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콘크리트 거푸집 종류의 하나인 알루미늄폼은 벽체, 

슬라브, 계단실, 코어부분에 대해 고강도 알루미늄패널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밀도가 높은 시스템 거푸집

이다. 기존 재래식 거푸집 조공의 기능도의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가공을 최소화하여 설계품질이 

높은 거푸집이며 안정성이 뛰어나고 목재 등 산업폐기

물의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라 현재 국내 

공동주택 현장의 기준층 작업에 알루미늄폼이 많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폼 해체공정의 경우 작업강도가 상

당하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여 내국인은 작업을 기피해

온 것이 실정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조차 작업을 꺼려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대형현장, 중⋅소규모 현장에

서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온 불법체류

자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1). 이들의 안전교육은 물론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의 실시가 불가능하고 

언어적인 장벽에 갇혀서 직업병에 노출되고 있으며 건

설현장에서는 수많은 알루미늄폼 작업자가 제대로 된 

교육 또는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Fig. 1과 같이 소음성난청은 C1은 2016년 129,176명, 

2017년 126,577명으로 약 2,000명 감소하였지만 직업병 

통계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D1도 

마찬가지로 2016년 11,456명, 2017년 11,730명으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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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aluminum 
form work and noise-induced deafness by conducting special health examination on 
construction aluminum worker and noise measurement at the workplace. All the 11 
aluminum form workers were diagnosed with noise-induced deafness after holding a 
special health examination. The workers have not had any previous history of 
noise-induced deafness which indicates that aluminum form work is related to 
noise-induced deafness disease. The impact noise of 120 dB(A)~125 dB(A), which 
exceeds the regulation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found during the 
dismantling rather than installation when noise measurement was made at the 
aluminum workplace. The aluminum form workers could permanently lose the hearing 
sense if they are exposed to this impact noise.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to 
prevent noise-induced deafness for aluminum form workers by firstly giving out hearing 
protection equipment at the construction site and secondly installing rubber mat, 
soundproof panel as well as changing the noise-lower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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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ist of cases on occupational disease.

명 증가하였다. C1, D1 모두 진폐증, 유기화합물중독, 

금속류중독 등 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2).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폼 작업 중 특히 해체작업 

시 근로자에 대한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실제로 알

루미늄폼 근로자가 난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

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알루

미늄폼 해체 작업장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알

루미늄폼 해체작업이 실제로 청력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알루미늄폼 작업 시의 소음을 

저감 하는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분석

하였다.

2. 알루미늄폼 작업자 청력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

단의 종류),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제3항 및 

제4항 등에 의거 소음발생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

로자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력정도관리 지침에 의

거하여 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3).

2.1 청력검사기

청력검사기는 수동식, 자기기록식 및 자동식이 있다. 

임상에서의 표준 청력검사 방법은 수동식 청력검사기 

이며 기본적으로 순음, 주파수변조음의 자극음과 차폐

잡음을 발생하는 신호음발생기 및 어음회로 귀덮개헤

드폰, 삽입이어폰, 골진동기, 스피커 등의 변환기로 구

성되어 있다3). Table 1에서의 OSHA의 기준과 같이 청

력검사기의 주파수는 적어도 500 Hz에서 8000 Hz이며 

청력검사기의 교정은 기능점검, 음향교정, 정밀교정 점

검으로 구분해서 시행하였다.

Table 1. OSHA's Hearing conservation amendment

OSHA’s
HCA

Maximum permissible octave – Band SPL(dB)

Octave-band center frequency(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 - 40 40 47 57 62

2.2 청력검사실환경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장소는 조용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곳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검사실 환경

의 소음레벨은 OSHA의 기준을 따라 정확한 청력역치 

측정을 위한 검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2.3 작업자 청력검사 방법

피검자(알루미늄폼 작업자)는 헤드폰을 통해 소리를 

감지하면 반응스위치를 눌러서 반응하는 방법으로 검

사를 실시하였다. 피검자는 양쪽 귀에서, 각 주파수에서 

역치를 결정할 때 까지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순음강도

를 변화시켜 나갔으며 선별청력검사의 경우 일반건강

검진에서는 1000 Hz, 특수건강검진에서 2000~6000 Hz

에서 청력을 확인하고 피검자가 신호음에 반응하지 않

은 강도에 도달했을 때, 검사신호에 대한 반응이 관찰

될 때 까지 강도를 5 dB씩 높여서 측정하였다3). 

2.4 특수건강검진 결과 분석

2.4.1 실시인원

특수건강검진은 알루미늄폼 팀장, 부팀장급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고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이대는 

30~40대 1명(9%), 40~50대 4명(36%), 50대 이상 6명

(55%)이다. 알루미늄폼 작업자의 경우 단순 불법 외국

인력이 대다수라 불법근로자를 관리하는 팀장 또는 부

팀장(합법근로자) 총 11명을 선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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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ring loss medical check up personnel.

