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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t was intended to measure the sound intensity of children's sound books and to compare 
them with the standards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Methods: 
The loudness of 15 children’s sound books was measured at a distance of 25 cm (child’s arm length), 
and 2.5 cm length of external auditory canal. Measurements taken three times with each book were 
performed, and the overall sound intensity of the sound books and the sound intensity of each button 
were measured and compared. Results: Compared with the Korean standard, all the buttons of all 
books exceeded the standard for the sound volume of the children’s book measured at a distance 
of 2.5 cm. When comparing the maximum sound intensity measured at a distance of 25 cm with 
85 LAmax, a total of 168 buttons of these, 25 (14.88%) were recorded as exceeding the maximum 
loudness.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ISO, all buttons in all books were below the standard 
85 LAeq. Conclusion: Several children’s books are loud enough to cause noise-induced hearing loss, 
especially when they are placed close to the ear. Strict standards for sound children’s books are 
required, and it is important to put a warning on the cover of the book. It is expected that the sound 
intensity of the children’s sound book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referenced when referring to the 
loudness during hearing rehabilitation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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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사회성을 배우고 운동능력을 증진시

킬 뿐 아니라 정서를 발달시키게 된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

고 노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et al., 2017). 영유아기에 사용하는 딸랑이부터 아동

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작동이 복잡한 장난감까지 장난감의 종류

는 매우 다양하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동에게 줄 수 있는 

자극은 소리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이다. 과거에는 사회적인 성공

을 위한 능력으로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만을 중

요시하였다면, 현대 사회는 감정을 통제·조절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 

EQ)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조직을 이끄는 리

더십,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기술 등 개

인과 집단의 발전이 감성지수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

성지수 향상을 위한 유·아동 학습지나 오감 자극에 필요한 교

육도구 및 장난감 등이 다양하게 개발·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Kang, 2019). 장난감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이들에게 언어와 사

고 과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을 이용한 스마트기기를 새로운 놀이 활동으로 

사용하고 청·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전자기기 장난감,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책(sound book) 등이 개발되어 있다(Lee 

et al., 2017). 

영유아기에서 청소년기의 소음성 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 출현 보고에 따르면, 아동 8명 중 1명이 

소음성 난청을 보였고, 10대 청소년들 중 16%가 이에 해당하였

다(Levey et al., 2012). 6세에서 11세 아동 중 8.5%가 소음으

로 인한 일시적인 난청(temporary threshold shift, TTS)을 경

험하기도 하였다(Niskar et al., 2001). 영유아기와 아동기 때 

소음에 노출되는 위험요소 중 첫째는 장난감에 의한 소음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장난감의 소리 크기와 노출시간

은 영유아와 아동에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안되

었다(Axelsson & Jerson, 1985; Bittel et al., 2008; Segal et 

al., 2003; Smoorenburg, 1993; Yaremchuk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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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립적이고 만성적인 장난감의 소음노출 후에 일시적 청력

역치 증가나 영구적인 청력손실(permanent threshold shift, 

PTS)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Marshall & Brandt, 

1974; McMillan & Kileny, 1994). 그리고 장난감 무기와 폭죽

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어지럼증 혹은 이명을 호소하

는 연구도 있다(Segal et al., 2003). 소음성 난청은 고주파수 청

력손실로, 아동기에는 말·언어 발달과 사회성 습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학령기에는 학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유아와 아동기에

는 소음원의 크기를 줄이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 소

음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McLaren et al., 2014; 

Northern & Downs, 2002). 

