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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간은 모여서 생활하는 사회적인 동물로 현대 사람들은 근

무와 여가의 다변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호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그 활동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다양

하게 변화하고 있다(Park & Bae, 2018). 이러한 여가생활은 때

와 장소에 맞는 이벤트의 주제와 표현이 더해져 일정 기간 동안 

집중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음악과 함께 행해지는 

행사인 축제가 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는 음악과 

특설무대 등의 행사로 진행이 되어 2013년 기준 약 750건에 이

르며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축제는 약 2천5백여 개에 이른다

(Park, 2013). 과거의 전통문화 축제의 성격에 비해 1990년대 

이후에는 생활, 예술, 체험, 여가, 레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목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계절별, 지역별 등 특색에 맞게 변형

이 되어 특히 부산의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의 축제가 한 해 20

개가 넘게 개최된다(Park, 2013). 부산 지역의 축제는 58개의 

축제 중 부산바다축제, 부산불꽃축제 등 30개(51.7%)가 해안에

서 개최되고 부산국제록축제, 장산제 등 13개 축제는 내륙에서 

개최되며 부산국제영화제, 연제한마당축제 등 15개의 축제가 

도시에서 개최된다. 부산바다축제는 해양문화축제로서 백사장

에 위치하고 낮 시간대에는 문화행사 및 노점 영역으로 설정되

고 밤 시간대에는 백사장의 전시 관람 및 공연 등이 진행된다. 

축제의 주 무대가 바다를 바라보는 어우러진 형태를 띠고 있어 

축제 영역이 해변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참여객들

과 일체화되는 경험을 공유하도록 진행한다(Kim et al., 2014). 

모든 축제는 음악과 행사 환경음이 있고 일정한 소음에 노출되

어 있으며 축제의 종류와 빈도가 많아져 자연스레 축제 관련 관

계자와 지역민에게 소음 노출의 우려가 있다.

LAW AND ENVIRONMENTAL SOUN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소음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인 법제처에

서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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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34호)이 집시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관련 대통령령 제27672호(시행 2017년 1월 28

일)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에서는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에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는 65 Leq dB (A) 이

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 Leq dB (A) 이하로 정하고 야간(해 

진 후~해 뜨기 전)에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서는 60 Leq dB (A)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65 Leq dB (A)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청력에 

손상을 주는 큰 소리, 집중을 방해하고 생활의 능률을 저하시

키는 소리이고 불규칙적인 소리로 집중을 방해하여 피해를 유

발하는 소리도 소음으로 여긴다(Park & Bae, 2018). 소음은 ‘원

하지 않는 소리’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

로 우리나라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에서는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

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한다고 

해서 ‘감각공해’라 불리는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

고 있다(Kim, 2016). 특히 소음성 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은 직업병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 

중 하나로(Le et al., 2017),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작업환경의 소음 노출 기준을 마

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체의 소음 노출 기준은 8시

간 90 dB (A)이며, 5 dB 교환율을 적용하여 95 dB (A)일 경우 

4시간, 100 dB (A)일 경우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Yoon & 

Bahng, 2019). 

ENVIRONMENTAL SOUND OF TOURIST 
ATTRACTION

축제관광지의 환경음

최근 축제관광지의 환경음처럼 일정한 소음에 노출된 환경

에 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부각되는 한

옥마을에서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는 마을 내의 소음을 측정하

고 성분과 크기를 분석하여 특성과 영향을 평가한 북촌 한옥

마을의 관광객에 의한 소음에 관한 연구(Park & Bae, 2018)에

서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음으로 인하여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거지에서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

의 산업장의 소음 노출과 소음성 난청의 실태 및 소음이 미치

는 건강의 영향과 소음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인 소음성 난청

(Kim, 2016)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축제관광지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 밖

에 음향도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배경소음을 측

정하고 헤드셋을 통해 발생되는 소음 및 노출 기준을 비교하여 

음향도구 착용 근로자의 청력보호 관리 대책을 연구한 음향도

구 착용 근로자의 소음 노출 실태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1) 등이 있다. 

