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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항공기 소음의 특성

1. 소음의 정의

소음이란 인간에게 원치 않는 소리의 총칭이다. 일본의 JIS에서는 ‘원치 않

는 음’, 영국의 BS에서는 ‘undesired sound', 미국의 ANSI에서는 

’unwanted sound'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하는 소리인지 원하지 않

는 소리인지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것을 

객관적인 물리량으로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아

름다운 음악이라도 전화통화에 방해가 된다면 그 것은 그 당사자에게 소음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극히 일반적으로 소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특히 

큰 음, 불쾌한 음색이나 충격성의 음, 음악이나 음성의 청취를 방해하는 음, 

주위의 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을 들 수 있다.

2. 소음의 영향

소음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

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① 음의 크기(Loudness), 

시끄러움(Noisiness)등의 감각적 방해, ② TV나 대화, 전화등의 청취방해, 

③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청력손실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 관해서는 

생리 또는 심리실험이나 사회조사등에 의해 소음의 물리적 특성과 그 효과 

및 반응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소음의 간접적 영향은 소음 이외의 환경조건이나 듣는 사람의 상태 및 음

원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그 크기가 좌우된다. 여기에는 ①거슬림 또는 신경

쓰임(Annoyance)등으로 표현되는 정서적 피해, ② 수면, 휴식의 방해, ③ 

작업이나 정신집중의 방해 등이 있으며, 그 소음이 대단히 심해지면 ④ 두

통, 위장장애 등의 신체적 영향이나, ⑤ 진정, 소송등의 사회적 반응이 일어

난다.

3.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의 특성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음은 각각 그 크기와 주파수가 달

리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0㎐부근의 낮은 주파수 대

역의 소리보다 1,000㎐이상의 높은 대역에서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더욱 크

게 느껴진다. 따라서 1,000㎐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항공

기 소음은 일반적으로 500㎐이하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소음보다 더

욱 크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소음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음을 0㏈로한 로그값으로 



나타내며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리로 인한 청각의 고통을 느끼는 영

역에 도달한다.

그림 1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 대역

4. 항공기소음과 일반 도로교통소음의 차이

1) 소음원의 위치 및 거리감쇠

그림2의 항공기와 같이 공중에 떠 있는 소음원은 음을 발생하는 위치가 

한 점으로서, 음이 발생한 이후 모든 방향으로 음이 퍼져나가 소음원으로부

터의 거리가 2배로 증가함에 따라 6㏈씩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

면에 도로교통소음의 경우에는 발생한 소음이 지면에서의 반사로 인하여 거

리가 2배 증가할 때 단지 3㏈만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리가 증

가함에 따라 항공기 소음은 훨씬 더 많이 감쇠한다.



또한 대기를 통과하는 소리는 1,000㎐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그 주파수

가 높을수록 감쇠량이 많아 거리의 증가에 따른 소음감소량은 항공기의 경

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림 2 소리의 감쇠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소음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지면 가까이에 살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소음은 주변의 건물이나 방음벽 등에 의

하여 소음이 반사 또는 흡수되기가 용이한 반면 항공기 소음은 발생 위치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 매우 큰 건물이 있지 않는 한 거의 직접 도달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항공기 소음의 저감을 위한 시설의 사용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2) 발생빈도

일반적인 차량에 의한 소음은 항공기에 비하여 발생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고 큰 도로변의 경우는 차량이 줄지어 계속 통행하기 때문에 이 소음은 

전반적으로 거의 지속적인 반면에 항공기 소음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충격

성 높은 소음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도로교통소음의 경우는 매우 그 소음도가 크지 않는 한 인간의 청



각은 그 정도의 소음에 익숙해지는 반면 항공기 소음은 매번 발생할 때마다 

그 소음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지속되게 된다.

3) 발생 소음의 주파수대역과 그 크기

도로교통소음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저주파수 대역에서부터 주파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 기울기를, 고속도로에서는 1,000㎐를 정점으

로 하는 급한 산형을 이루고 있으며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경우는 

고속도로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1,000㎐를 정점으로 하는 산형을 이루어 

날카롭고 강한 소음을 발생시킨다.

또한 소음의 크기에 있어서 도로교통소음은 도로변에서 측정한 경우 80㏈

전후의 소음을 발생하는 반면 항공기 소음은 소음원 가까이에서는 120㏈에 

달하는 강하고 날카로운 소음을 발생시킨다. 본문의 <그림 4>의 경우는 군

용항공기의 이륙시 상무지구 내에서 측정한 소음 스펙트럼의 일부이다.

