끄러울 겁니다. 북구에
배당된 지원금으로 가구를 선정해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마을 위쪽에도 낡은 정자가 하나 있어서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주민 복지에 쓰라고 1억 정도의 예산을 공항에서 확보하였는데 중구와 협의해 올해는
북구에서 사용하고, 다음엔 중구에서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그 전에 경로당을 지으려다 못 지었는데 여기는 그때 비가 와
새는 부분의 방수와 도색을 공항에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경로당에 식기나 안마의자, 에어컨도 지원받았습니다.
새로 짓는 경로당에는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해 지금 이쪽에 있는 건 공항에서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철거 지역이라, 철거
하고 나면 비품을 다시 회수해 다른 지역에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와 중구를 살펴보면 중구 경로당과
중구 위원장이나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우리 북구는 젊은 사람도 많이 없고, 운항 횟수도 줄면서 지원사업이 줄어드니 그
때마다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중구는 조직적으로 잘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 단위로 소음 대책 지역 또는 주민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훈련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수시로 비행이 이루어지는 바 고도도 낮고, 소음도 크며, 특히 머리로 통과할 때
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셋째, 구청에서 약속한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건강 문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공항공사 ,
지자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ctober 2019 / VO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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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and
Hope for
Effective
Aircraft Noise
Management
The Korea Aviation Noise Policy
Forum will be with you to resolve
the problem regarding aircraft
noise damage and residents’
support.
Today's noise problem has become a very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life in our residential environment. If we look
at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noise problem in our daily lives will be even more significant.
I read the articles of residents of the noise-damaged area in the Airport
Noise Brief, which is published by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It was
an article that complained about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noise
in everyday life including residents' health, and the disadvantages of
property rights. And I started thinking again.

President of the Korea Aviation Noise Policy Forum

LEE Young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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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aircraft noise has been considered incid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e air transport industry. However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no opportunity to communicat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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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s, and the residents have been distrustful. Airport noise briefs are now responsible for serving as a bridge
for communicating inform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This is a progressive and constructive move.
Aircraft noise issues require continued efforts to communicate and understand each other to find a solution.
The aircraft noise problem is a similarly occurring community problem at airports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resolve social conflic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Countermeasures in 2010 and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to support residents in affected areas.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suggest satisfactory solu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 Aviation Policy Forum, which has been newly launched,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The Korea Aviation Policy Forum will provide smooth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nd will help
narrow the gap between stakeholders through efficient policy proposals.
The Korea Aviation Noise Policy Foru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Forum"), which is a non-profit corporate
organization, was officiall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 21 August 2019. The
forum is aimed at exchanging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aviation noise, finding and discussing agendas, conducting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and presenting directions for developing noise policies. The Forum is composed of four
subcommittees to address technical, legal, policy and health issues, including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aviation
noise. Each sub-Committee member has accumulated long experience in the field or are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academic field.

Each sub-committee will focus on the following projects;
Technical
Committee

· Researches on the Rebuilding of Noise Contour
· Researches on automatic noise measuring network
· Researches on aircraft quiet operation procedures

Policy
Committee

·R
 esearches on the Governance of Air Noise Related to Air Noise
·R
 esearches on the Noise Resources and the Policy of the
Countermeasures Project

Legal
Committee

· Researches on the Improvement of Noise Related Laws
· Researches on damage compensation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 Researches on Noise damage compensation
· Researches on conflict resolution

Health
Committee

· Health risk assessment of noise
· Education problems for children due to noise

The project referred to in the table above presents the focus areas of study for each committee. The Forum will carry
out research projects or advice on policy development by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so that desirable policies
can be established. In addition, we will establish aircraft noise data and information through exchanges with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agencies so that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 in the site.
‘The 2nd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Resident Support Mid-term Plan’ is now being completed.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the 3rd Mid-term Plan ('21~'25)’. In the future, we will participate in such government-led planning
projects and rationally refine various standards related to noise according to ROK’s environment. We will try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by assis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to be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ies. We will also carry out policy advice, policy assessment, and various research projects, along with projects to
improve the quiet operation procedur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irport. As a result, we will carry out midto long-term projects objectively with confid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ird parties as unrelated to stakeholders.
We, the Forum, look forward to your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Aviation Noise Policy Foru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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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ESSAY
성공
성공의 커다란 비결은
결코 지치지 않는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 알버트 슈바이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