2.4.2 과거병력

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 담당 건강진

단 의사와 상담한 후 청력검사에 임한다. 건강검진결

과 11명 모두 과거 청력으로 인한 병력은 없다고 조사

가 되었다(Fig. 3).

Fig. 3. Hearing loss patient history.

2.4.3 건강검진결과

건강검진결과 Table 2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기준4)에 따라 Fig.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1 3명, C2 1명, D1 4명, D2 2명, R 1명으로 알루미늄

Fig. 4. Health examination results of hearing loss medical 
check up.

폼 작업자 건강검진결과 11명 모두 소음성난청의 요관

찰자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로 나타났다.

3. 작업자 설문조사

알루미늄폼 작업과 소음성난청의 인과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특수건강검

진을 실시한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3.1 작업경력 및 타 작업 경력

Fig. 5, Fig. 6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11명 모두 

Fig. 5. Previous work experience before Al-form work.

Healthcare classification Standards

A Normal Post management not required

C
C1 One in need of observing possible occupational disease Some post management required to prevent occupational disease 

C2 One in need of observing possible general disease Some post management required to prevent general disease

D1 One with possible occupational disease diagnosis Post management required because occupational disease is suspected 

D2 One with possible general disease diagnosis Post management required because general disease is suspected

R Suspected of diseases 2nd health examination required or exclude from work 

Table. 2. Health classification criteria fro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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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ork experience Al-from.

알루미늄폼 작업 외 다른작업을 한 경력은 없다고 조

사되었으며 알루미늄폼 작업경력은 1년 미만 0명, 2~3

년 3명, 3~5년 4명, 5년 이상 작업을 한 경력자는 4명

으로 조사되었다.

3.2 청력의 이상유무 및 인과관계

Fig. 7과 같이 알루미늄폼 작업을 실시하기 전 청력

은 “정상”이라고 답한 근로자는 10명이며 “잘 모르겠

다.”라고 답한 근로자는 1명이다. Fig. 8은 알루미늄폼 

작업이 청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

은 11명 모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Fig. 7. Hearing abnormality before Al-form.

Fig. 8. Causal relation ship between Al-form work and hearing.

3.3 청력보호구 착용여부

Fig. 9와 같이 알루미늄폼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작업 시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귀마개를 착용해야 하

지만 착용이 불편하여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Fig. 9. Wearing status of Al-form hearing protection.

Fig. 10과 같이 알루미늄폼 작업자들이 청력보호구

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하다.”라는 응답이 11명

이였다. 

Fig. 10. Reason for not wearing hearing protection.

3.4 설문조사 결론

설문조사 결과 11명의 근로자들은 알루미늄폼 작업

을 시작하기 전 동종의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던 점, 

Fig. 3과 같이 청력관련 병력이 없다는 진단결과, Fig. 

7~8의 응답결과, Fig. 11의 설치보다는 해체가 소음이 

크다는 응답결과, Fig. 13과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분 간격으로 120 dB(A)이상의 높은 충격소음과 연속

소음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을 추론했을 때 알루미늄

폼 해체작업은 청력손상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러한 소음에 의해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작업자에게 청력보호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지만 Fig. 9와 같이 착용이 

불편해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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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hich one has the louder noise process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4. 소음측정결과

공사장소음은 소음 민원의 75%를 차지한다. 피해기

간과 초과소음도에 따라 배상이 차등되며 2010년부터 

수인한도가 강화되어 공사장 소음 및 배상판결은 증가

하였다. 건설현장은 근본적으로 음원에서부터 소음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저소음 건설장비⋅공법이 많

이 도입되고 있지만 공동주택 알루미늄폼 작업처럼 시

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저소음공법 등은 도입하기가 쉽

지 않고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음 인증제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5).

4.1 소음측정방법

소음측정은 설치작업을 제외한 알루미늄폼 해체 작업

장, 일반정리작업장, 지하층, 현장외부에서 동시에 측정 

후 비교를 하였으며 청감보정특성은 A특성 FAST로 시

행되었다. 소음측정기는 DT-855 데이터로깅 소음측정기

를 사용하였고 최소 인터벌은 0.1초이며 측정조건은 몸

에서 50 cm이상 이격하였고 풍속은 5 m/s이하에서만 측

정하였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알루미늄폼 해체작업을 

제외한 다른 작업은 중단한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4.2 소음측정위치

소음측정은 Table 3 및 Fig. 12와 같이 총 5개 지역에

Table 3. Outline of noise measurement locations

Classification Location Work details

1 A 10F Deconstructing A.L form 

2 B 9F Building fair-faced concrete, applying 
plaster, cutting tiles

3 C 1F Clean up 

4 D B1F Aerial work platform and finishing work

5 E Offsite 5F 
building

Noise level measurement on offsite 

Fig. 12. Noise measurement position.

