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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함정은 한정된 공간 안에 추진체계와

전투체계 등이 위치하기 때문에 승조원들을 위한 근

무 및 거주 환경 공간 자체가 대단히 협소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승조원들의 함정 근무거주. /

환경은 육상의 근무거주환경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

며 특히 주요 전투함에 비해 크기나 중요도에서 우,

선 순위가 밀리는 전투근무지원정의 선상 근무 및

거주 환경은 더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함정 및 일반 상선의 소음 수준을 다룬

연구(1~7)는 함정의 경우 대형전투함을 대상으로 하

였을 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전투근무,

지원정에 대해서는 소음진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저소음저진동/

의 쾌적한 환경에 익숙한 입대 장병들의 승조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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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피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승조원들 또

한 난청과 같은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투근무지원정들의 소음진/

동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전투근무지원정에서 생

활하는 승조원의 근무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진행/

중인 연구의 일환으로 전투근무지원정 격실의 실내

소음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승조원들의 주거.

환경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조타실이나 엔진실과 같

은 근무 격실이 아닌 침실이나 객실등과 같은 주거

격실을 대상으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Equipm
ent
grade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SIL

(dB)

Over
all
dBA31.5 63 125 250 500 1k 2k 4k 8k

A 115 110 105 100 SIL Value 85 85 64 -

B 90 84 79 76 73 71 70 69 68 - 78

C 85 78 72 68 65 62 60 58 57 - 68

D 115 110 105 100 90 85 85 85 85 - 96

E 115 110 105 100 SIL Value 85 85 72 -

F 115 110 105 100 SIL Value 85 85 65 -

H Over the grade D

Table 1 Indoor noise specification for RO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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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ip working environment of combat service support boat is very inferior to the ground

working environment. For this reason, the crew of a combat service support boat suffer from an oc-

cupational disease such as hardness of hearing. Owing to its small size and low status, the improve-

ment of its work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s occasionally ignored and its indoor noise was not

fully investigated. In this study, for improving its residential environment indoor, the indoor noise of

its shipboard compartments was analy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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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격실 관련 소음 기준치2.

현재 국내 해군의 경우 미 해군의 일반규격

(General Specification for Ships of the United

States Navy)
(8)
을 참조하여 함내소음 기준을 Table

과 같이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1 .

에서의 각 구역 정의는 아래와 같다Table 1 .

구역 명료한 대화가 필요한 공간이며 구역A : , E

을 제외한 통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 격실

구역 승조원의 안락함이 주로 요구되는 격실B :

구역 특별히 정숙이 요구되는 격실C :

구역 높은 소음수준의 격실로서 대화의 가능성D :

보다는 청력 손상 방지가 주로 요구되는 격실

구역 높은 소음수준의 격실로서 구두대화가 가E :

능해야 되는 격실

구역 명료한 구두 대화가 필요한 노천갑판 상F :

부에 위치한 지휘 장소

구역 소음수준이 청력손상 한계치를 넘어 소음H :

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

또한 에서 구역의 경우 작전 수, Table 1 A, E, F

행 시 의사소통이 중요한 격실로 대화방해수준

레벨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역의 경(PSIL) B, C, D

우 보정 음압 레벨로 관리되고 있다A- (Weight) .

이러한 국내 함정의 함내 소음 기준을 보면 승조

원침실 등이 포함된 구역의 경우 소음 상한치가B

로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면장애가78dBA

시작되는 소음 수준이 임을 고려해 볼 때60dBA

의 함내소음 기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볼Table 1

수 있다 따라서 해군에서는 앞선 연구.
(5)
를 통해 도

출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함내 소음 기준을 낮추

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도 대상 함정은 주요 대형 전투함에 국한되

고 있을 뿐 실제 심각한 함내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전투근무지원정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선 계측 결과3.

계측의 개요3.1
계측은 배의 평상시 운항조건과 최대속력일 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체가 작고 배의 톤수가,

적게 나가는 점을 고려하여 파고가 의 낮은1~2m

Figure 1 Yard Ferry (YF)

상태에서만 측정을 하였다 측정 위치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승조원들이 실제 거주하는 침실이나

객실등과 같은 주거 격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항만수송정3.2
항만수송정의 개요(1)

항만수송정 은 톤급 함정으로(YF:Yard Ferry) 47

주로 함정 승조원들의 인원 이송이나 물자이송을 위

하여 이용되나 연안에서의 경비를 위하여도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 선체는 로 만들어져 있고. FRP

순항속력은 정도이며 야간의 연안 경비를21kts ,

위한 순찰 시에는 정도의 속력을 내도록 되어14kts

있다 승조원을 위한 공간은 승조원실과 객실이 있.

