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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noise at workplace results in 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 It was determined by World Healthe Organization 
(WHO) that the NIHL be the most fifteenth most serious problem found in adults and could derive individual social isolation and 
national economic burden. Domestic workplace noise also have been increased showing the highest exceeding rate out of several 
harmful factors during 1995-2000. NIHL, tinnitus and various other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quip various adminstration 
programs for preserving worker’s health from high level noise at work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tentative 
plan of domestic noise labeling and noise control application model. After searching the advanced country’s noise labeling system, 
actual condition of noise existence at workplace, and noise control system for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he noise generating 
instruments, the following two methods were proposed. One was a tentative plan of domestic noise labeling indicating noise quantifi-
cation of frequency weighting, the rate of noise generation including the range of noise level, and diagrammed spectrum of the noise. 
The other was noise control application model that can measure the noise at the real working plac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oise, and developing the noise managing program with finding and controling noise causing instruments, effective noise measuring 
steps, and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We can expect better working place with the successful noise labeling and controling system. 
 
KEY WORDS：Noise labeling·Noise control·High noise level·Hearing conservation program. 

 
 

INTRODUCTION 
 

최근까지 경제발전과 산업화·기계화로 고소음을 발생하

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성인에서 유발되는 소음성 청력손실은 개인의 사회

적 고립에서 많은 국가적 경제부담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

칠 수 있는‘15번째로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라고 말하고 

있다.14) 국내에서는 작업환경 중 소음은 1995~2000년의 

조사에서 소음의 노출기준 초과율이 1995년의 39.7%에서 

2000년의 26.5%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유해인자 중 가장 

높은 초과율로 나타났다.1) 따라서 고소음 사업장에서 고소

음 기계로 인한 소음피해는 행정적, 기술적 저감대책이 필

요한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추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1995년에

는 약 1억 2천만 명에서 2004년 2억 5천만 명 정도로 증

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14) 미국의 경우 약 9백만 명 

정도가 85 dB 이상 소음에 노출되고 있고 1천만 명이상이 

25 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15) 또한 유럽조사에서는 근로자의 25%가 근로시간

의 1/4이상 직업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9) 국내에서도 한국산업안전공

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4)에서 건강진단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의 수도 1999년 1,056건, 

2000년 1,368건, 2001년 1,330건, 2002년 2,000건으로 

4년간 2.4배 증가7)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소음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하고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음원과 소음강도 그에 따

른 소음 인증제, 직종별 소음노출 비율에 대한 조사,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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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수준에 따른 종사자의 분포도 등 다각적인 조사가 이

루어지고 있으나12)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소음 사

업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기초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아

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소음 사업장의 저감대책으

로 체계적인 고소음 발생사업장의 기계별 소음 분포의 실

태를 파악하고 기계나 설비에 따른 소음발생차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고소음 발생기계 및 설비에 대한 소음표시제도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4-6) 이러한 사업장의 고소음 발

생기계 및 설비의 소음표시제는 소음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정온한 환경을 원하는 국민

들의 욕구와 업체들의 저소음 사업장의 유지와 저소음 제

품 생산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소음관리방안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아 소음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소음 발생기계 중 사람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계(특정 고소음 발생기계)에 대

하여는 단지 소음도 표지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동기계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소음 사업장에서 소음 발생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국내 소음표시제 시안을 마련하고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소음 사업장

의 소음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선진국에서 자국 국민의 건강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대해 소음 인증제를 

채택하고 외국에서 제작된 기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처음 소음표시 권고

제를 실시하고 이어 표시 의무제, 인증제로 강화되어 왔으

며, 제도시행이전부터 이미 저소음기계를 개발하여 왔다. 이

러한 선진국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선진국

의 고소음 사업장에 대한 소음특성 및 관리현황,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여러 사업장에서 측정된 

기기별 소음특성과 소음피복 정도에 관한 자료를 얻어야 

한다. 이를 선진국의 여러 경우들과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소음표시제도나 소음관리대책과 같은 관련 규정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그러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소음

원과 환경에 대한 변수와 소음 피복정도에 관한 소음관리

제도 개선방안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선진국의 고소음 발생기계에 대한 정책조사 

소음표시제도, 고소음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규제 등 저

소음 설비에 대한 원천적 정책관리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미국(OSHA, NIOSH), 

영국(OPSI), 핀란드와 스웨덴 등 유럽계, 일본(JISHA, MH-
LW)의 고소음 사업장 관리대책에 관한 문헌검토와 한국

(KOSHA)의 고소음 사업장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우

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다. 

 

국내 고소음 발생 사업장의 발생기계별 발생소음 분포

실태 

국내의 고소음 유발 기계나 설비의 사용실태와 기계나 설

비에 따른 소음발생의 차이에 대한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한다. 각 사업장 분류별 기계설비에 대한 소음발생정도를 

조사하여 소음표시 제도의 기초안을 확립하고 국내형 소음

표지의 시안을 제시하여 유럽의 소음인증제에 사용되는 CE 

마크의 음향파워레벨의 표기내용에 준하는 소음표시제를 

마련한다(Fig. 1). 

