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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第 1 節 맑究目的 

現代文明의 發達은 JIDí:g'g機의 開發을 가져 왔으며 , 이로 因하여 A間은 至大한 惠澤을 밤 

고 있다. 그러 나 特히 「켓트엔진」의 不可避한 副塵物인 購좁은 A間， 特히 空港周邊地域에 

서 生活하고 있는 住民들에게 惡影響을 마치고 있우며， 大氣펀梁， 水質펀梁과 더불어 三大

公害中의 하나로 君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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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맑究의 目的은 做空機購즙이 A間에게 어떠한 種類의 옳響을 마치고 있으며 이 옳響 

들을 減少 시 키 기 寫해서 는 現實的으로 어 떠 한 方法과 맏段이 必要하겠는가 하는 對策을 土

地利用討劃을 中心으로 提示함에 있다. 

第 2 節 맑究範圍 

國內外의 飛行場 또는 空港 및 그 周邊地域을 地域的範圍로 하여 「셋트」做空機가 離|횡， 

홉陸 또는 「엔진」試運轉時에 發生하는 짧룹이 對象地域에 서 生活하는 사람들에 게 미 치 는 

惡影響과 그 對策에 關한 考察을 內容으로 하였으며， 金浦國際空港의 現在와 據張開發의 

完成 時期0990年代)에 있어서 空港周邊地域의 羅좁옳2響考察을 事~J맑究의 範圍로 하였다. 

第 3 節 m究方法

本 맑究는 文斷調훌를 通하여 做~機廳音影響과 購즙減少의 手段 빛 方法에 關한 理論을 

體系的으로 組織하는데 目標블 두었다. 

械空機購룹의 基健擺念， 特性， 影響 및 關聯因子 等을 考察한 後 이 러 한 影響을 減少시 

키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購즙對策에서는 做空機購音에 關聯되는 土地利用計劃과 樹木의 減룹效果 等의 考察에 重

點을 두었다. 

第 2 童 做空機훌훌音의 l般的考察

第 1 節 훌훌音의 廠念과 測定

!훌훌룹 (noise)이라 하면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의 總稱으로서， 어느 사람이 듣기를 願하지 

않는 소리라고 定義할 수 있다. 사람의 귀를 通하여 들리는 音(sound)은 듣는 사람의 主

觀， 훨體的인 條件， 習性， 生活環境 等에 따다 듣기 좋을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다. 

鍵즙i로 보게되는 主훨한 훨素로서는 生理的 障웹를 일으키는 소리， 큰소리， 좁色이 不快

한 소리， ~한話나 通話에 妹害가 되는 소리， ，멀考·공부·睡眼等 日常生活에 防害를미치게 

하는 소리， 情縮的인 不快音 等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購音에는 心理的인 要素가 다분 

히 包含되므로 그 뾰質을 規定짖는 것응 간단하지 않다. 物理的으로는 魔音이 갖는 全音響

energy. 振動數 및 時間的인 經過 等이 重흉흉하다. 普通 짧音에 는 많은 振動數成分이 동시 

에 包含되무로 energy. 振動數의 分布로 廢룹의 性質을 나타내는 일이 많다. 

物理學者들이 定義하는 짧흡이 란 任意(random)의 련월度 (intensities) 와 周波數(frequeccje~) 

를 갖는 홉響波(acoustic waves)로 因한 소리 를 말한다. 魔릅의 彈度를 나타내 논 單位로 

서 데시벨 (decibel:dB) 이 使用되며， 이는 相對的인 훌으로서 音響的인 壓力， power 빚 彈

度의 水準(level)을 나타내는데 使用되는 것으로 優秀한 聽力의 所有者가 조용한 室內얘셔 

聽取할 수 있는 가장 弱한 소려라고 풀이된다. 零(zero) dB 응 0.0002 dyne/cm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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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ar) 의 소리 의 壓力이 며 , 이 를 基準音壓(standard reference sound pressure) 이 라 하 

여 “RE O. 0002 microbar"로 表示한다. 흡響壓力度(sound pressure level; SPL)는 dB로 表

示되며， 基準흡壓(po)과 購音의 흡壓 (pl)과의 比의 對數이며 SPL=20 log pdPo로 表示된 

다. 

그러면 어느 程度의 彈度를 가진 廳륨이 A體를 危險하게 하는가 하는 問題가 重要한데 

郞 如限度(damage risk criteria)에 關해서는 여러 學者에 따라 다르나 大部分 90 '"'-'1 OOdB인 

것을 알 수 있다. 

購홉의 彈度는 周波數에 따라 다르다. 

械空機購룹의 彈度는 飛行時 高周波域으로 갈수록 下降하는 碩向이 있다. 

一般的으로 械空機購륨은 홉量이 極히 크고 高周波 成分을 포함한 金屬뾰의 룹質을 가졌 

으며， 購音發生이 間散的이고 때로는 衝擊的이며， 發生場所가 上空이기 때문에 購音의 波

及面積δ1 廣大하며， 建物構造에 依한 選音이 어렵다. 그밖에 做空機購룹은 特異한 pattern 

의 方向性(directivity)를 갖고 있다. 目n 做空機의 購音源、에서 排出되는 룹響 energy는 모 

든 方向으로 均等한 彈度로 放射되 지 않고 어 느 特定한 方向에 對해서 더 많은 eergy가 放

射펀다. 

例로서 敵空機羅音의 方向性을 보여 주는 〈圖 2-1)은 大氣中에서 作動中인 jet engine周圍

〈購흡源、에서 30m의 距離)의 여 러 位置에서 300 "-'600Hz의 octave band에 對한 音壓 level 

~ 을?’測定한 結果이 다. 여 기서 가장 높은 音壓 level 이 나다난 方向은 購룹嘴射輔에 對하여 

30。

10。

o 

10. 

