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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연구보고서 3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의 공정별
소음환경실태분석 : 2010-2014년

대구산업보건센터 환경위생팀 선임대리

김 성 진

  서론

	 소음은	인간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음,	즉	신경을	거슬리는	음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

한	소리로	정의된다.	근래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기계	산업의	발달에	따라	소음이	증가하고	있다.	인

구	증가	및	산업	발달에	따라	도시	생활환경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산업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에서	발

생한	소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작업장에서는	각종	기계,	기구가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되어	많은	근

로자가	원치	않는	각종	기계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소음에	폭로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서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	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

므로	소음관리	및	청력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백남원,	1995).

	 한편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업장의	소음	환경	조사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조사시기가	오래되어	최근

의	사업장	소음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본	조사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제조

업체로서	선철주물주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타	지

역의	사업장에	비해	높은	소음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지만	현재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의	소음환경

에	관한	최근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체	중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의	소음	

공정을	파악하고	소음공정에	대한	음압	수준	결과를	통해	작업장	내	소음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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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1. 측정대상

	 측정대상지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인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경북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이다.	또한	대구서부지청	관할지역인	대구	북구,	서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

군,군위군이다.	이	지역에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센터	및	경북센터	지정	사업장

을	선택하였다.	대상은	대구지역	978개,	경북지역	1,034개	사업장이다.	측정을	진행하는	사업장	중	85	

dB(A)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업종을	선별하였는데,	최종	5개의	업종을	선정하였다.

2. 측정기간 및 시간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6시	사이에	소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다.

3. 측정장비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는	제조사	CASELLA	CEL의	CEL-350과	3M사의	EDGE	두	가지	종류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결과

1. 업종별 사업장 및 측정시료 수

	 대구・경북지역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중	소음수준이	85	dB(A)이상인	공정에	대해서만	분류하였

다.	사업장	수는	섬유제품	제조업은	330개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301개),	고무제품	및	플라

스틱제품제조업(93개),	선철주물주조업(87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60개)순이었다.	시료	수는	자동차

부품제품제조업이	2,128개로	가장	많았고,	섬유제품제조업(1,073개),	선철주물주조업(997개),	선박구성부

분품제조업(336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45개)순이었다.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의 공정별 소음환경실태분석 : 201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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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평균소음 수준

	 <표2>와	같이	선철주물주조업은	전체	평균	소음수준은	89.1±5.3	dB(A)이며	섬유제품제조업은	평균	

소음수준은	96.2±5.3	dB(A)이다.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전체	평균	소음수준은	88.3±5.4	dB(A)이며	선

박구성부분품제조업	전체	평균	소음수준은	84.8±7.2	dB(A)이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은	

평균	소음수준은	83.4±6.3	dB(A)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제조업에서	96.2±5.3	dB(A)로	가장	높은	소

음수준을	보였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에서	83.4±6.3	dB(A)로	가장	낮은	소음수준을	보였

다.	소음	평균이	노출기준(1일	8시간	작업	시	90	dB(A))을	초과하는	공정은	섬유제품제조업이었다.

업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초과율

선철주물주조업 157/67 196/50 238/94 265/104 141/59 997/380 38.1%

섬유제품제조업 179/177 239/204 274/242 265/240 116/100 1073/949 88.4%

자동차부품제조업 335/161 461/198 519/206 543/234 270/120 2128/919 43.1%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37/6 48/9 92/12 109/22 50/9 336/58 17.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7/3 42/2 50/3 80/7 46/1 245/18 7.3%

<표1> 업종별 전체 시료 수/소음 노출기준 90 dB(A)초과 시료 수
(단위 : N)

업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선철주물주조업
89.5±4.5
(96.5~75.5)

88.4±4.5
(99.7~72.3)

89.7±5.3
(100.0~73.2)

89.5±5.8
(106.5~66.7)

88.3±6.0
(100.3~73.4)

