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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 2의 중흥기를 맞은 프로야구는 국제 회에서의 

선전을 기반으로 진정한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야구는 한민국의 표적인 국민 스포츠로서, 월요

일을 제외한 주 6일을 6개월 동안 경기를 하기 때문

에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 가운데 도심 한가운

데 자리한 광주 M경기장의 소음문제가 경기장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야구장 소음은 타 스포츠에 비하여 높

은 편에 속한다. 실내에서 경기를 하는 농구와 배구, 

일주일에 1~2회만 경기를 하는 축구에 비하여 월요

일을 제외한 매일 실외 경기장에서 주민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저녁시간 경기를 치루는 야구는 주민

들을 소음과의 전쟁 속에서 살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경기장 주변의 J아파트를 상으

로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경기장 소음이 지역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해 연구해 봄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방음

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M경기장 주변 거주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장에서 직선거

리로 60m 옆에 위치한 J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하

고, 동 시간 에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

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다. 관리소장과의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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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도중 만난 주민들과의 인터

뷰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설문지의 구성은 철도, 

항공, 도로 교통소음에 관련된 문헌 및 논문을 기초

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조사 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5가지항목과 경기장 소음에 한 반

응을 평가하기 위한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경기장 소음에 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항

목은 5단계 SD(Semantic Differencial Scale)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으며 1단계에서 5단계 척도중 점

수가 높을수록 신경쓰임이 심한 것으로 해석했다.

Fig. 1. Ground plan in and around Gwangju M baseball 
park

Fig. 2. Interspace of M basevall park and J aprtment 

3. 경기장 소음도 분석

실험일은 2011년 8월 31일 N팀과 K팀의 평일 

경기였다. 경기장 옆 J아파트 107동 1~2라인의 11

층과 7층에서 동시에 측정하였다. 이곳은 야구장에

서 가장 소음이 심한 1루 응원석과 맞닿아 있는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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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m) Unit Leq Lmin Lmax

7 (21m) dB(A) 70.8 55.4 93.1

11(33m) dB(A) 75.3 57.3 97.2

 Table 1. Noise level of M baseball park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

로는 도로나 철도로 인근의 공동주택에서의 외부 소

음은 65dB(A), 실내 소음은 45dB(A) 이하로 규정하

고 있다. 이 곳 M경기장의 소음은 측정지점인 11층

이 7층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Leq 최

 97.2dB, 최소 57.3dB을 기록하였다. 7층의 경우 

Leq 최  93.1dB, 최소 55.4dB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공동주택 외부소음 허용치인 65dB(A)를 크게 상

회하므로 이에 한 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Fig. 3. Noise level in the 11 floor

4. 설문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는 광주 M경기장 옆 J아파트 주민 남녀 

각각 15명씩 총 30명을 상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실험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항목별로 ①~⑤

단계의 척도를 적용하였다. 남녀 각각 15명씩이었으

며, 20  23%, 30  33%, 40  27%, 50  3%, 60
 10%, 70  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현재 거주

지역의 외부 소음환경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시끄럽다(⑤) 항목이 70%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조

용하다(①)와 조용하다(②)는 한명도 선택하지 않아 

주민들이 소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Fig. 4. Extent of the damage of living due to 
noise of baseball park 

경기장 소음에 의해 생활이 방해되는 정도를 묻

는 문항에서는 남녀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화 

방해의 경우 ‘매우 방해된다’ 가 남성은 7%에 불과

했지만, 여성은 47%의 분포를 보였으며, 남성은 ‘방
해되지 않는다’ 인 ①②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27%인 반면에 여성은 한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전

체적으로 볼 때 남성은 상 적으로 여성에 비해 야

구장 소음에 관 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경기장 소

음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장 소음으로 인해 

이사를 가고 싶은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남성은 불

과 7%만이 ‘매우 있다’를 선택하였고, ‘있다’는 

40%, ‘기회가 된다면’이 20%, ‘없다’가 33%나 차

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매우 있다’가 무려 47%나 

되었으며, ‘있다’가 27%, ‘기회가 된다면’과 ‘없다’
는 각각 13%씩을 차지하였다. 처방법에 관하여는 

‘창을 언제나 닫고 있다’가 33%, ‘창을 가끔씩 닫고 

있다’가 47%였으며, 특별한 책 없이 무방비로 노

출된 응답자도 23%나 되었다. 

5. 결 론

1. 경기장 소음은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영향은 휴식 및 수면방해와 함께 주민들을 매우 불

안하고 짜증나게 하는 상태로 만들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주거 생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경기장 주변 거주민들은 경기장 소음으로 인해

TV시청과 같은 음성정보 전달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이

에 한 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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