20. 

30。

500 

〈뻐 2-1) 麻空機嚴音의 方向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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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 30。의 方向이 다. 따라서 住힘이 이 러 한 方向에 位置하게 될 경 우에 는 90。의 方向에 位

置하는 경우보다 魔홉影響을 더 받게 띈다. 

또한 做空機의 排出騎룹은 engine의 出力 (power) 이 높아 질수록 그 水準도 높아진다. 

一般的으로 廳즙의 彈度는 羅音源、으로부터의 距離가 멀어징에 따라 얼마씩 滅훌된다. øp 

鍵音源과 聽取者 間의 距離가 倍가 될째 마다 6 dB 씩 購音의 彈度가 減少펀다. 

이 밖에도 購즙의 彈度를 減養시키는 因子로서는 空氣에 의한 音의 分子吸收(molecular

absorption of sound by air) , 바람과 溫度의 變化度(wind and temperature gradients) , 地

面의 性質과 狀態， 그리고 障짧物( obstruction)等을 둘 수 있다. 

第 2 節 做空機훌훌音의 諸影響

鍵홉公害는 大氣j당梁이 나 水質펀潤과 같이 有훨物에 의 한 公害가 아니 라 物理的 energy 

에 의한 公害로서 훨體的인 面은 물론 精얘I的인 被害와 日常生活上의 被害플 주고 있다. 

做뿔機購音도 購좁의 -種이 나 前節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一般羅즙-과는 다른 特{生을 지 

녔기 때문에 훌셜響의 樣狀과 程度에 있어서도 多小 다른 點치 있다. 

1. 聽力에 미치는 影響

正常的인 귀에 指傷을 줄 수 있는 彈度의 繹룹에 長時間露出되면 일시적으로廳力機能이 

喪失되 었다가 數分 또는 數時間 休息、後 곧 %復이 되는 것을 -時的購룹性難聽(temporary 

threshold shift; TTS, or temporary hearing loss) 이 라고 하며 , 露出時間이 더 길 거 나， 揚

傷을 주는 購좁彈度가 더 彈하거나 또는 두 경우 모두일째 생기는 聽力휩失로 原來의 狀態

로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狀態를 永久的짧흡↑生難聽(permant threshold shift; PTS) 이 라고 

한다. 

2. 日常生活에 미치는 짧響 

JIDt~機購숍은 日常生活에 있어서 시끄러움과 不快感을 주며 對話를 妹害하고 電話의 通

話 • radio 및 TV 等의 聽取tdr홈， 讀書 • 休息 • r體Hm 等의 防害을 주고 있다. 

3. 精神的 ·心理的으로 미치는 影響

tfi:空機짧룹에 {衣한 精神的 • 心理的인 影響δ] 라고 한다면 情績的인 不安定， 攻擊的인 性

格의 形成， 精神í'F業의 能率과 成果(生많性)의 低下를 招來케 하는 쨌勞의 등청發， 精神|퍼이 

고 心理的인 原因에서 오는 껏깐、의 5청發 等·을 둘 수 있다. 

4. 生理的￡로 미치는 影響

RtEE機繹흡이 A體에 生理的으로 미치는 影響우로 報告된 것은 다음과 같다. 

睡波 및 Ff波의 分泌와 띔運動을 찌I制시 키 며 血壓을 上昇케 하고 服博을 增加시 킨다. 또 

한 呼吸을 깎~制케 하고 節緊張을 *합加시키며 JÍIÜ夜1Jfi環을 펌害시킨다. 

5. 짧흡影響에 關係되 는 諸因 子

tfi:空機羅音에 依한 諸般影響과 關係되는 因子록서는 騎룹때，Á.間뼈L 짧즙과 人間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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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있는 因子 等이 있다. 

옳2響(被害)의 樣相과 程度는 環境的條件과 A間測의 感受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魔흡測의 因子로서의 音의 크기 (彈度)， 音色， 持續時間， 反復回數， 衝擊性 等이 며 이 들 

에 따라 負聞量이 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械空機鍵룹의 시끄러움을 評價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種類의 單位가 생각되어 온 것이다. 

이 因子들은 시끄러움에만 關係되는 것이 아니고 其他의 영향에도 關係된다. 

짧響의 種類도 이들 因子의 輕·重에 따라 다르게 된다. 

A閒測의 感受性은 性， 年顧， 健康度， 心身狀態에 따라 다르다. 男子보다는 女子，#:[‘年 보 

다도 좁年， 年少者가 더 感受性이 높다. 그 外에 個A의 氣質， 體質에 依한 差도 있고 家

族關係， 社會關係의 影響도 있다. 

觸즙과 A間과의 사이 에 介1E하는 因子로서 地形， 氣溫， 地上物 또는 建物構造의 週音性

能 等 륨의 傳播와 關聯되는 좁響物理的인 因子， 降驗， 問題되는 륨源과의 社會的 關係 等

의 因子가 있다. 

第 1 節 훌훌音對策 -般

第 3 章 搬空機 훌훌音對策 

(土地利用計劃을 中心으로) 

f抗空機購룹이 A間의 諸機能에는 꺼論 生活環境에 惡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事寶을 第2章

에서 考-察하였다. 

그러면 Jilti;~機購룹으로부터 A間의 被害를 어떻게 줄이며 生活環境을 어떻게 保護해야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살펴 보기로 한다. 