 

고소음 발생기계 및 설비에 대한 소음표시제도등 소음

관리제도 개선방안 

고소음 사업장에서의 소음관리제도를 체계화하는 방법

을 검토하기위해서 고소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1) 저소음 기계제작을 위한 공학적 재료 및 측정 자료의 표

준화 방안 

2) 기계설치 및 작업장소 환경개선방법 

3) 근로자 작업장의 소음원에 대한 방음대책 

소음조절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공학적 소음 조절 연구

가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소음을 발생시키

Fig. 1. 여러나라의 소음표시제에 사용되는 마
크. A：한국 환경부. B：홍콩. C：유럽의 CE 
인증마크.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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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 기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소음 기계기구에 대한 

명세서가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소음을 조절하고 상태

를 유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교육과정

에는 공학적 조절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공장 계획과 관

련된 소음 조절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소음의 공학적 대책이란 소음원에서 소음을 줄이는 것이

며, 소음노출을 줄이는 행정적 대책이나 개인보호구보다도 

좋은 방법으로 소음수준을 85 dBA 이하로 낮추면 청력검

사, 보호구 등이 필요 없게 되고 대화 가능성이 향상되며 

불쾌감도 감소한다.8) 공학적 대책 수립 전에는 소음에 대

한 기본적 지식과 응용력이 요구되며, 공장 운영팀의 협력 

및 참여 속에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적의 대책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RESULTS 
 

국내용 소음표시제 시안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소음표시제의 시안은 발생 소음량

에 따라 초저소음기계, 저소음 기계 등의 등급으로 분류하

여 소음표지에 나타내어 기계설비의 소음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2). 또한 소음량은 주파수 가중치를 

반영한 dB(A)단위를 사용하여 소음측정 범위(range)형태

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소음 발생기계의 주파수 스펙트럼

의 특성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Fig. 3). 발생소음의 등급, 

등급에 따른 소음수준범위, 소음의 스펙트럼 특성을 도식화

하고 등급에 맞는 색깔을 표기하는 기준은 청력보존프로그

램의 수립·시행지침[KOSHA CODE：H-40-2005]을 

인용하여 적용하였다. 

 

소음관리제도 모델 제시 

고소음 작업환경에 대한 최적의 대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소음 작업장의 소음을 현장측정하여 소음특성을 분석하

고 여러 소음원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를 보면서 대체, 차

단, 흡수를 통한 소음감소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일차 과

제이다. 또한 소음 자극 변수와 소음피복정도 관계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음관

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고소음사업장의 

근로 작업환경개선 혹은 최적의 소음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소음관리 응용프로그램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

러 소음원의 영향, 소음감소대책의 효과, 소음지수별 대책 

평가 등 근로자 작업장 환경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요소, 특

수건강진단과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요소 등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Fig. 4).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소음폭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음에 장기간 

노출 되었을 때 직업성 청력손실을 일으킨다는 연구는 국

제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파악되어 왔으며, 소음이 미치

는 비청력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최근 활발히 알려지고 있

다. 예를 들면 소음에 의한 비청력적 영향이란 소음에 노

출시 청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심혈관계 등의 생리적 

Fig. 2. 소음의 공학적 대책. 

Fig. 4. 고소음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음관리방안 모델. 

Fig. 3. 국내용 소음표시제의 시안. 

소음의 Spectrum 특성을 
도식화 하여 등급에 맞는 
색깔로 표기. 

Frequency 별로 A-weighted  
단위로 표기. 등급에 따른 소음수준 

범위로 표기 

소음발생 수준에  
따라 등급제 표기 



 
 
 
 
 
 

 

SM Koo, et al：Noise Control SystemG 27

영향, 수행행동능력 장애, 수면 장애, 대화 방해 등으로 건

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까지도 미치게 된다.8,13) 이러

한 사업장의 유해한 소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국내에서

도 그로인한 소음성 난청은 특수건강진단에 의해 발견되는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D1)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피해 뿐만 아

니라, 직업병 관련 법정소송이나 피해 보상등 사회 경제적

인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과 관련된 근로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정밀한 분석과 효율적 방

안 제시는 시급한 과제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대해 소음 인증제를 채택하고 저소음 기계 개발 및 

설치을 위해 상당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발전 단계가 없고 기계설비 제조

업체에서는 소음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

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의 고소음 발생기계관리에 대

한 정책을 요약하면, 유럽연합(EU)에서는 79년부터 공기

압축기, 타워 크레인, 발전기 등의 기계설비에 소음표시제

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소음의 한도를 제한하는 인증제까

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한 유럽 공동체의 규정 외

에도 각 국가별로 별도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에서 제작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규제

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공기압축기, 로우더, 백호우, 

불도우저 등의 기계류에 소음한도를 지정하여 연방정부의 

발주공사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EU측정 방법을 채택하

고 건설소음의 저감방안으로 저소음 건설 기계 표시제도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채택하여 운영하면서 행정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3) 국내에서도 고소음 기계의 소음도 측정방법은 

소음표시 권고대상기계의 소음측정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소음도 표시 권고제도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

으며, 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이 소음표시 대상이고 1996년

에 공포된‘고소음 기계 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

고에 관한 규정’은 소음진동 규제법 제 49조 2항(소음도 

표지의 부착권고)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높은 소음

을 발생하는 기계 중 일정 기준이하의 소음 정도가 낮은 

저소음 제품에 대하여 소음도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저소음 기계의 사용을 권고하여 사업장의 소

음을 저감하고 저소음 기계의 소비 및 기술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나 소음표시 권고제가 적용되는 품목

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생산실적도 저조하여 제도의 실

효성이 미흡하다. 

국내 고소음 사업장의 소음노출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량적 자료 분석에 근거한 소음표시제의 의무

화와 인증제 시행, 소음관리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음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예방 뿐만이 아니라, 법적 규제나 통제, 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료제공, 고소음 사업장에 대한 환경개

선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고소음 발생기계 및 설비에 

대한 발생소음 분포실태 조사 및 소음표시제도는 세계시장

의 시장점유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소음기준치를 설정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여 저소음 기계나 설비에 대한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저가

의 기계를 도입할 경우 소음표시의무제로 사업장의 저소음

기계설비의 설치실태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고소음 개선방

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선진국형 근로여

건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단어：소음·소음방지프로그램·소음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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