현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의 소음에 대한 안전노출 한

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으나(Weinreich et al., 2013), 

장난감이 내는 소음에 대한 여러 기준은 있다(McLaren et al., 

2014). 미국직업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OSHA, 1998)에서 제시하는 작업장

에서의 소음노출 기준은 소음노출 강도를 A 가중 소리 에너지를 

갖는 안정된 음압 레벨인 A-가중치 등가음압 레벨(A-weighted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LAeq)의 크기로 나타내고, 

5 dB 교환율(exchange)을 적용한다. 일반 성인이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의 기준을 8시간씩 85 dBA로 시간과 소음 

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5 dB 교환율을 적용할 때 강도

가 5 dBA 커짐에 따라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기준을 장난감에 적용하여 비교해 본다면, 만

약 100 dBA의 소음을 내는 장난감을 성인이 이용한다면 15분  

이하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난감의 소음

과 관련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ISO, 2012)

에서 제시한 ISO 8124-1 (part 1),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2013)에서 제시한 EN 71-1

과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ASTM]; ASTM International, 2003)의 F963이 있

다. ISO(2012)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등 가장 많은 나라에서 장난감 소음 기준으로 채택

하고 있고, EN 71-1과 ASTM F963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준

은 새로운 장난감이 생산됨에 따라 빠르게 조사되고 적용된다. 

ISO(2012) 기준에 의하면, 귀 가까이에서 장난감 소리를 발생한

다고 하였을 때 그 크기를 A 가중치 등가음압으로 65 LAeq 미

만이거나 C 가중치 등가음압(C-weighted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으로 95 LCeq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일반적인 

공간에서 장난감의 소리를 발생한다고 한다면 소리 크기를 85 

LAeq 미만 혹은 115 LCeq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EN 71-1

은 ISO 8124-1과 달리 장난감을 작동하는 방법에 중요성을 두

고 장난감의 정의를 새롭게 한 차이가 있고, 작동시간 8시간 80 

dBA 미만을 적용한다. ASTM International(2003)은 장난감 

소음의 최대 크기를 90 dBA로 제한하고, 장난감과 귀 사이의 거

리 25 cm일 경우 70 dBA 미만, 2.5 cm일 때 90 dBA 미만을 요

구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HO, 2019)에 의하면 장난감 소음은 8시간 동안 노출될 경우, 

노출소음 크기는 75 dBA 미만일 때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

만 장난감의 소리 크기는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경고하고 있다

(Axelsson & Jerson, 1985; Bittel et al., 2008; Segal et al., 

2003; Smoorenburg, 1993; Yaremchuk et al., 1997).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나는 장난감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

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는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었

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완구”로 규정하고 

어린이의 귀로부터 소리를 내는 부품의 가장 가까운 위치가 2.5 

cm 정도인 완구로 분류한다. 손으로 쥐는 완구는 손으로 쥐도

록 되어 있고 소리를 내도록 설계된 완구로 딸깍 딸깍 소리를 내

는 완구, 완구도구, 음악이 나오는 완구, 화약 총 등으로 규정한

다. 또한 딸랑이는 흔들면 소리를 내도록 설계된 완구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어린아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

나 다른 사람이 흔들어야 소리가 나는 완구로 분류하였다. 삑삑

이 완구는 꽉 쥐었을 때 작은 틈으로 공기가 빠지면서 소리를 내

도록 설계된 유연한 완구로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없는 어린 아이

가 사용할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소리를 내는 완구의 소리 강

도의 규정은 제시하고 있는 음압 레벨 측정에 따른 결과로 나타

낸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의 소리 크기에 대하여 안

정되게 지속되는 소리 혹은 지속시간이 1초를 초과하는 가변적

인 소리인 연속적인 소리(continuous sound)의 A 가중 등가

의 음압 레벨로 65 LAeq, 그외 모든 완구의 연속적인 소리의 최

대 A 가중 음압 레벨이 85 LAeq 미만이어야 한다. 보통 1초 미

만 시간 동안 짧은 순간의 음압으로 주변 소음을 현저하게 초과

하는 소리인 순간적인 소리(impulsive sound)에 대해서는 C 가

중 등가음압 레벨을 적용하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완구

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는 95 LCeq 미만, 격발 뇌관과 같

은 폭발 현상을 이용하지 않는 완구 중 순간적인 소리를 내는 귀

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완구는 115 LCeq 미만이어야 한다. 격발 

뇌관 및 기타 폭발 현상을 이용하는 유형의 완구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소리는 125 LCeq 미만이어야 하고 115 LCeq가 넘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스스로 또는 보호자에 의해 읽기용으로 의도된 책은 완구의 적