그림 3 도로교통소음의 주파수 특성   그림 4 항공기소음의 주파수특성

5. 항공기 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WECPNL)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소음은 지속되는 동안에 인간은 그 소음에 적

응하게 되어 크게 소음을 느끼지 않게 되는 반면에 항공기 소음은 간헐적으

로 발생하는 충격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음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그 소음

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척도는 

주변 소음과의 차이, 발생 시간대, 소음의 발생빈도 등을 모두 고려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척도들이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인간

의 소음에 대한 반응을 잘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는 WECPNL (Weighted 

Equivala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의 산출방법 : 

1) 당일의 평균 최고소음도 ( )를 구한다.
                                              n

         = 101og [ 1/n (Σ 100.1 Li) ] dB(A)             (식 1)
                          i=1

n = 1일중의 항공기소음 측정횟수, 

Li = i번째의 항공기 통과시 측정기록한 소음도의 최고치

2) 1일단위의 WECPNL을 구한다.

         WECPNL =  + 101ogN - 27                   (식 2)

N = 1일간 항공기의 등가 통과횟수[N = N2 + 3N3 + 10(N1+N4)]

N1 = 0시부터 07시까지의 비행횟수

N2 = 07시부터 19시까지의 비행횟수

N3 = 19시부터 22시까지의 비행횟수

N4 = 22시부터 24시까지의 비행횟수

3) m일간의 평균 WECPNL인 을 구한다.
                                                             n

          = 101og [ 1/m (Σ 100.1WECPNL Li) ] dB(A)   (식 3)
                                   i=1

m = 항공기소음 측정일수,

WECPNL Li = i일째 WECPNL값

1), 2)항의 대상 항공기소음은 원칙적으로 암소음보다 10dB(A)이상인 

것으로 한다.



Ⅱ 공항의 소음과 관련한 관계법규 및 기준

1. 항공법 제107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공항

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항공법 제108조(소음기준의 설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항공법시행령 제40조(소음대책 수립등)

 ① 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

한 대책(이하“소음대책”이라 한다)은 국제공항(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

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립시행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의 공항개발사업시행

자 및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소

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라 재원의 

범위안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가.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다.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

  마.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항공법시행령 제4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

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가.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나.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

 다. 기타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

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매5년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여

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소음진동규제법 제6장 제42조(항공기소음의 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항공기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 2(항공기소음의 한도등)

 ① 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 인근지

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90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8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은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

항으로 한다.

7.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공항주변의 지역구분)

영 제10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의 구분

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항주변인근지역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



지역

 나. 기타지역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예상지역 

8.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29(시설물 설치제한)

구분

소음도

WECPNL

대상시설

소음피해지역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주거용시설 신축 및 증개축 금지

1. 신축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

로 증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개축 금지

1. 신축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

로 증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개축 금지

1. 신축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

로 증개축 허가

기타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항공기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개축 

허가

표 1 시설물 설치제한

9.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지침상의 항공기소음 평가기준

등급 WECPNL 적용대상지역

가 70미만
주거지역,관광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학교지역, 병

원

나 70 ∼ 75미만 주거지역, 병원, 학교등은 건물방음을 일부 요하는 지역

다 75 ∼ 80미만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주거, 병원, 학교등은 건물방음이 

필히 요하는 지역

라 80 ∼ 90미만

공업지역, 주차장, 창고, 농장등 소음과 무관한 시설만이 

신설가능한 지역, 기타 용도의 경우 기존시설 방음이 요하

는 지역

마 90이상 공항전용지역, 공항운용에 관계된 시설물

표 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지침상의 항공기소음 평가기준



Ⅲ 광주공항의 소음특성

1. 항공기의 운항횟수

2003년도 국내 7개 공항의 총 운항횟수는 436,106회로서 2002

년의 424,565보다 2.7%증가하였으며 그 중 광주공항은 14.60%나 

증가하였다. 여기에 군용기 운항횟수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공항
기간 합 계 김 포 김 해 제 주 대 구 광 주 여 수 인 천

2001 314,816 154,164 61,242 60,597 18,511 12,660 7,642 -

2002 424,565 128,428 60,090 68,681 19,984 14,056 7,232 126,094

2003 436,106 126,343 58,600 77,069 20,729 16,112 7,068 130,185

증감율(%)

(2002대비)
2.7 △1.6 △2.5 12.2 3.7 14.6 2.3 3.2

2. 항공기의 소음특성

그림 5는 1999년 7월 말 치평동에서의 항공기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들 중 가장 대표적인 파형을 선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민간

항공기에 비하여 군용기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1,000 ∼ 2,000㎐대역으로 치

우쳐 있으며 그 소음레벨도 약 20㏈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하여 군용기의 소리가 훨씬 더 날카롭고 크며 소리에 대하여 더 민

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주파수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항공기의 주파수 스펙트럼      군용기의 주파수 스펙트럼

그림 5. 항공기의 주파수 스펙트럼



그림 6은 항공기소음의 소음레벨변화의 측정치중 대표적인 파형을 선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민간항공기의 속도가 군용기에 비해 낮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동안 소음이 변동하며 지속되는 반면 군용기는 짧은 시간에 통과

함으로써 급격히 소음이 발생하였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기간중에 측정된 항공기 소음의 지속시간은 민간항공기의 경우 30초 이

상인 반면 군용기의 지속시간은 20초 전후로 비교적 짧은 시간을 보였다.