89.1±5.3
(106.5~66.7)

섬유제품제조업
97.5±4.6

(108.0~80.8)

96.7±5.2
(108.0~78.2)

97.6±5.0
(106.2~86.2)

95.7±5.4
(109.2~81.6)

93.4±6.0
(106.9~64.0)

96.2±5.3
(109.2~64.0)

자동차부품제조업
88.8±4.9
(102.1~75.3)

88.5±5.4
(101.7~73.3)

88.1±5.5
(105.2~75.0)

87.9±5.7
(102.9~66.8)

88.1±5.3
(103.5~68.1)

88.3±5.4
(105.2~66.8)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86.2±4.0
(94.5~75.0)

85.7±7.2
(97.7~60.2)

83.9±6.6
(94.5~66.7)

83.4±8.6
(97.4~60.6)

84.7±6.4
(96.4~68.8)

84.8±7.2
(97.7~60.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85.1±3.9
(93.3~79.2)

83.3±3.9
(90.4~77.4)

83.9±4.2
(94.7~75.0)

82.3±7.5
(94.1~62.2)

82.8±7.5
(94.7~66.3)

83.4±6.3
(94.7~62.2)

<표2> 5년간 업종별 평균소음수준
(단위 :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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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은	1986년도	대구시	및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군,	영천군,	칠곡군,	청도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

군,	군위군)중	7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	결과와	비교하였다(성수원,	1998).	섬유제품제조업	

중	제직공정의	경우	성수원의	100.1	dB(A)보다	4.5	dB(A)	낮게	나왔으며	연사는	8.7	dB(A)	높게	나타났

으며	와인더는	1.9	dB(A)	낮게	나타났다.	선철주물주조업에서는	조형,	탈사,	사상공정

에서	평균소음수준이	크게	변화가	없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는	사출공정에서	0.9	dB(A)	낮게	나왔

으며	프레스공정은	1	dB(A)	높게	나왔으며	용접공정은	0.8	dB(A)	낮게	나왔다.

  요약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중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이	어

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음수준과	과거	1986년	소

음수준을	비교하여	현재	소음관리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업종별	평균소음수준은	섬유제품제조업이	96.2	dB(A)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선철주물주조업

은	89.1	dB(A),	자동차부품제조업	88.3	dB(A)으로	노출시간	8시간	기준	90	dB(A)에	가까운	고소음	업

종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평균소음수준에	비해	2014년	상반기	평균소음수준은	섬유제품제조업

업종 공정 1986 2010-2014

섬유제품제조업

제직 100.1(86-106.5) 96.6(81.6-106.9)

연사 91.8(75-99.5) 100.5(84.4-109.2)

와인더 88.6(79-99.5) 86.7

선철주물주조업

조형 86.5(84-91.5) 86.4(72.3-104.6)

탈사 91.0(85-99.2) 91.3(79.2-99.2)

사상 93.0(87-100) 92.6(76.6-106.5)

자동차부품제조업

사출 82.4(78.5-86.6) 83.5(62.2-94.7)

프레스 91.8(79-101.5) 92.8(71.3-105.2)

용접 88.9(81.5-95) 87.7(73.3-99.1)

<표3>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1988년 성수원과 소음수준 비교
(단위 : dB(A))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의 공정별 소음환경실태분석 : 201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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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2	dB(A),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은	1.5	dB(A),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2.3	dB(A)의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

	 2.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의	과거자료를	비교한	결과	선철주물주조업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의	평균소

음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소음환경에	대해서는	공학적으로	특별한	개선대안이	없는	실정이며	있더라도	개선에	대한	막대

한	비용투자가	있어야하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에서	가장	개선이	취약한	부분으로	파악되

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체의	사업주	및	보건관리자,	산업위

생	전문가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에	대한	적합한	공학적・관리적・개인	위생적	

대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주를	포함한	보건관리자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소음성	난청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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