용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시각, 촉각,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

을 추가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이 되어 버튼을 눌러 소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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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동화책은 학습완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완구에 대

한 소리 발생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동화책 15종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2020)에서 제시하

는 방법과 Yaremchuk et al.(1997)의 측정 방법을 참고하여 소

리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할 경우인 

소음원과의 거리 2.5 cm와 아동이 가지고 놀 때 아동의 팔길이

를 고려한 소음원과의 거리 25 cm에서 측정하여 소리나는 동

화책의 소리 크기를 측정하고, 우리나라(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와 ISO(2012) 기준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소리 강도를 측정한 사운드북은 국내·외에서 출판되는 책으

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사운드북의 크기는 양손으로 펴서 들 

수 있고(180 × 180 mm2에서 280 × 280 mm2), 무게는 약 

0.3~0.68 kg이며 12~2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쪽(오른쪽 혹

은 아래쪽)에 일렬로 사운드 버튼이 있으며 그 옆에는 스피커가 

있는 형식으로 겉면에 책표지와 버튼, 스피커가 있다. 사운드북

의 소리 종류는 동물의 울음소리, 동요, 이야기로 0세 이상 혹은 

3세 이상의 연령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권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출판사의 책은 13권으로 A 출판사 2권, C 출판사 8권, D 출판사 

3권이었다. 국외 출판사의 책은 총 두 권으로 출판사는 동일한 

곳이었다. 누를 수 있는 버튼의 수는 총 168개로 사운드북에 따라 

6개에서 44개로 다양하게 버튼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버튼 1개

를 눌렀을 때 제시되는 소리의 시간은 평균 2.43초에서 53.17초

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Table 1).

모든 책은 AA 혹은 AAA 건전지를 1개에서 3개까지 이용하

여 소리를 낼 수 있었고, 사운드북의 소리 강도를 측정하기에 앞

서 모든 책의 건전지를 새것으로 교체 후 시작하였다. 사운드북

의 소리 측정은 주변 소음이 소리 강도 29.00 ± 6.52 dBA로 

354 × 220 × 250 cm3 크기의 조용한 방에서 시행하였다. 소

음측정기(sound level meter)는 Brüel & Kjær사(Nærum, 

Denmark)의 Hand-held Analyzer Type 2250로 free-field 

microphone type 4189 마이크(Brüel & Kjær Cop.)를 사용

하였다. 강도 측정은 느린 반응시간(slow response time)과 A-

가중치로 측정하였고, 한 개의 버튼의 소리가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연속음의 강도를 측정하여 고정된 기간 및 장소에서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소리로 동일한 A-가중 소리 에너지를 갖는 안

정된 음압 레벨인 등가음압 레벨(LAeq)로 나타내었다. 사운드

북의 소리나는 스피커의 위치와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를 동일한 

높이로 지면에서 1 m 높이에 두고 아동의 팔 길이의 기준인 25 

cm와 귀 수준 2.5 cm의 거리에서 각각 측정하였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 Yaremchuk et al., 

1997). 한 개 버튼의 소리 강도는 세 번씩 측정하였으며 책의 버

Table 1. Features of 15 sound books used in the present study

No. Book title Age range Publisher Number of buttons Duration (seconds)