서 소음측정을 시행을 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주거지역

이며 소음측정은 오후 2시에 동시에 실시하였다.

4.3 소음측정결과

작업장 소음에 대한 OHSA 기준에 의하면 85 dB 값은 

평생근무기간동안 소수의 근로자가 청력장해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며, 실제 하루 8시간 

노출동안 무해한 기준은 75 dB로 알려져 있다6).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소음노출기준은 Table 4에 제

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근로자들이 충격소음과 연속소음

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충격음의 손상이 동일한 에

너지의 연속소음 보다 광범위하여 시간 가중평균치로만 

계산할 경우 건강 영향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Table 4. Work place noise criteria fro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lowable noise standard Allowable impact noise standard

Exposed length 
of time per day 

Noise strength Exposed number 
of time per day

Noise strength

8 hours 90dB(A) 100 140dB(A)

4 hours 95dB(A) 1000 130dB(A)

2 hours 100dB(A) 10000 120dB(A)

Fig. 13은 알루미늄폼 설치를 제외하고 동시에 5대

의 소음측정기로 30분간 측정한 데이터이다. 대략 3~5

분 간격으로 전체적으로 충격소음이 발생하였고 소음

은 10~18 dB(A)이 증가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기준인 소음기준 85 dB(A)을 초과하였다. 해체작업장 

평균은 101 dB(A)로 일일폭로시간 2시간을 넘으면 작

업을 중지 또는 소음저감 대책을 세워야 하며 하부에

서 작업중인 견출, 미장, 할석 등 후속공정 작업자도 

평균 96 dB(A)의 소음이 노출되고 있었고 하부작업장

은 소음평균 일일폭로시간 4시간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현장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패널 해체 시 120~125 dB(A)의 충격소음은 그대로 

하부작업장은 물론 지하층, 지상층, 현장외부로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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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ound meter responses at several places.

어 작업자난청 및 스트레스, 소음민원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10F, 9F을 제외한 알루미늄폼 해체 

시 현장외부, 1F, 지하 1F층을 동시에 측정한 3곳의 소

음측정 장소에서는 작업장 소음 기준 85 dB(A)을 초과

하지는 않지만 대략 3~5분 간격으로 상부에서 패널이 

떨어질 때 마다 각각 측정된 평균소음보다 10 dB(A)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소음 기준(주거지역)이 되는 주간에

는 평균소음이 65 dB(A)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Panel이 

낙하 될 때마다 최대 78~81 dB(A)까지 충격소음이 발생

하여 주변 소음민원도 증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

한 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

이 65 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소음저감

방법을 강구하고 관련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귀

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여 소음성난청

을 예방하여야 한다7).

5. 소음성난청 예방

5.1 현장 저감 방법

5.1.1 고무매트 설치

현장 소음 저감 방법 중 고무매트 설치법은 주거 밀

집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Fig. 14가 같이 알루

미늄폼 작업 전 바닥에 고무매트를 설치하고 바닥에 

폼, 핀 등이 낙하하였을 때 소음이 저감되는 방법이다. 

25 mm 고무매트를 1장 설치 시 평균소음은 해체작업

장 기준 101 dB(A)에서 85 dB(A)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현장에서는 고무매트의 충격 소음저감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고무매트 1장을 설치 후 소음측정을 하였

다. Fig. 15는 측정된 결과를 시간별로 제시하고 있으

Fig. 14. Disassembling aluminum form using rubber mat 

installation.

Fig. 15. Sound levels with one rubber mat.

며, 고무매트를 1장 설치 후 10~20 dB(A)의 충격소음 

감소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격소음

을 제외하고 작업장 평균소음도 84 dB(A)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고무매트 1장을 설치해도 충격소음

은 92~101 dB(A)이 측정되었다. 

Fig. 16의 측정값은 고무매트 2장을 설치하고 측정

한 데이터이다. 두께 25 mm 고무매트 2장을 겹쳐 설치

하였고 충격소음과 작업장 소음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평균소음은 76.3 dB(A)로 고무매트 1장과 비교했을 때 

10 dB(A)이 감소하였고 충격소음도 최대 89 dB(A)로 

감소하여 작업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장하는 수

준까지 감소하였다. 고무매트 2장을 설치하고 현장외

부에서 측정하였을 때는 Fig. 17 데이터와 같이 평균소

음이 58 dB(A)로 대폭 감소하였고 충격소음도 최대 68 

dB(A)로 측정되었다. 

고무매트를 알루미늄폼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방법

은 1장당 최소 약 10 dB(A)의 소음이 감소하고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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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ound levels with single and double rubber mat.

Fig. 17. Sound levels with double rubber mat off-site.