-般的으로 購音對策을 樹立하려면 購홉의 許容限度， 經濟的인 條件， 技術的인 限界性，

空間條件 等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購音防止의 基本的인 對策으로서 音源對策이 가장 했果的이 고 積極的인 方法이 라고 할 수 

있겠으나 上記한 考慮事項에 對하여 制限을 받는 點이 많다. 消極的인 接近方法￡로서 被

害者(聽取者) 自身이 聽力保護裝貝等을 使用하여 購音에 露出되지 않도록 하는 方法이 있 

겠고， 또한 購音原과 聽取者 사이의 距離를 增加시키는 方法， 바꾸어 말한다면 購즙傳播通 

路(transmission path)의 距離를 길게 하는 方法이 있으며 , 防홉塵(barrier) 이 나 防홈林帶 

(belt of trees)의 設置로서 그 通路를 選斷시 키 는 方法， 그려 고 쩔港施設計劃時나 都市 및 

地域社會(community)開發計劃時에 計劃家들이 魔音問題에 力點을 두고 計劃을 하는 方法

이 있겠다. 그밖에 많存空港의 據張開發이 不可避할 경우 그 周邊地域에 對하여 土地利用

計劃 잊 地域地區1M (land use planning and zoning)를 再調整시키도혹 하고 j顯音地域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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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建棄行寫時 防홉I~휩플 寶施하도록 法的으로 規制하는 方法 等이 있겠다‘ 

1. 麗홉源에서의 對策

魔룹源、이 되는 做空機 engine을 改良핵여 購音을 最大限으로 減少시 키는 것이 가장 바람 

직 하므로 이 分野의 專門家들의 不斷한 努力이 現寶的오로 時急히 要求된다. 

空港周邊地域의 住民의 立場에 서‘ 보면 뽕쫓홉被害를 받지 않도록 空港을 移轉시 키 는 것도 한 

方法이 될 수 있S나 空港의 存在에 對한 여러 測面에서의 得失을 計算한後實施되어야할 

것이다. 

한련， 麻空機의 運械回數， 飛行經路(f1ight patterns) , 飛行速度 및 運做時間計劃 等 運營

上으로 規制하므로서 탱옳룹의 被害는 減少될 수 있다. 

2. 聽取者의 保護

做空機魔룹의 被害를 가장 않이 받고 있는 空港이나 空軍基地內에서 生活하는 사람들 가 

- 운데 特히 麻空機待期線地域이 나 「엔진」試運轉地域 等에 서 動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聽力

保護裝員를 使用하여야 된다. 

3. 購홉傳播通路의 距離增加 및 週藏

매우 寶質的이면서 購音減養의 높은 했果를 볼 수 있는 方法으로서 購룹源으로부터의 距

離增꺼11 HP 購륨傳播通路의 距離를 길게하는 方法이 있다. 이 方法에 影響을 주는 因子로서 

첫째 평自乘法則ξL로 이는 륨響이 球形으로. 퍼집 (spherical spread)오로 해서 흡壓이 距離

에 週比例한다는 것이 다. 

둘째로 空氣에 의한 륨이 分子 P及收(molecular absorption of sound by air) 이다. 이것은 

溫度와 相對앓度에 따라 騎흡減훌가 달라진다. 

다음은 購즙傳播通路를 週斷시키묘로서 滅音섰果를 얻는 方法이다. 

HP 堅固한 雙體나 울타다， 建物， 또는 建物의 部分的인 防흡施設 그리고 樹林帶 等이 있 

다. 樹林帶에 關해 서 는 第4章에 서 詳述하기 로 한다. 

셋째 因子로는 바람과 溫度의 變化度， 넷째로는 地表面의 狀態等을 들 수 있다. 

4. 法的規制

우리나라에는 做空機騎룹에 대하여 法的오로 規制하는 關係法律이 아직 없다. 改正된 公

害防止法에도 做空機購품에 對한 짧聯條文이 없다. 公害防止法 第l條〔目的)에서 魔룹에 對

한 言及은 있￡나 同法 拖行令 및 同 雄行規則에도 做空機훌훌音에 對한 內容은 없다. 各 國

家 마다 그나라 寶情에 따라 空港마다의 소음규제 빚 空港주변의 防音T事助成을 行하고 있 

ξ며 ICAO의 소읍증명 (noise certincation)을 채용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시 

섣의 확장→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째 공항지구를 지정하도록”하는 법조문이 1972 년 12 월 

30일 도시계획법 제 18조에 신설되었다. 이러한 정도 이외에 구체적인 항공기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볍척규제는 아직 없는 것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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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空港周邊地域의 훌훌音對策 

1. 購홉統制를 考慮한 都市計劃

161 

空港의 憐近에 크고 작은 都市 또는 地域社會(community)를 開發하게 되는 경우에 計

劃家들은 計劃 構想時부터 拖~機廳륨을 統制할 수 있도록 特別한 配慮를 해 야만 한다. 이 

러한 努力의 結果는 都市 또는 地域社會률 做空機鐘홉￡로 困한 地價下落， 鏡金歲入의 :tJi 

失 招來로부터 保護하고， 그곳 住民들을 羅즙被害로부터 保護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는 

空港當局을 羅좁被害로 慧起되 는 訴짧問題나 또는 魔흡-統制를 위 해 서 投資되 는 莫大한 據

算支出 等 o 로부터 保護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結果를 가져 오게 하는 都市計劃을 寶짧에 

옳검에 있어서는 條Ø1J와 地域地區制의 規程을 徵底히 實施하도록 하는 뒷받침이 따라주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地域의 都市計劃에 있어서의 自國內에서 解決될 수 없는 오직 

國際的인 協力에 의해서만 解決可能한 問題들도 있게 된다. 