1 English play sound book +3 A 44 5.86 ± 4.67

2 Around the farm +3 B 30 2.43 ± 0.94

3 Merry Christmas +3 B 12 4.00 ± 1.54

4 Tiger and dried persimmon +0 C 6 42.33 ± 4.46

5 Heungbu and Nolbu +0 D 7 42.43 ± 10.18

6 Sun and moon +0 C 6 44.33 ± 17.83

7 Patjug grandma and Tiger +0 D 7 45.00 ± 10.86

8 Kongjwi and Patjwi +0 C 6 44.83 ± 13.17

9 Aesop's allegory +0 C 6 53.17 ± 8.52

10 The three little pigs +0 D 6 46.33 ± 9.87

11 Cinderella +0 C 6 37.83 ± 8.33

12 Lalala multiplication tables’s bus +0 C 8 22.00 ± 0.76

13 A sounding picture book +0 A 8 6.50 ± 3.02

14 Ugly Duckling +0 C 6 38.83 ± 8.73

15 Birds, puppies and animal friends +0 C 10 4.10 ± 1.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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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을 누르고 소리가 나는 동안의 평균 소리 크기를 측정하였다. 

RESULTS

아동의 귀 수준 2.5 cm 거리에서 측정한 모든 버튼의 평균 소

리 강도는 80 LAeq를 넘었고, 그중 소리 강도가 가장 큰 책은 

93.21 ± 1.06 LAeq로 ‘랄랄라 구구단버스’였다. 그 뒤를 ‘미

운 아기 오리’, ‘신데렐라’, ‘아기돼지 삼형제’, ‘흥부와 놀부’가 각

각 90.58 ± 1.30 LAeq, 90.42 ± 1.30 LAeq, 90.23 ± 0.56 

LAeq, 90.09 ± 1.38 LAeq로 90 LAeq를 넘었다. 그 다음으로 

‘콩쥐팥쥐’의 평균 소리 강도가 89.26 ± 0.72 LAeq, ‘소리 나는 

그림책’은 88.28 ± 3.26 LAeq였고, ‘이솝우화’는 86.99 ± 1.13 

LAeq, ‘호랑이와 곶감’은 86.68 ± 1.42 LAeq로 나타났다. ‘팥

죽할머니와 호랑이’가 85.71 ± 0.79 LAeq, ‘해님달님’가 85.44 

± 1.55 LAeq, ‘메리크리스마스’가 85.04 ± 2.86 LAeq로 유사

하게 나왔고, ‘around the farm’과 ‘영어놀이 사운드북’이 각각 

84.15 ± 4.57 LAeq, 84.14 ± 4.71 LAeq의 평균 소리 강도를 

보였다. 가장 작은 평균 소리 강도는 ‘멍멍, 강아지와 친구들’이 

80.09 ± 4.20 LAeq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소리 나는 동화책의 

버튼 중 가장 크게 기록된 LAFmax는 ‘흥부와 놀부’였고, 가장 

작게 기록된 LAFmin는 ‘멍멍, 강아지와 친구들’이었다(Figure 1).