간단하나 인건비, 작업능률로 인해 주거밀집지역, 민원

발생지역 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쓰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소음민원으로 인한 작업중단, 조

출, 야간작업 중단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 현

장에서는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음감소 시에 장

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공정관리계획에 도움이 된다

고 사료된다. 

5.1.2 방음판넬 설치 

방음판넬은 Fig. 1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대 창호 

또는 개구부에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를 지닌

다. 알루미늄폼 해체 시 소음을 약 14 dB(A)를 저감 하며 

외부에서는 날카로운 충격소음이 부드러운 소리로 변경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비산먼지 차단, 동절기에는 보양

효과가 있으며 낙하물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8). 다

 

Fig. 18. Installation of soundproof panel.

만, 이 방법은 외부 소음민원에 대한 소음대책이고 근로

자는 작업장 내에서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

서 맴돌아 근로자에게는 더 큰 충격소음으로 다가온다. 

이에 판넬을 설치하고 알루미늄폼을 해체하면 근로자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본 현장에서는 일부 방음판넬을 설치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방음판넬을 설치한 구간의 내외

부에서 소음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Fig. 19에서 보듯이 방음판넬 내부에서 작업할 때에

는 소음이 내부에서 맴돌아 기존 해체작업장 보다 평

균소음이 8 dB(A) 높았으며 충격소음도 10 dB(A) 높아

서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현장외

부에서는 기존 측정하였던 평균치보다 대략 10 dB(A)

이 감소하였으며 외부에서 들리던 충격소음도 매우 감

소하였다. 방음판넬과 고무매트를 동시에 적용하면 외

부에서는 대략 20 dB(A) 감소효과가 있으며 방음판넬 

내부에서 고무매트를 설치하는 등 2중으로 소음저감 

조치를 시행하면 소음성난청을 예방할 수 있다.

Fig. 19. Sound levels with soundproof panel.

5.3 보호구착용

청력보호구는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

마개와 귀덮개로 구성되어 있다. 청력보호구는 다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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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방지 대책에 비해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장에서는 소음원을 줄이는 방법보다 작업자에게 청력

보호구를 지급하여 일차적 재해예방에 그치고 있다9). 

알루미늄폼 작업은 Fig. 13과 같이 충격소음이 125 

dB(A)까지 발생한다. 이는 인체가 소음으로부터 고통을 

느끼는 수준이고 130~140 dB(A)에서 청력손상 가능성

이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10)를 보면 적은 소음은 아니라

고 사료된다. 최고소음을 125 dB(A)로 봤을 때 귀마개

를 착용하면 95 dB(A)만 노출되어야 정상이지만 OSHA

기준에 따른 실제 NRR을 적용하였을 때 소음감소수준

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Actual sound insulation formula : (NRR-7) X 0.5

3M EarPlugs 1100 model : 29 dB(NRR)

(29 –7) × 0.5 = 11dB(A)

실제로 125 dB – 11 dB = 114 dB이므로 실제 차음

효과는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3M EarPlugs 1100 model : 29d B(NRR)

(29 –7) × 0.5 = 11d B(A)

3M H9 귀덮개 : 29 dB(NRR)

(29 –7) × 0.5 = 11 dB(A)

충격소음으로부터 청력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마개, 귀덮개 모두 착용하여 22 dB(A)의 차음효과를 

얻어 평균 95 dB(A)의 수준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추가

로 고무매트를 동시에 설치한다면 더욱 안전한 작업환

경이 조성될 수 있다. 95 dB(A)에서는 일일폭로시간이 

4시간이며 해체작업의 경우 대체로 2시간 내로 작업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귀마개, 귀덮개 착용이 불편해

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필히 착용시켜 청각장해를 예방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6. 결 론

알루미늄폼 작업자 11명에 대해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11명 모두 소음성난청이 발견되었고 

과거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알루미늄폼 작업이 소음

성난청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루미늄폼 해체 작업장소는 120 dB(A)~125 dB(A)

의 강한 충격소음을 발생시키는데 이 충격소음은 근로

자를 비롯하여 소음에 관련된 민원요소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명 모두 소음성난

청이 발생한 이유도 강한 충격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

어 발생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작업자에 대해 소음성난

청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귀덮개, 귀마개 모두 착

용을 시키고 저소음공법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작업 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무매

트, 방음판넬 설치, 공법변경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인건

비, 정리비, 자재비, 공간의 제약 등의 이유로 건설현장

에서는 기피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알

루미늄폼 작업자들이 소음성난청에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알루미늄폼 작업 시 소음성난청을 

예방하고 향후 알루미늄폼 공법 변경, 불법근로자에 

대한 고용허용 인원 확대, 비전문취업 건설업 쿼터 확

대, 재외동포비자 건설현장 단순노무 취업허용 등 제

도적 정비를 통해 알루미늄폼 작업자가 합법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역할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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