2. 많存 士地利用 및 地域地區制의 再調整

空港周邊地域을 整備하고 再開發하기 寫해서는 먼저 做空機의 魔좁影響이 어느 範園의‘ 

地域에까지 미 치 는가를 把握하여 야 한다. 명앓흡影響園은 地理的 境界처 럼 限界線을 그을 

수는 없다. 그러나 將次 空港이 據張될 때의 規模블 考慮하여， 空港에서 運營되는 모든 購

룹源의 音響的 特性을 決定하고 購흡源、들의 運營計劃을 把握하여 購音傳播에 대한 分析評

價를 하으로써 廳音等高線을 作成할 수 있게 되며 이 等高線들은 어떤 特別한 反應 이 鍵

想되는 地;域을 區分지어주게 된다. 이 購音等高線은 특히 空港周邊地域의 土地利用딪 地

;域地區制(zoning)를 다시 調整하는 데 指針으로 使用될 수 있다. 

魔音의 影響을 심하게 받게되는 地域에 對하여 用途地;域의 再調整計劃을 樹立한 후 이것 

을 該地方當局에 提示하여 地域開發計劃과 土地利用 및 地域地區制 條例에 反映 • 採擇될 수 

있도록 擔置해 야 한다.~港의 存tE.를 設定하는 限 購音問題의 苦表을 呼訴하는 것은 住民

들야으로 住힘을 좀 더 좋은 環境을 가진 地域4로 移轉시키는 것이 做空機購홉의 障害를 

輕減 또는 解消시키는 效果的인 方法일 것이다. 購룹地域으로부터 他地;域 o 로 移轉하는 住

民에게는 移轉補慣費를 關係機關에서 負擔하도록 擔置되어야 할 것이다. 

購홉地域에는 새로 住힘이 建設되지 못하도록 地域의 用途를 法的부로 規制하고 移轉補

價對象地域은 都市公園， 綠地繹衝樹林地帶 等으로 利用되거나 또는 做空機購륨에 依하여그 

機能에 큰 支障을 주지않는 施設이 設置되도록 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魔룹에 크게 影

響을 받지않는 施設로서 鍵홉地;域內에서 許容될 수 있는 것은， 魔룹에 無關한 工場(그 周

邊은 塵業公園化되 도록 f足進한다. ), 슐庫， 車庫， shopping center, 流通業務施設， 體育施

設， 下水處理場， 娘樂施設 및 옮皮 等이 있다. 

이러한空港周邊整備·再開發計劃은 該地域開發에 있어 큰比重을차지할수 있부므로 

地域開發計劃 擔當者에게 이러한 計劃을 委任하여 短期閒에 錯置될 수 있도록 當局의 配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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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要뿔된다. 

한펀， 騎휩影響地域內에 있는 建物에 對하여 %홉工事를 하도록 하는 方法도 있다.學校， 

病院， 宗歡行事場所， 公共集會所 빚 -般住흰에 對해 서 는 防츰그;事를 할 必훌가 있다. 이 

러한 地域內에 굳이 建藥을 願하는 경우에 對備하여 設計 및 施I에 있어서 防音그;事플 必

須的i로 實施하도록 條件을 願課시키는 內容의 建第法條項의 制定이 要求된다. 

第 3 節 做空機훌훌音메 關聯되는 土地利用計劃

空港周邊地域의 羅홉問題를 解消、시켜주는 效果的인 方法이 라 한다면 科學的이고 合理的

인 土地利用計劃의 樹立이 라 하겠다. 空港오로부터 住E침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購륨被害를 

切減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空港에 憐接해 있는 부락을 購흡3로부터 選斷시키기 위하여 

續衝地땀， 綠地造成， 週흡·흰종設置라든가， 空港周邊을 開發制限區域으로 設定하게 되는 것도 

土地利用計홉~야 先行되고 난 다음의 일이다. 

合理的언 士地利用란劃의 彈力한 推進은 都市 또는 地域社會의 開發을 空港의 짧食 o 로 

부터 保護하고， 住民들의 安寧과 財옳을 保護하여 주며， 空港의 開發에 있어서 不必쩔한據 

算흉入을 막아준다. 空港과 關聯하여 合理的인 土地利用計劃을 樹立하려는 地方行政當局이 

地方基本計畵:~과 地域地區制를 決定하는데 直面하는 問題는 複雜하고 購룹옳響地域內에 많은 

住힘이 開發되 고 있다는 점 이 다. 이 러 한 地域의 士地利用 및 地域地區制를 再調整하는 데 

指針01 될 수 있는 것은 ，購音等高線(noise contour) 이며 。} 廳륨等高線은 敵空機購홉에 對

한 地域社會住民의 反應을 評價하기 위 한 節次를 作成하는데 基魔가 된다. 이 節次를 標準

化 하는데 世界的으로 頁歡한 至寶的인 資料는 權威있는 音響關係專門 땀問機關(consultants 

in acoustics) 인 Bolt, Beranek, and Newman Inc.의 技術報告書 "Land Use P lanning Relatiηg 

to Aircraft Noise “ (Oct. 1964) 이 다. 

本 論文에 關聯이 있는 部分을 훨約하면 다음과 같다. 

做空機連營에 依해서 反應을 評價하는 節次는 다음 6개 段階(step)로 이루어 진다. 