아동의 팔 길이 수준 25 cm 거리에서 측정한 모든 버튼의 평

균 소리 강도 대부분 70 LAeq를 넘었고, 그중 소리 강도가 가장 

큰 책은 ‘미운 아기 오리’로 77.51 ± 0.71 LAeq였다. 75.82 ± 

1.31 LAeq의 ‘신데렐라’, 75.63 ± 0.39 LAeq의 '아기돼지 삼형

제', 75.34 ± 0.82 LAeq의 ‘콩쥐팥쥐’, 75.05 ± 1.57 LAeq의 

‘흥부와 놀부’가 75 LAeq를 넘었다. 그 다음으로 ‘랄랄라 구구

단 버스’가 74.68 ± 0.94 LAeq로 나타났고, ‘메리크리스마스’, 

‘소리 나는 그림책’, ‘이솝우화, ‘호랑이와 곶감’, ‘영어놀이 사운

드북’, ‘팥죽할머니와 호랑이’, ‘해님달님’의 순으로 각각 73.70 ± 

2.21 LAeq, 73.68 ± 3.70 LAeq, 72.34 ± 1.04 LAeq, 72.32 

± 1.50 LAeq, 72.25 ± 6.00 LAeq, 70.84 ± 0.55 LAeq, 

70.12 ± 1.36 LAeq의 평균 소리 강도를 보였다. 68.18 ± 3.26 

LAeq로 ‘멍멍, 강아지와 친구들’과 65.43 ± 4.34 LAeq로 

‘around the farm’이 평균 소리 강도 70 LAeq 미만이었다. 또

한 모든 소리 나는 동화책의 버튼 중 가장 크게 기록된 LAFmax

는 ‘흥부와 놀부’였고, 가장 작게 기록된 LAFmin는 ‘멍멍, 강아

지와 친구들’이었다(Figure 2). 

아동의 귀 수준 2.5 cm 거리에서 측정한 사운드북의 각 버

튼 소리 강도 중 가장 크게 측정된 소리 강도와 가장 작게 측정

된 소리 강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5 cm 거리에서 측정

한 모든 사운드북 버튼의 최대 소리 강도는 83.87 ± 1.65 LAeq

Figure 1. Comparison of intensity measured at 2.5 cm apart for 15 soun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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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95.10 ± 0.85 LAeq로 최대 소리 강도를 보인 버튼이 있는 

사운드북은 ‘랄랄라 구구단 버스’였고, 버튼의 최대 소리 강도가 

90 LAeq가 넘는 사운드북은 15개 중 9개였다. 또한 ‘멍멍, 강아

지와 친구들’ 사운드북을 제외하고 최대 소리 강도를 보인 버튼

은 85 LAeq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최소 소리 강도의 버튼을 가

진 사운드북은 ‘영어놀이 사운드북’으로 67.60 ± 21.13 LAeq 

였고, 버튼의 최소 소리 강도는 67.60 ± 21.13 LAeq부터 91.97 

± 0.64 LAeq로 나타났다. ‘랄랄라 구구단 버스’는 최소로 기록

된 소리 강도 버튼이 90 LAeq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아동의 팔 길이 수준 25 cm 거리에서 측정한 사운드북의 

각 버튼의 소리 강도 중 가장 크게 측정된 버튼은 ‘해님달님’ 

중 71.50 ± 0.26 LAeq의 버튼, ‘소리 나는 그림책’ 중 79.97 

± 0.81 LAeq의 버튼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게 측정된 버튼

은 52.20 ± 17.16 LAeq로 ‘영어놀이 사운드북’이었고, 팔 길이 

수준에서 측정한 사운드북 각 버튼의 최대, 최소 소리 크기는 

Table 3과 같다.