   민간항공기의 소음레벨변화            군용기의 소음레벨변화

그림 6. 항공기의 소음레벨변화



Ⅳ 광주공항으로 인한 주변 거주지역의 소음정도

항공기 소음 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주요 주거지역에서의 WECPNL값을 측

정한 값은 표4 및 그림7과 같고 음영 표시된 곳은 최대 소음피해지역이다.

표 4 공항주변 주요 측정지점에서의 WECPNL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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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항주변 주요 측정지점에서의 WECPNL값

이 표에 의하면 우산동, 송대동, 신촌동 등의 주거지역에서 WECPNL값이 

80을 초과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1

년도 92.4WECPNL까지 이르렀던 소음도는 점차 감소하여 2003년 항공기 

소음도 범위는 74.2∼86.7WECPNL로서 우산동(86.7), 송대동(82.4), 신촌동

(81.6)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에서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는 80WECPNL을 초과 하였으나, 덕흥동 등 4개 지점은 80WECPNL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 항공기소음도는 평균 81.4WECPNL로 2002년보다 3.3 

WECPNL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작성된 광주공항 주변의 소음 등고선도[그림 8, 9]에 의하면 민

공

항
측정소 명 지  점  주  소

소 음 도

2003 2002 2001

광

주 

공

항

우산동 광주 광산구 우산동 86.7 88.4 89.5

덕흥동 광주 서구 덕흥동 77.7 77.7 80.4

치평동 광주 서구 치평동 75.5 78.3 84.1

송대동 광주 광산구 송대동 82.4 88.7 92.4

본덕동 광주 광산구 본덕동 74.2 76.2 80.6

신촌동 광주 광산구 신촌동 81.6 82.3 81.4

송정동 광주 광산구 송정동 76.9 - -



간항공기와 군용기에 의한 소음의 영향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 8 민간항공기의 소음영향등고선도  그림 9 군용기의 소음영향등고선도

이 그림에 보이는 군용기의 등고선의 일부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은 

이착륙시의 선회에 의한 것이며 이륙시보다는 착륙시의 소음영향 거리가 훨

씬 더 많은 것은 이륙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고도를 유지하는 것에 반하여 

착륙시에는 항공기의 안전상 저고도를 유지해야하는 이유에 기인한다.

이 측정결과에 의하면 민간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영향권이 WECPNL 95이

상인 1종구역은 1.6㎞×0.4㎞, WECPNL 80이상 90미만인 3종구역은 4.9㎞

×1.1㎞인 반면, 군용기에 의한 소음의 영향권은 1종구역이 7.3㎞×1.0㎞, 3

종구역은 17.6㎞×4.2㎞로 광주공항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거의 군

용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 현행법에 관련한 문제점.

현행 항공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하면 소음대책의 수립 대상 공항은 국제

공항일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서 국내선에 전용하거나 국내선과 군용항

공기의 운항에 사용하는 경우는 소음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항공기 소음의 저감방안

소음의 저감은 소음의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 소음의 전달경로를 차단하는 

방법 및 소음의 피해를 받는 측에서의 대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의 운항시간대 조절 : 항공기소음의 평가척도인 WECPNL은 항

공기 소음의 감지된 횟수에 따라 증가된다. 이 중 항공기 소음의 감지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는 주변 소음과의 차이에 기인

한 것이므로 저녁시간대부터 아침까지의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을 자제

하는 노력은 등가횟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게 된다.

나. 항공기의 진입, 진출 경로의 조절 : 가능하다면 항공기의 운항노선이 

조금이라도 주거지역에서 멀어지도록 조절하는 노력과 많은 소음을 발

생시키는 후기 연소장치 등의 사용 자제가 필요하다.

다. 저소음 항공기의 배치

라. 항공기 소음예상지역의 택지개발 자제

마.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설의 배치시 소음원의 방향으로 소음의 영

향에 무관한 대형건물의 배치로 소음의 그림자 지역내로 유도

바. 군 시설의 점진적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