Step 1 : 做空機運營에 關한 줬料의 獲得

Step 2 : 廢즙뽕高線의 S헐擇 

Step 3 : perceived noise level의 決定

Step ,1 : 運營因子에 對한 適띠한 修正〔補l正)

Step ;) : compositc noisc rating 의 決定

Step 6 : 地域社會反應의 듭f價 

第 4 章 樹林帶造成에 의한 훌훌音減훌 

第 1 節 植物의 機能的 用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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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物은 없長하면서 形態， 色彩， 質感， 그려고 크기를 갖는 것￡로서， 植物自體만으로 또 

는 周圍의 다른 造景훨素와 더불어 울타리， 벽， 지붕， 바닥 等과 같은 形態를 이루며， 屋

어떤 目的物外空間을 連結 또는 結合하는 기능(space articulation) , 

들러 싸서 아늑한 느낌을 주게 하는 기 능 (privacy control)，램界를 

주위를 

기능 

또는 地域의 

週斷해 주는 

(screening) 을 가진다. 그리고 植物은 造景에 있어서 혐、極的인 構成훨素(negative 

components)로서 景觀을 部分的으로 또는 全部를 가리 웠다가 漸次的으로 아름다운 景觀을 

나타나게 하여주는 기능， 다시 말해서 없K뿔 (view) 에 대한 꿇짧을 주게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 植物은 建葉的인 目的으로 쓰인다고 하겠다. 

I學的인 用途(engineering uses of plants) : 홈木， 灌木， 地表植物 및 잔다 等은土壞 

의 뀔택fF用 (soil erosion)을 빼制하며， 購즙을 減養시키고， 大氣中의 不純物올 吸收 ·짧化 

시켜주며， 步行者나 交信手段의 通行을 統制하고， 빛과 그의 反射를 막아준다. 植物01

러한 機能進行을 위하여 사용될때 그:學的 用途라고 할 수 있다. 

soil erosion은 바람과 물에 의 한 경 우로 나눠 생 각한다. E훌율뽀作用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 인 植物이 란 地表植物 • 나무가지 가 地面에 密集해 있는 樹木， 실뿌리가 많고 낮 

은 뿌리를 가진 植物 等야다. 물에 의한 토양의 침식작용에 對한 植物의 設劃로서 잎과 

가지들은 지붕을 이루어 떨어지는 빗방울을 

는 흙을 텅어리로 유지시키며， 落葉과 직물의 

킨다. 

막아 흙이 튀는 程度를 減少시키고， 뿌리 

죽은 부분은 土樓속에 有機物質을 증가시 

樹木은 大氣를 더럽혀주는 gas와 분진을 흡수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樹種의 特徵， 樹高， 配植密度 및 間隔 等에 따라 植勳은 보행자나 交通手段에 對해 通行

을 統制해 주는 投劃도 한다. 또한 植物의 크기， 모양， 群葉의 密度 맞 位置에 따라 식물 

은 눈을 부시게 하는 빚 (glare; 日光， 전기불빛， 車輔에서 나오는 불빚等)과 反射되는 빛을 

막아주고 減少시켜주는데 쓰이기도 한다. 

氣候的用途(c1imatological uses of plants) : 樹木은 降지“ 太陽騙射熱을 週斷[시 켜 주고， 바 

람과 溫度를 統制하므로서 微氣候의 變化를 가져온다. 

홈木， 灌木J 地表植物 및 잔다 等은 熱을 吸收하고 벽 과 地面에 그늘을 提供하며 dead 

alr space를 만들어 주므로 植物은 太陽輔射熱과 急激한 溫度變化로부터 地面과 建物을 週

斷또는組緣시켜 준다. 

植物이 바람을 統制(control) 하고， 防風林(windbreaks 또는 shelterbe1ts)의 效果가 樹

高， 群葉의 密度， 植我된 樹木의 列數(rows) ， 맞 位置 等에 左右된다는 事實은 各 훨素別 

로 여 러 學者들이 맑究한 實驗結果로서 立證된다. 

降水(precipitation) -비 , 안개 , 01 슬， 눈， 진눈깨 비 , 우박 等--는 植物의 各 構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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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에 의해서 어느 程度까지 갔댄斷되며 統制된다. 

植物이 溫度를 통제한다는 것은 植物엽體가 太陽騙射熱을 選斷시켜주고， 바람을 統制하 

고 降水플 통제하는 그 結果로서 地上의 溫度를 調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植物은 美學的인 用途(esthetic uses)로 利用된다. 

植物은 形態， 色彩， 質感(texture)에 있어서 多樣性을 가지고 있으며 人聞에게 아름1답다 

고 느끼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造랐의 必줬的인 훨素로서 自然環境과 우리의 

生活空間을 아름-탑게 裝젊iî시 켜 준다. 

第 2 節 植物의 훌훌音減훌썼果 

탱삶흡問題에 關聯되는 몇素로서는 應홉泌， !!펴룹이 f專힘되는 通路(transmission paths) , 그 

리고 聽取者 等이다. 

樹木은 짧홉傳據의 通路를 週斷 또는 妹害하는 훨素로서 다루어진다. 

屋外空間에서 짧룹은 聽取者에게 到逢되기 以前에 그 彈度가 減훌 또는 減少된다. 正常

的우로는 騎륨源、부로부터 의 jj!~1離에 의 하여 減養되 고， 그와는 달리 購音源과 廳、取者와의 사 

이 에 짧즙傳짧通路를 防害 또는 選斷할 수 있는 훨素나 防慶(barriers)을 設置하으로서 正

常的언 滅훌훌效果의 程度보다 더 높은 程度의 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選斷要

素나 防짧이 홉波를 吸收， {넓向， 反射， 또는 屆íJT시 키 묘로서 룹의 彈度가 減養되 기 때 문 

이다. 