는데 선체가 작아 승조원실이 기관실 바로 옆에 위

치해 있으며 수송을 위한 객실도 기관실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측정 결과(2)

항만수송정의 함내 소음 측정은 승조원실과 객실

Room
Name
(Speed)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Over
all
dBA31.5 63 125 250 500 1k 2k 4k 8k

Cat. B 90 84 79 76 73 71 70 69 68 78

Crew Rm.
(21kts)

39.561.068.469.172.470.763.248.538.2 83.4

Passenger
Rm.
(14kts)

40.155.162.962.460.668.355.549.145.0 74.9

Passenger
Rm.
(21kts)

42.652.465.069.262.360.154.647.238.6 76.4

Table 2 Measured Indoor Noise of 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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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sured Indoor Noise of YF

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측정 여건상 승조원실에서.

의 측정은 에서만 실시할 수 있었다 측정 결21kts .

과는 와 같은데 현재 대형전투Table 2, Figure 2

함에 적용하고 있는 함내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옥타브 밴드별 소음 수준은 기준 그래프보다 낮으나

승조원실의 경우 총합 음압수준은 를 크게78dBA

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승조원실이.

로 이루어진 격벽 하나를 사이로 기관실과 인FRP

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항만경비정3.3
항만경비정의 개요(1)

항만경비정(YUB:Yard Utility Boat)은 톤급 함70

정으로 도서 및 항만연안의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항만수송정과 마찬가지로 선체는 로 만들. FRP

어져 있으며 순항속력은 최대속력은22kts, 30kts

정도이다 승조원을 위한 공간은 승조원실이 함정의.

앞부분 수면 상에 위치해 있다.

Figure 3 Yard Utility Boat (YUB)

Room
Name
(Speed)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Over
all
dBA31.5 63 125 250 500 1k 2k 4k 8k

Cat. B 90 84 79 76 73 71 70 69 68 78

Crew Rm.
(22kts)

40.248.359.962.561.560.155.748.636.3 72.5

Crew Rm.
(30kts)

38.052.260.667.665.463.861.154.742.2 78.5

Table 3 Measured Indoor Noise of YUB

Figure 4 Measured Indoor Noise of YUB

측정 결과(2)

항만경비정의 함내 소음 측정은 승조원실에서 순

항속력인 와 최대속력인 에서 실시하였22kts 30kts

다 측정 결과는. 와 같은데 해Table 3, Figure 4

군 함내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옥타브 밴드별

소음 수준은 기준 그래프보다 낮으나 최대속력에서

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승조78dBA .

원실이 기관실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파악된다.

Figure 5 Landing Craft Utility (L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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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Name
(Speed)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Over
all
dBA31.5 63 125 250 500 1k 2k 4k 8k

Cat. B 90 84 79 76 73 71 70 69 68 78

Crew Rm.
(13kts)

36.654.560.956.260.759.959.353.240.0 73.4

Cat. A 115 110 105 100 64(SIL) 85 85 -

Steering
Rm.
(13kts)

32.747.260.462.4
52.456.747.5

41.829.7 70.6
52.2(SIL)

Table 4 Measured Indoor Noise of LCU

Figure 6 Measured Indoor Noise of LCU

군수지원정3.4
군수지원정의 개요(1)

군수지원정(LCU:Landing Craft Utility)은 톤235

급 함정으로 각종 군수물자를 비롯하여 탱크와 같은

전투무기 등을 운송하는 함정으로 선체는 스틸로 되

어 있으며 승조원을 위한 공간은 승조원실이 함정의

중앙 수면 상에 위치해 있고 조타실은 함정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 순항속력은 정도인데. 13kts

현장상황 상 순항속력에서만 측정을 할 수 있었다.

측정 결과(2)

군수지원정의 함내 소음은 승조원실과 조타실에서

순항속력인 일 때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13kts .

결과는 과 같은데 해군 함내소Table 4, Figure 6

음 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그 기준은 만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승조원실의 경우. 73.4dBA

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수지원정 역시 기관실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Figure 7 Yard Water Ship (YWS)

청수정3.5
청수정의 개요(1)

청수정(YWS:Yard Water Ship)은 톤급 함정665

으로 각 해군기지 및 도서 지역에 청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함정으로 배의 중앙 선저부에 청수를

담아 이송하게 된다 선체는 스틸로 되어 있으며 승.