우리나라(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

의 기준은 완구의 귀에 가까이 대는 거리인 2.5 cm에서 측정한 

평균 소리 강도는 65 LAeq 미만, 25 cm의 거리에서 측정한 최

대 소리 강도는 85 LAMax 미만으로 되어 있다. 연구 결과, 2.5 

cm 거리에서 측정한 소리나는 동화책의 소리 크기는 전체 책

의 모든 버튼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25 cm 거리에서 측정한 최

대 소리 강도와 85 LAMax를 비교하였을 때 총 168개의 버튼 

Table 2. LAeq measures of sound book’s buttons at 2.5 cm

No. Book title Maximum Minimum

1 English play sound book 89.50 ± 2.00 67.60 ± 21.13

2 Around the farm 92.30 ± 1.39 75.17 ± 1.53

3 Merry Christmas 87.57 ± 1.29 79.60 ± 6.63

4 Tiger and dried persimmon 88.50 ± 0.30 84.17 ± 0.42

5 Heungbu and Nolbu 92.70 ± 0.52 88.53 ± 0.29

6 Sun and moon 86.90 ± 0.53 83.00 ± 1.13

7 Patjug grandma and Tiger 86.17 ± 0.15 84.90 ± 0.44

8 Kongjwi and Patjwi 90.60 ± 0.10 88.40 ± 0.20

9 Aesop’s allegory 90.53 ± 0.65 85.57 ± 0.47

10 The three little pigs 90.73 ± 0.91 89.77 ± 0.06

11 Cinderella 91.93 ± 0.32 89.30 ± 0.76

12 Lalala multiplication tables’s bus 95.10 ± 0.85 91.97 ± 0.64

13 A sounding picture book 93.63 ± 0.90 83.47 ± 0.84

14 Ugly Duckling 91.83 ± 2.27 90.03 ± 1.63

15 Birds, puppies and animal friends 83.87 ± 1.65 74.63 ± 3.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LAeq: A-weighted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Figure 2. Comparison of intensity measured at 25 cm apart for 15 soun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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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5개(14.88%)가 최대 소리 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록되었

다. ISO(2012)의 2.5 cm에서 소리 크기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

일하나 25 cm의 소리 크기 기준은 평균 소리 강도가 85 LAeq 

미만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25 cm 거리

에서 측정한 평균 소리 강도는 전체 책의 모든 버튼이 기준인 85 

LAeq 미만으로 나타났다(Table 4). 

DISCUSSIONS 

학습완구로 분류할 수 있는 소리나는 동화책의 소음노출 기준

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소음노출 측정은 아동이 소음

원을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할 경우인 소음원과의 거리 2.5 cm

와 완구를 가지고 놀 때 아동의 팔길이를 고려한 소음원과의 거

리 25 cm에서 하였다.

장난감의 소리로 유발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일찍이 

외국에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

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가지고 노는 소음이 나는 동화

책이나 장난감의 안전한 소음노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리의 강도와 크기(intensity or 

loudness of noise), 주파수(spectrum or frequency of noise), 

매일 노출되는 시간(period of exposure each day), 총 노출시

간(total duration), 개인적 감수성(individual susceptibility)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다(Kim, 2016).

소리의 강도가 크거나 노출시간이 길수록 소음성 난청 유발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소리 나는 동화책으로 소음

노출 정도와 위험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측정한 소리나

는 동화책의 버튼 중 가장 길게 소리를 내는 책은 ‘팥죽할머니

와 호랑이’로 45.00 ± 10.86초의 평균 지속시간을 보였다. 해

당 책의 전체 버튼 수는 7개로 전체 버튼을 쉬지 않고 차례로 눌

Table 3. LAeq measures of sound book’s buttons at 25 cm

No. Book title Maximum Minimum

1 English play sound book 77.60 ± 0.52 52.50 ± 17.16

2 Around the farm 73.63 ± 2.02 55.93 ± 1.70

3 Merry Christmas 76.03 ± 2.05 71.60 ± 1.30

4 Tiger and dried persimmon 74.30 ± 0.35 69.83 ± 0.12

5 Heungbu and Nolbu 77.43 ± 0.99 72.73 ± 0.72

6 Sun and moon 71.50 ± 0.26 67.77 ± 0.58

7 Patjug grandma and Tiger 71.60 ± 0.26 70.17 ± 0.23

8 Kongjwi and Patjwi 76.53 ± 0.15 74.50 ± 0.36

9 Aesop’s allegory 76.30 ± 0.00 71.30 ± 0.62

10 The three little pigs 75.90 ± 0.17 75.07 ± 0.26

11 Cinderella 77.67 ± 0.06 74.38 ± 0.12

12 Lalala multiplication tables’s bus 75.80 ± 0.87 73.43 ± 0.40

13 A sounding picture book 79.97 ± 0.81 67.33 ± 0.25

14 Ugly Duckling 78.20 ± 0.36 76.50 ± 0.30

15 Birds, puppies and animal friends 72.20 ± 0.53 63.20 ± 0.2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LAeq: A-weighted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Table 4. Number of sound book’s buttons over Korea standards