그런데 廳音의 減홍쫓程度는 植物에 의 해 서 統制될 수 있는 바람과 溫度 그리 고 地表面의 

狀態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빠t空機는 離휩;陸할 띠} 바람을 안고서 도고 내려게 되므로 消走路의 方向決앓에 있어서그 

地j짧의 直E파方向 (prcvailing wind direction)은 純對的인 考慮훨素가 된다. 따략서 i쉴走路의 

延長續上의 地j或이 나 또는 그 延長-總 左右의 地域이 다른 地域보다 做空機購룹의 影響을더 

받게된다. 그러묘로 麻많機가 띔走路에 接近하는 地域에 樹材;帶롤 造成하는 것이 소음감죄 

에 효과적인 方法이 된다. 

根本的 ò 로， 植物이 !짧원을 統制하는데 있어서 어느 程度의 效果가 있느냐는 즙， 植物및 

氣俠的因子 等에 의하여 決파된다. ftp 릅·어l 있어서는 音의 形態(type) ， decibel 水準， 彈度

갖 흡’源(origin) 이고， 植物에 있어서 그의 形態， 높이 , 密度 딪 位置이 며 , 氣候的因子로서 

는 J파向괴 i파速， 없度와 i상度 뿜이 다. 植物은 f司地氣候(Iocal c1imate)를 變化시 키 으로서 

홉의 傳f힘릎 減少시 킨 다.fI필物l 。l i즘플 l댔1밟하는 것은 柔)1吹↑生과 부드러 움 때 문이 라 할 수 있 

￡묘로 소음을 吸收하는페 A、b폈!~J인 ↑퍼不(~로서는 아주 잘 춰어절 수 있고 진동을 받아들 

일 수 있는 앓은 두께의 파찌(petiole)을 가진 잎오로서 두캡고 多f十인 잎이 우성한 樹種이 

적 합하다고 보겠 다. 地表들 덮는 收행나 잔다 도 역 시 홉·을 吸收한다. <表 4-1)은 地表面바 

잔다 또는 救t뀔후 덮혔을 때 쐐필의 했果달 냐타낸 資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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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 잔디 의 減音效果

周波數帶 (Hz) 37-75 75-150 150-300 300-600 600-1200 1200-2400 

減 훌 量 3 10 23 30 23 10 (dB/1000m) 

樹木이 어느 程度로 소읍을 減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寶驗{直를 보면 〈表 4-2)과같으며 

이 data 는 61m 의 지접에서 움직이는 흰 물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森林地帶(woods & 

forest)에 서 測定되 어 作成된 것 이 다. 

〈表 4-2) 森林의 減音效果
•-‘--‘ 

周 波 數 帶 (Hz) I 減 훌 量(dBj100m)

37-75 2 

75-150 3 

150-300 5 

300-600 6 
600-1200 7 

1200-2400 10 

2400-4800 16 

4800-9600 23 

Bo1t, Beraaek & Newman會社에서 {'F成된 〈圖 4-1)은 樹林地帶(tree areas)에서 홉의 傳

짧에 대한 減表效果(dB/IOOft)를 周波數帶別로 圖示한 것이다. 이 그럼에서 落葉이 지자 

16 
落葉樹 (落葉前) I 

I ‘r 
I r/ /1 

) 및繼 14 
| μγ 양 

1...,1" I 8 
;νν"，/ 一一~一-→-카3 èQ 

:.-- /, ---ι--
~~:"-----1 쪽쫓짧 (책葉後) | 。 짧 

，/「↓ I I I I ‘짧 
1 

0 
2Q 75 150 300 600 1200 2400 4800 
75 150 . 300 600 1200 2400 4800 10000 

I돼波數t뿜 (Hz) 

〈뼈 4-1) 常綠樹林과 落葉樹林의 減音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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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關꽃행는 常綠樹보다 減音能力이 더 있다고 보며， 

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環 혈 論 靈

또는 高周波數帶로 갈수록 減흡效 

그런데， David 1. Cook.와 David 

짧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 Haverbeke 는 樹木의 쟁쭉즙減’少쳤果에 關한 그들의 

“交通廳흡을 減少시키는 能力에 있어서 樹種(tree species)에는 큰 차이가 없i나 常綠樹

變種(evergreen varieties)은 l年 내내 選홉效果를 낼 수 있어서 가장 종다. 選즙魔效果 

(sound barrier effect)는 홈木일수록 그리고 林帶福이 넓을 수록 크다. 왜냐하면 흡이 廣範

한 地域에서 吸收될 수 있고 據散되기 때문이다. 홈木이나 灌木으로 울타리를 친 잔다밭과 

같은 부도러 운 表面은 音을 吸收하지 만 포장된 도로나 餘車場과 같이 단단한 表面은 즙을 

反射하고 音을 增I~톱시킨다. 멍옳音i原과 保護되어야 할 地域 사이에 樹갱;을 심어 效果를 얻을 

수 있는 距離는 75ft 以上이다. 더욱 效果的이려면 樹木을 여러 列로 빽빽하게 植我하여 密

集된 樹林靈을 造成하는 것이다. 탱뚫룹週斷틴황(noise screens)의 設置는 安全에 支障을 주지 

않는 範圍l처에서 흉옳홉源에 가까쓸수록 좋다.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植物은 驗즙을 減훌시키는 擬能을 가지고 있지만소음야 滅훌 

랬다고 느껴지는 것은 植物 그 自體만의 能力 外에 心理的안 影響도 크게 作用되는 것이다 

郞 購룹源이 樹林帶로서 週蘇되 면 視覺을 通하여 心理的인 安定感을 일 ò 켜 소음에 對한 不

快感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식물의 λ- .Q.. ，ü 지 또는 ::..1-p-d .... '1 減쫓훗했果는 JÍlÎL空機鍵륨을 對家으로 한 것은 아 