축제관광지의 소음 측정

축제관광지의 소음수준에 관하여 정점에 따른 주간·야간의 

소음 측정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기준수치와의 

차이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운집하는 축

제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9년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부산바다축제(해운

대, 광안리, 다대포, 송정) 중에서 해운대 축제관광지와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특설무대를 기준으로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축제관광지의 특설무대 행사 진행 특성상 15시 이후부터 19시 

이벤트 시작 전까지는 관광객들의 축제 참여를 위한 관객몰이

용 음악 및 멘트가 이어지고 19시 개막과 함께 일몰 이후에는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는 형식이었다. 일몰을 기준으로 주간

의 행사와 야간의 행사로 시간대를 나누어 해운대 축제관광지

와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축제관광지의 

특별무대 스피커인 소음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거리를 두고 

일정한 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하였다. 축제관광지의 소음원인 

특설무대로부터 flying array 기법으로 설치된 정면 양쪽 스피

커(Figure 1) 중 육지면 쪽의 스피커를 기준점으로 하여 0, 1, 5, 

10, 15, 20 m 간격으로 지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위치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고(Figure 2), 거리는 소음원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 순으로 측정하였다. 스피커의 종류는 우리나라

의 축제관광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레이 스피커(array speaker) 

형태로 한 개당 150 W, 6.5 인치 이상의 woofer × 2, 100ø, 100 

W, titinum driver broadband frequency horn 사양의 3600 W, 

30 kg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특설무대는 해변에 위치해 있고 부산바다축제의 관객석은 

체험을 위한 특수제작이 되어 있는 특성상, 소음 측정을 위하

여 양쪽 스피커를 기준으로 직선 거리를 두고 동일한 장소에서 

60초 동안 3회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소음 크기는 측정은 

Hand-held Analyzer Type 2250 (Bru¨el & Kjær, Nærum, Den-

mark) 소음측정기와 free-field microphone Type 4189 (Bru¨el 

& Kjær) 마이크를 사용하였고, 느린 반응 시간(slow response 

time)과 A-가중치(A-weighting scale) 필터로 이용하여 Leq 

dB (A)로 측정하였다. 

측정 전 좌표, 고도, 온도를 확인하였고, 행사 전인 일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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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사 중인 일몰 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Table 1). 거리, 좌

표, 고도의 측정은 애플리케이션(iOS 12.0 device Measure 

Apple Distribution Intl., Apple Inc., Cupertino, CA, USA)을 

통해 실시하였다. 해운대 축제관광지의 특설무대는 동경 129° 

9′ 30″, 북위 35° 9′ 30″로 고도 12(± 3.0) m에 위치하였고, 광

안리 축제관광지의 특설무대는 동경 129° 7′ 23″, 북위 35° 9′ 

17″로 고도 5(± 3.0) m에 위치하였다. 축제관광지의 날씨는 맑

음으로 해운대 축제관광지의 일몰 전 온도는 31℃, 일몰 후 온도

는 29℃였고,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일몰 전 온도는 32℃, 일몰 

후 온도는 28℃로 기록되었다.

본격적인 식전 행사로 장르에 상관없이 대중가요와 호응을 

유도하는 사회자의 멘트를 들을 수 있었고, 행사 중에는 사회자

의 육성 멘트와 함께 대중가요를 들을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

한 인원수를 조사하였고, 참가한 인원수는 1 m2 내의 인원수를 

조사하여 거리에 비례하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조사

하였다. 

부산바다축제에서 측정한 소음의 크기는 SPSS version 25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소음원의 거리

에 따라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다. 일몰 전과 일몰 후의 소음 

크기의 차이를 두 독립표본 t 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
test) 혹은 Welch-Aspin 검정을 통해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알아보았고, 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의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Kruskal-Wallis의 일원배

치 분산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Bonferroni와 Tamhane의 T2를 사용하였다.

해운대 축제관광지 소음 측정 결과

일몰 전인 축제 시작 전 사전 준비 기간의 소음은 거리에 따

른 경향성은 없었으나, 집시법에서 제시한 소리 크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5 m 이내로 거리가 가까울 때 측정한 소

음 크기보다 거리가 5 m 이상으로 멀 때 측정한 소음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1 m 거리에서 측정한 최소 66.4 Leq dB (A)

에서 10 m 거리에서 측정한 최대 69.7 Leq dB (A)로 기록되었

다. 일몰 후 축제 중의 소음도 거리에 따른 경향성이 없었고, 가

장 먼 거리인 20 m 거리에서 측정한 평균 91.33 ± 0.83 Leq 

dB (A)로 가장 크게 기록되었다. Figure 1. An example of array speakers on the festival stage.