No. Book title > 65 LAeq @ 2.5 cm > 85 LFMax @ 25 cm Number of buttons

1 English play sound book 44 2 44

2 Around the farm 30 0 30

3 Merry Christmas 12 0 12

4 Tiger and dried persimmon 6 1 6

5 Heungbu and Nolbu 7 6 7

6 Sun and moon 6 0 6

7 Patjug grandma and Tiger 7 1 7

8 Kongjwi and Patjwi 6 3 6

9 Aesop's allegory 6 1 6

10 The three little pigs 6 1 6

11 Cinderella 6 4 6

12 Lalala multiplication tables’s bus 8 1 8

13 A sounding picture book 8 0 8

14 Ugly Duckling 6 5 6

15 Birds, puppies and animal friends 10 0 10

Sum of the number of buttons 168 25 168

LAeq: A-weighted equivalent sound pressu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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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을 때 최대 약 397초(6분 37초) 동안 소리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이의 기관은 매우 민감하여 소리

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손상을 입는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시

간은 0.000025초로 매우 짧을 수 있다(Axelsson et al., 1991).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2.5 cm 거리에서 측정한 그림책의 소리 

강도는 모든 책의 버튼 소리 강도가 기준인 65 LAeq를 초과하

여 매우 고강도의 소리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 cm 거리

에서 측정된 소리 강도에 대하여 우리나라(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 기준은 최대 소리 강도가 85 

LAeq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의 기준(ISO, 2012)은 평균 소리 강

도가 85 LAeq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최대 소리 

크기이나 ISO(2012)는 평균 소리 크기로 제시하여 외국의 기준

이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으로 

168개의 전체 책 버튼 중 25개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소

리 강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소리나는 동화책 역시 소음성 난청

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리나는 동화책의 평균 

소리 강도가 귀와 가까운 거리에서는 매우 크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리나는 동화책과 아동과의 사

이를 멀리하거나 노출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외이도는 성인에 비해 매우 짧으며 3세가 되어서야 성

인과 유사하게 된다. 또한 아동의 청각시스템은 10~12세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성숙(maturation)하지 않는다. 6세 이전 아동

의 소음노출은 성숙한 성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소

음강도와 노출시간이라 할지라도 급성 달팽이관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다. 청각시스템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모든 정보를 수행

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

다(McLaren et al., 2014). Hellstrom et al.(1992)에 의하면 

영유아 장난감의 최대 강도를 보이는 주파수 영역은 6~8 kHz

였다. 이는 영유아 외이도 공명주파수인 5.3~7.2 kHz와 유사

하여 공명주파수에서는 수신된 소리 자극을 10~20 dB까지 향

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난감 소음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은 예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성인의 귀에서 나타나는 공명주

파수와 유사한 영역의 공명주파수를 갖기 위해서는 생후 20개

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리나는 동화책의 소리를 측정할 때 최

대 소리 강도를 보이는 주파수 영역을 조사하지 않아 공명주파

수와 소리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2.5 cm 거리에서 측정한 

소리 강도 중 최대 103.43 LAFMax를 보였고, 15권 모두 최대 

85 LAFMax가 넘는 소리 강도를 보였다. 소리나는 동화책을 사

용 가능한 연령대의 영유아 혹은 아동의 공명주파수 및 소리 강 

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WHO(2019)는 소리를 들 

을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듣기 위한 소음노출 기준

을 성인과 아동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성인은 80 

dBA에서 일주일에 40시간 노출 기준이지만 소음에 민감할 수 

있는 아동은 75 dBA에서 일주일에 40시간 노출을 허용한다. 동

일한 소음에 노출된다면 아동에게 영향을 더욱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소리나는 동화책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연령은 소음에 민감한 0세 이상이거나 3세 이상으로 제시

되어 있어 난청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소음노출 기준은 연속

적인 음에 대하여 소음강도 90 dBA의 8시간 노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기준으로 하여 5 dBA 증가할 때 노출시간을 1/2