니었지만 空港周邊의 關音問題를 解決하는 데 適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공항주변지역의 住民에게 주는 소음公害는 交通짧音 特히 做空機의 地上試運轉(engine

test)時 또는 離훌陸時의 월짧音δ1 主가 된다. 이러한 소음을 減훌시키는 手段A로서 消極的 ’ 

야기는 하지만 樹木을 機能的우로 利用할 수 있다. 空港周邊의 騎音影響-團內에는可及的綠 

地空f힘(公 [{i[이나 green belt等)을 廣範!훤하게 確保하고， 그 地域의 氣候와 

맞는 樹種을 選擇하여 터然地形을 最大로 活用한 樹林帶造成을 하므로서 

土壞-條件에 알 

關音公害를 어느 

1뭉度까지 防止할 수 있다. 그러나 械空機가 離줍[훤하는: approach zone(接近區域)에는 飛

行安全上의 r:~j題， ~p 빠~~섣機의 、隔空角 (glide angle)의 制限(3 0 )오로 困한 *화高의 制限 및 

落j힘이나 ‘않類 等의 外部飛行障/i(J-物(foreign obstacle damage : FOD)間題가 있기 해문에 

힘j種避擇은 물흔 配植方法에 있어 서 도 ↑륜重한 종댄~，플 해 야 한다. 

第 5 章 효浦國際空港의 事例li}f究

第 1 節 뿔港擾張과 훌훌音影響， 

1. 現 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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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港。1ft겉E하는 限 做空機의 羅흡뚫響은 不可避하며 그로 因하여 空港周擾地域에 서 生

活하는 住民들은 至大한 購音被뿔를 받고 있다. 首都園에 位置한 金浦國際空港은 都心으로 

부터 15km程度 떨어져 있으며， 人口增加와 都市化 現象흐로 金浦地區의 住民數는 每年 늘 

어가고 있어 購音被害 /\口數도 增加되고 있다. 

이에 反하여 金浦空港은 國家的인 要求에 따라 每年 據張되고 있오며， 交通部當局의 計

劃에 의 하면 1990年까지 現在의 空港을 國際的인 規模로 開發 • 鍵張하도록 되 어 있다. 

現在 金浦空港은 지난 十年間에 乘客과 貨物의 空中輸送이 增加되었고， I프로펠러」做空機 

가 麗흡이 더 심한 大짧「셋트」做空機로 代置됨에 따라 做空機鍵音의 影響範圍와 程度가 增

大 되었다. 

「보영 J7071셋트」旅客機에 의한 !購홉影響은 4-r엔진 • 프로펠러」旅客機의 경우보다 30倍나 

더넓은 地域에까지 미치며 同-한 鍵音彈度(dB) 라 할지라도 「셋투」旅客機의 경우가高周波 

數帶의 흡響 「에너지」를 더 많이 發生시키기 째문에 住民들의 聽覺을 더욱 괴롭히게 된다. 

-般的우로 空港을 開發하는데 있어서 械空機廳룹의 影響은 空港周邊地域 住民들에게 심 

각하고 灌在力이 있는 問題點이 되고 있다. 이 려 한 事實이 金浦空港의 경 우에 도 例外는 아 

닐 것이다‘ 第2章에서 考察한 缺空機購홉의 諸影響은 程度의 差異는 있겠오나 金浦空港周

邊 佳民들에게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金浦空港의 據張에 앞서 關係當局은 購音問

題에 關한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 據想되는 購룹被害로부터 住民들을 保護할 수 있도록 科

學的인 分析을 通하여 實鐘可能한 效果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果敢하게 推進시켜야 할 

것이다. 

2. 爾흡分析 및 購音影響地域

金ìm國際~港據張計劃의 쫓當性 檢討를 위 하여 Airways Engineering Corporation 에 서 行

한 騎、좁分깎은 1964年 美國의 Bolt Beranek & Newman Inc.에 서 美國聯郭做空局(Federal

A via tiori Agency; F. A. A. )에 提出한 技術報告書(Laχd Use Planni;χg Relating to Aircraft 

Noise)의 돼究指針을 根據로 하였으며 金浦空港이 最大로 開發되 었을 해 를 考處、한 composite 

noise rating (CNR) contour를 1''F成하였다. (이하 지면 관계로 생략함) 

第 2 節 空港固邊의 훌훌音對策 

1. 많存土地利用 및 地域地區制의 再調整

國土開發計劃과 都市計劃法을 根據로 한 서 울特別市의 首都園廣域開發計劃에 의 하면 空

港周適地域은 開發制限區域으로 指定되어 多幸히도 !魔룹影響地域은 그나마 減少되고 있다. 

空港周邊地域의 홉￡存土地利用 및 地域地區制와 空港中心으로부터 半쩔 10km 以內의 土地利

用分布를 보면， 總面積이 312km2로， 住居地域은 87km2 (28%) , 商業地域은 O.lkm2, 工業

地域은 31km2(I0%) , 開發制限區域은 132km2(42%) 그리고 自然環境保全地區 빚 風됐地 

r區(公園用地 包含)는 62km2(20%) 이 다. &P 開發制限圖域과 保全 • 風致地區가 숲體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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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4km2)를 차지하고 있다. 金안ii空港의 位置， 規않 맞 方位에 關聯하여 指定한 ó1 려한 土

地利用計畵j은 金얀fj~港이 지니고 있는 濟在的인 環境問題(흑히 짧줍많j題)를 解決하는데 매 

우 重훨하며 , 空港에 바로 l삶接펀 地행에 서 외 fy점發을 制限시 켜 주고 있다. 이 와같야 騎音問

題와 土地利用計劃은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金浦똥港周邊의 r짧홉問題륭 

해결하는데 가장 寶質的이고 샀果的인 對策은 第 3章 第 2節에서 論한 바와같이 空港周邊地

렛의 ~存士地ïFIJ用 딪 地域地區制를 再調빨하는 것이 다. 