Figure 2. Method for noise measurement 
about distances in festival tourists attrac-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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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기로 측정한 해운대 축제관광지의 일몰 전과 후의 

소음은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p ＜ 0.05). 0, 1, 5, 10, 15, 20 m의 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의
차이는 유의확률 1.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일몰 전의 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의 차이
는 유의확률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Table 2). Bonferroni 사후분석을 통해 일몰 전의 거리에 

따른 차이는 1 m와 10 m의 소음 크기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p ＜ 0.05).

광안리 축제관광지 소음 측정 결과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소음도를 측정한 대부분의 거리에서 

소음 크기가 크게 측정되었다. 일몰 전인 축제 시작 전 사전 준

비 기간의 소음은 소음원 거리 0 m에서 평균 71.30 ± 0.20 

Leq dB (A)로 측정되었고, 20 m 거리에서 평균 57.67 ± 0.15 

Leq dB (A)로 거리가 멀수록 소음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 일몰 

후 축제 중의 소음도 거리에 따른 경향성이 없었고, 가장 크게 

측정된 소음 크기는 거리 10 m에서 측정한 평균 100.83 ± 2.00 

Leq dB (A)이었다. 그 다음으로 거리 15 m에서 측정한 평균 

100.57 ± 1.66 Leq dB (A)로 나타났다.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일몰 전과 후의 

소음은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p ＜ 0.05). 0, 1, 5, 10, 15, 20 m의 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의
차이는 유의확률 0.9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일몰 전과 후의 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의
차이는 유의확률 0.00과 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p ＜ 0.05) (Table 3). 일몰 전과 후의 소음 크기의
차이는 Tamhane의 사후분석을 통해 0, 1, 5, 20 m 거리의 소

음 크기 차이 때문으로 알 수 있었다(p ＜ 0.05).

DISCUSSIONS

국내에서 행해지는 바다축제 중 부산바다축제가 열리는 해

운대 축제관광지와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소음을 소음측정기

를 이용하여 주간과 야간에 거리에 따라 측정하고 살펴보았다.

해운대 축제관광지와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소음 크기는 전

반적으로 해운대 축제관광지에 비해 광안리 축제관광지가 더 

크게 기록되었고, 집시법에서 규정한 소음 크기보다 크게 측정

Table 1. Characteristics of noise in festival tourist attraction

Place 
(coordinate/altitude/temperature)

Situation Distance from sound sources (m) Time Numbers of participants

Haeundae Before sunset   0 17:30   30
  [129° 9’ 30’’ E, 35° 9’ 30’’ N/12 (± 3.0 m)/   1 17:45   50
  31°C, 29°C]   5 18:00   70

10 18:15 150
15 18:30 230
20 18:45 300

After sunset   0 19:15 Over 100
  1 19:30 Over 200
  5 19:45 Over 200
10 20:00 Over 200
15 20:15 Over 200
20 20:30 Over 200

Gwangalli Before sunset   0 13:00 40
  [129° 7’ 23’’ E, 35° 9’ 17’’ N/5 (± 3.0 m)/   1 13:15 30
  32°C, 28°C]   5 13:30 10

10 13:45   5
15 14:00   5
20 14:15   5

After sunset   0 21:00 Over 300
  1 21:10 Over 300
  5 21:30 Over 300
10 21:40 Over 300
15 21:50 Over 300
20 22:00 Over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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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두 축제관광지의 무대 크기와 어레이 스피커의 개수는 

동일하였고, 동일한 크기와 사양의 어레이 스피커였다. 어레이 

스피커는 정면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었고, 지상 약 3 m 위치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며 여러 개의 스피커가 배열된 공중에 매