로 감소해야 하는 소위 5 dBA 교환율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

한 소음노출 기준이 115 dB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음노출 기

준은 A-가중 소리 에너지를 갖는 등가음압 레벨인 85 LAeq의 

8시간 노출로 3 dBA의 교환율 법칙을 적용한다(McLaren et 

al., 2014). 이러한 소음노출 기준과 교환율은 장난감의 기준이 

아닌 작업장에서의 소음노출 기준이기는 하나 소음노출 기준의 

값과 교환율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 비해 외국은 소음이 인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ASTM International(2003)에서 제시하는 장난감 소음 기준은 

귀와 장난감 사이의 거리를 25 cm 기준으로 매일 1.5 시간 이내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만약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귀와 장난감 사이의 거리를 25 cm 

이내로 할 경우 소음노출로 인한 위험 가능성을 제시하여, 장난

감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장난감과 귀 사이의 거리를 수시로 

체크하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난감 소

리의 종류에 따라 소리 측정 방법을 달리하고 소리의 특성에 맞

는 소음 크기, 연령 제한 등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리나는 동화책은 학습완구로 분류되기는 하나 소리 크기에 대

해 제시된 기준이 없다. 본 연구 조사에 사용된 15권의 동화책은 

네 가지 출판사의 책으로 소리 강도를 측정하였다. 특정 출판사

의 소리가 크거나 작지 않아 출판사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한 

동화책 내에서도 버튼마다 소리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

리 크기를 조절하는 볼륨 스위치가 없었고, 동화책의 효과음이 

제시될 때에는 순간적으로 소리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

음노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리나는 동화책의 소음의 크

기, 소음 크기를 제시하는 방법, 소음원과의 거리, 소음원에 노

출되는 시간, 영유아 혹은 아동의 공명주파수를 고려한 소음노

출 기준이 필요하다.

장난감의 소음으로 인한 아동의 소음성 난청 발생은 매우 높

은 비율로 회복되고 난청 정도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빈

도가 정학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난청 현상 자체는 빈번하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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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다고 할 수 있다(Segal et al., 2003). 아동의 소음성 난청 

대부분은 성인의 경우처럼 4~6 kHz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소

음성 난청의 청력도 형태를 보인다(Smoorenburg, 1993). 아동

의 소음성 난청의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McLaren et al., 

2014). 소리나는 장난감의 스피커 입구를 테이프나 접착제(glue)

로 얇게 한 겹으로 막기만 하여도 소리 강도가 현저하게 작아진

다(Ghavami et al., 2015; Weinreich et al., 2013). 소리 크기

를 조절하고 싶을 때 테이프나 접착제의 사용이 소리 크기를 줄

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동은 지속적으로 강한 소리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교육을 

한다면 큰 소리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영유아나 아동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내는 소리의 크

기를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 생각

한다. 실제로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서나 제품

의 포장지에 소리 크기가 적혀있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소리나는 동화책 15권 어느 책에도 소리

의 크기나 가까이에서 소리를 듣거나 장시간 소리를 들을 경우,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았다. 소리나는 동

화책은 특히 영유아의 경우 부모님이 버튼을 눌러 영유아가 소

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나는 동화책의 정확한 소리 강도를 알고 

사용시간을 조절하며 적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보인다. 소리나는 동

화책의 소리 강도를 책 겉면에 적고, 가까이에서 듣거나 오랜 시

간 들을 경우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규정화하여 부모님께 알린다면 소리로 

인하여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출판사의 소리나는 동화책을 종류별

로 소리 크기를 제시하고 누구나 손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WHO(2019)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성인과 아동의 소음노출 기준을 다르게 제시하는 

것도 아동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리나는 동화책의 소리 강도는 청능재활

을 진행할 때 소리 크기를 참고하거나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소리

를 제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 : 장난감, 소리나는 책, 아동, 소음,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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