또한 住民들의 隨音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方法흐로 홉￡指定된 聞짧制限區域을 더 擬大

파여 再指定하는 것이 다. 그 밖에 , 問題의 地域을 다음과 같은 施設들이 들어서 도록 하묘 

후서 δ1 JfuM에 住~Ú1 I웹發되는 것을 防止할 수 있다. NP 都市公딸1 等의 公共施設， 體育

때設， 따H륨場， 車庫， 깜庫， shopping center. 防품施設ó1 된 첨?Ëi施設， 流通業務拖設， 빠tL'tE 

機와 關聯되 는 工菜施設， 흩흉業公園 等을 例로 둘 수 있다. 

이러한 諸方法을 邊行하기 위해 關係當텀은 不斷한 맑究와 努力을 해야 할 것이다. 

2. 綠地帶造成 • 防줍工事 • 法的規制

가. 綠地帶造成 : 우선 空港內外에 對하여 地上試運轉 施設周邊과 離홉陸地;域 等 魔홉發生 

。1 심한 곳을 重點的흐로 選斷하는 것흐로 防音林 • I껏홈탤을 設置한다. 餘1tI!의 곳은 魔륨 

減훌의 目的을 겸한 造뚫的 處理를 한다. 

空港周邊은 樹木의 機能을 考慮하여 綠地帶 • 짧林帶를 造成한다(第 4 펼 參照)

냐. 防곱工事 : 購품地域內의 많存建物--學校 • 病院 • 敎會 等 公共集會所 맞 B 常生活

의 보금자리 인 住펀等--에 對해서 防홉工事를 하도로서 麗즙을 週斷 輕減시 키 도록 한다. 

다. 法的規制 : 필港地域 騎좁-地域內에 ↑主1:폐葉을 때制시 킬 수 있는 法的規制가 必훨하 

다. 그럼 에 도 -닫구하고 짧즙JfuJ파內에 짧物을 新葉코L져 쌀 해 에 는 싫物의 設計와 拖工에 있어 

서 J6、짜的우로 잡響的인 짧理를 하도록 建第法드로 規制한다. 防홉h펀設 費用은 1홍과 門의 

泡緣， 짧과 지 붕表血i의 흡響的處웰 等에 I詢聯되 는바 費用 對 效果面에 서 큰 鎭害는 없는 

것으로 본다. 

빠~~機짧홉을 싫|셔에서 들을 때와 屋外에서 들을 때의 反R짧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머 屋

內의 경우가 약 16dB 정도 낮다고 한다. 

以上위 諸對策을 適期에 進行하기 위 해서 는 關係當局의 非常한 關心， 技術의 導入， 당￥究 

:펴發 및 據算.의 確保가 훨求되 며 , 專擔할 機構의 設f1과 制度的인 뒷 받침 ?l 必훨하다고 본다. 

第 6 章 結 論

現代科學의 副옳物인 체n:~擬짧音은 눈에 보이 지 않는 公害로서 , 효期的으로 볼혜 空港및 

그 周邊地域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被害는 심각하며 至大하다. 械空機가 離훌陸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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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地上試運轉時 發生하는 羅룹은 音量이 크고 高周波成分을 지닌 特異한 좁質이며 매우 

衝擊的이다. 이러한 購룹은 第2章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日常生活의 諸活動에 障害를줄뿐 

만 아니라 精神的， 心理的， 生理的으로도 被害를 주고 있다. 

特히 이 地域兒童들에게 情績的인 不安을 일으키게 하여 性格形成에 惡影響을 주게 된다 

는 事實은 注目할 만 하다. 

이 무서운 購音被害를 減少시키기 위한 對備策은 우리가 解決해야할 重大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做~機購音을‘ 減少시 키 고 우리 를 保護하기 위 한 對策은 세 가지 面-購륨源， 購즙 

傳播通路， 被害者-에 서 함께 解決되 어 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現實的인 對策이라고 生覺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장차 空港據張開짧의 完成時의 規模를 據測하여 充分한 空港數地를 確保토록 하고， 空港

과 憐近 地域社會住民들에게 共히 快適한 環境을 마련해 주고 公害로 부터 隔離될 수 있는 

構造物의 設置， 繹衝地帶로서의 樹林帶造成 等 造景·事業을 實雄함이 훨求된다. 그러나 이 

러 한 對策만￡로는 I짧近住民들이 購좁障害에 對한 不zp:. 不滿을 크게 解消시 켜 줄 수는 없 

다. 따라서 가장 寶質的이고 效果的인 것은 科學的인 節次에 依해서 #'U斷된 購音影響地域

內의 많存士地利用 및 地域地區制를 再調整하고 第 3 章， 第 5 章에 서 建議된 代案과 같이 

空港周邊地域을 再開發하는 것이다. 

많指定된 開發制限區域 等을 鍵張指定하여 援衝綠地帶를 넓혀주는 것도 쳤果的이다. 한 

펀으로 購좁옳響地域內에서 住힘新集의 빼f힘l 또는 禁止， 新葉되는 建物에 對한 防音施設條

件의 願課 等 法的인 規制가 必훌하다. 

앞오로 關係當局의 非常한 關心과 協調가 있어야 될 것이며 購홉對策專擔機構의 設置가 

훨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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