달린 형태였다. 두 축제관광지의 소음 측정을 하는 환경이 유

사하였으며 참여한 사람들의 위치도 바다 쪽이 아닌 육지 쪽에 

몰려있는 형태로 유사하였다. 두 지역의 차이점은 해변의 크기, 

프로그램, 측정 시간대, 온도에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어레이 

스피커의 소리가 다르게 측정된 가장 큰 원인으로 해변의 크기

와 주변 환경 때문이라 생각한다. 해운대 축제관광지는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해변보다 너비가 넓고 길이가 긴 형태로 음악을 

들으며 풀장에서 버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광안리 축

제관광지의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과 음악이 동시 진행되는 형태였다. 또한 소음 측정 시간은 

해운대 축제관광지에 비해 광안리 축제관광지가 더 늦은 시간

이었고, 일몰 전의 해운대 온도는 31℃,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온도는 32℃였고, 일몰 후의 해운대 온도는 29℃, 광안리 축제

관광지의 온도는 28℃로 소리 전달에 측정 시간과 온도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유사한 조건으로 날짜를 달

리하여 소음 측정을 하고 비교하여 동일한 축제관광지의 날씨

와 계절별 온도 등의 주변 환경 조건에 따른 소음의 차이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몰 전과 후의 축제관광지 환경음

대부분의 바다축제는 여름에 개최한다는 계절적 특성으로 

주요 무대는 야간 시간대에 연출된다.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도록 행하는 식전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

개 일몰 전인 주간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는 일몰 전 시간대의 식전 행사의 소음과 일몰 후 시간대의 축

제 행사 중의 소음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일몰 전

과 후의 환경음은 해운대 축제관광지와 광안리 축제관광지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The sound level [Leq dB (A)] of Gwangalli festival as a function of distance 

Situation Distance (m)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p-value
Before sunset   0 71.1 71.5 71.30 0.20 0.00*

0.00*

  1 68.6 69.1 68.90 0.26
  5 63.4 64.4 63.77 0.55
10 60.7 65.2 62.40 2.44
15 57.0 61.5 58.93 2.32
20 57.5 57.8 57.67 0.15

After sunset   0 94.7 98.2 96.70 1.80 0.03*
  1 96.1 99.8 98.37 1.99
  5 98.7 99.0 98.90 0.17
10 98.8 102.8 100.83 2.00
15 98.8 102.1 100.57 1.66
20 95.9 97.8 96.83 0.95

*p < 0.05

Table 2. The sound level [Leq dB (A)] of Haeundae festival as a function of distance 

Situation Distance (m)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p-value
Before sunset   0 67.1 68.6 68.07 0.84   0.01*

0.00*

  1 66.4 68.6 67.50 1.10
  5 68.8 71.6 69.97 1.46
10 69.2 72.9 71.63 2.11
15 69.6 71.4 70.47 0.90
20 69.7 71.6 70.77 0.97

After sunset   0 89.4 91.5 90.27 1.10 0.31
  1 88.5 91.4 90.37 1.62
  5 87.3 92.0 89.70 2.35
10 88.2 90.9 89.73 1.39
15 86.7 89.4 88.23 1.39
20 90.4 92.0 91.33 0.83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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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 해운대 축제관광지와 광안리 축제관광지 모두 일
몰 전에 비해 일몰 후 소음 크기가 크게 측정되었다. 일몰 전 

주간 축제관광지의 소음은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음악에 비해 

해양 레저 소음, 파도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과 같은 배경소음

이 더 큰 상황으로 관광지 내의 안내 방송을 듣기 힘든 정도였

다. 해운대 축제관광지와 광안리 축제관광지에서 측정한 값은 

모두 집시법 제14조 관련 대통령령 제27672호에 규정하고 있는 

주간의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인 75 Leq dB (A) 이하로 측정되

었다. 하지만 일몰 후의 소음은 야간의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65 Leq dB (A) 이하]보다 한참 큰 강도로 측정되었다. 일몰 전

의 주변 배경소음이 컸다는 의미는 스피커의 볼륨이 일몰 후에 

비해 작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동일한 강도라 할지라도 

이 연구에서 소음을 측정할 당시의 온도도 일몰 전의 온도가 

일몰 후의 온도보다 더 높았고 약 2~4℃ 차이가 있었으므로 소

리의 특성상 낮에 비해 밤에 소리가 멀리 퍼져(McCarthy, 

2014) 실제 볼륨 크기보다 더 크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해운대 축제관광지에서는 일몰 전 0, 1, 5, 10, 15, 20 m 거리

에 따라 유의확률 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광안리 축제

관광지에서는 일몰 전과 후 모두 거리에 따라 유의확률 0.00과 

0.03으로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 연구 결과 해운대 축제관광지와 광안리 축제관광지의 

일몰 전과 후의 소리 크기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지 않고 

거리가 멀어도 가까운 곳에 비해 소리 크기가 크게 기록되었다. 