조원을 위한 공간은 함정의 주갑판부에 위치해 있

다 순항속력은 정도이다. 11kts .

Room
Name
(Speed)

Octave band center frequency (Hz) Over
all
dBA31.5 63 125 250 500 1k 2k 4k 8k

Cat. B 90 84 79 76 73 71 70 69 68 78

1CPO Rm.
(10.8kts)

38.152.063.355.963.563.162.049.138.0 74.2

1CPO Rm.
(11.1kts)

43.656.667.557.366.665.263.852.144.7 76.2

2CPO Rm.
(11.1kts)

41.353.868.162.166.868.971.059.750.0 80.6

Ward Rm.
(11.1kts)

55.465.274.667.968.570.571.362.254.2 83.2

Crew Rm.
(11.1kts)

50.054.464.359.765.566.567.256.653.0 77.8

Cat. A 115 110 105 100 64(SIL) 85 85 -

Steering
Rm.

(10.8kts)
42.755.057.652.6

58.759.659.4
51.639.7 71.0

59.2(SIL)

Steering
Rm.

(11.1kts)
51.255.963.260.5

65.464.362.8
56.749.5 75.9

64.2(SIL)

Table 5 Measured Indoor Noise of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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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easured Indoor Noise of YWS

측정 결과(2)

청수정의 함내 소음은 개 격실에 대하여 최대속5

력에서 측정을 실시 하였는데 1부사관실과 조타실에

서는 엔진 회전수가 함 속력 인 경우75%( 10.8kts)

에 대해서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는. Table

과 같은데 해군 함내소음 기준을 적용5, Figure 8

하여 보면 그 기준은 초과하거나 그 기준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승조원용 객실들이 엔진실.

바로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엔진실 중 엔진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격실

인 부사관실과 사관실이 다른 격실보다 음압레벨2

이 더 크고 대역에서는 옥타브 밴드별 기2000Hz

준도 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타실의 경우.

에서 공진이 발생하여 음압레벨이 정11.1kts 5dBA

도 증가하였다.

결 론4.

해군에서 운용중인 전투근무지원정 중 종류의4

함정에 대하여 승조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

구의 일환으로 침실이나 객실등과 같은 주거 격실을

주된 대상으로 함내 소음을 측정하였다 지금까지.

해군의 전투근무지원정은 건조 시 함내소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소음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던 실정이었다 에 각 전투근무지원. Figure 9

정 격실의 옥타브 밴드별 음압레벨을 종합하여 도시

해 보았는데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현재의 해군 함,

내소음 기준을 적용해 보아도 청수정의 2부사관실과

사관실의 경우 옥타브 밴드별 기준을 넘고 있으며

총합음압레벨 기준의 경우 항만경비정과 항만수송정

의 승조원실에서 최대속력일 때 기준을 넘고 있다는

Figure 9 Overall of Measured Indoor Noise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선 연구
(5)
에서 제안

되고 현재 기준 재설정이 논의 중인 기준을 적용해

보면 측정된 모든 함정의 모든 격실이 전부 그 기준

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전.

투근무지원정의 격실 배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체의 크기가 작은 전투근무지원정의 특,

성상 승조원을 위한 공간이 엔진실 바로 옆이나 위

에 배치되어 있거나 상당히 인접하여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항만경비정과 항만수.

송정의 경우는 선체가 로 이루어져 투과손실이FRP

떨어져 음압레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된 종류의 전투근무지원정을 비교해 보면4

항만수송정의 승조원실이 음압레벨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수정의 사관실과 부사관실에2

서 음압레벨이 높게 나타났다 군수지원정의 경우.

이번에 측정된 종류의 함정 중 유일하게 현재의4

함내 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는데 이는 그나마 군수지

원정의 측정 격실이 엔진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 함정의 함내 소음을 측정한 연구
(1)
와

의 비교를 통해 해군 전투근무지원정의 함내 소음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측정 대상 함정의 종류의 차.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가장 유사한

앞선 연구
(1)
의 톤급 함정과 톤급인 군수지원250 235

정을 비교해 보면 해양경찰청 함정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다른 함정과의 유추를

통한 비교에서도 해양경찰청 함정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향은 해양경찰청 함정이.

해군의 전투근무지원정 함정보다 소음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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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상근무환경이 유사하거나 약간 더 열악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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