이는 소음을 측정한 시간별 음악 장르의 다양성과 스피커의 특

성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몰 전과 후의 들리는 음악 

장르는 다양하였고 이 연구에서 소음 측정을 할 때, 0 m에서 

측정하여 거리가 멀어지는 순서대로 소음 측정을 하였다. 먼 거

리의 소음을 측정하는 시간이 가까운 거리의 소음을 측정하는 

시간보다 늦었고, 해운대 축제관광지의 측정 시간보다는 광안

리 축제관광지의 측정 시간이 늦었다. 대부분의 곡은 팝송이나 

대중가요의 인기 댄스곡이었으나 마지막 측정한 광안리 축제

관광지 20 m의 소음 측정은 발라드 장르로 비교적 리듬이 단

순하고 비트가 적으며 악기 소리보다는 노래 소리였다. 이 연구

에서 측정한 해운대 축제관광지 소음 중 20 m의 소음 크기는 

가장 크게 측정되었고, 광안리 축제관광지 소음은 10 m와 15 m

의 소음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되었다. 해운대 축제

관광지에서 마지막으로 측정한 20 m의 소음 측정 시간은 20시 

30분이었고, 광안리 축제관광지에서 마지막으로 측정한 20 m

의 소음 측정 시간은 22시였다. 조용한 상황과 배경소음이 커졌

을 때 음악 장르에 따라 느끼는 음량의 차이가 있다(Na et al., 

2018; Shim et al., 2018)고 하였으나, 축제관광지의 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의 차이는 시간대와 음악 장르별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어레이 스피커의 특성으로 어레이 스피

커의 배열을 통해 소리의 전달을 입체적인 사방으로 퍼지게 한 

상태였다. 일몰 후의 소음의 소리 크기는 모두 규정을 벗어난 

고강도의 소리로 기록되었고 85 Leq dB (A) 이상이었다. 가장 

크게 기록된 소음 강도는 100.83 Leq dB (A)로 축제관광지의 

행사 시간이 19시에서 22시의 하루 세 시간이므로 축제관광지

는 개방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소음성 난청과 관련했을 때, 100 

dBA 이상의 소리에는 세 시간 노출도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부

산바다축제의 경우 5일 동안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되어 음악과 행사 환경음에 노

출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관계자는 물론 인근 상가와 주택에도 

소음에 대한 노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 동

안의 진행자의 육성 소리 크기는 약 78 Leq dB (A)에서 91 

Leq dB (A) 정도의 소음 크기를 보였고 이 역시 야간 시간의 

허용된 소음 크기보다 크게 관찰되었다. 어레이 스피커의 음향

학적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여가생활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여가와 관련한 환경소음의 연구를 위해서 추후 스피커의 종류, 

배열 등의 다양한 스피커의 음향학적 연구도 함께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비록 두 곳의 축제관광지의 소음을 소음측정기를 통해 소음 

크기를 측정하였고, 주된 행사의 소음 지속 시간은 하루 평균 

약 세 시간이었으나 그 크기가 집시법에 제시한 수치보다 높아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축제관광지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의 소

음 노출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100여 명의 관계

자들 중 단 두 명의 외국인 관계자들만 소음에 대비하여 이어

플러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음에 대한 인식과 대

비는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소음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열린 

공간, 지면보다 높은 어레이 스피커의 위치, 여러 개의 스피커가 

배열되어 하나의 스피커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방향으로의 출

력,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관광지의 특성상 한정된 참여자

의 위치를 고려한 다양한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0:0�축제관광지 소음·축제관광지 환경음·소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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