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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ring a military service, noise has unusual characteristics, and constitutes a serious hazard to hearing of military service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use of  hearing protection and to assess the safety effects of hearing protection by using a ear plug in 

military. A total of 208(the army : 101, an air force : 107) serviceman were studied utilizing a questionnaire to know how many serviceman 

use the hearing protection and a total of 202(the army : 110, an air force : 92) serviceman were also studied using a ear fit validation device to 

assess the safety effects of hearing protection by using a ear plu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rmy have low used of hearing protection than 

an air force because of the low frequency of the noise exposure in the army. Personal attenuation rate was increased with 8 dB after fitting 

educa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use of proper hearing protection and fitting education was more suitable for military servicemen 

who were being exposed of the noise in domestic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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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로 수많은 순음 주파수로 구성

이 되어있으며 강한 음파음조로 복잡하게 혼합된 음으로 발

산되어 사람의 감수성 또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 

이러한 소음의 노출은 가장 흔한 물리적 유해인자이며 대표

적인 산업장으로는 건설업, 광업, 운수업, 제조업 등이 있

다
2)
.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방법으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행한 예가 대

표적이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측정, 공학적 관리, 청

력보호구 착용, 청력검사 및 이학적 판정, 교육 및 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 이러한 관리방법은 국내 산

업장인 금속, 섬유, 철강업체 등의 관리자및 생산직 근로자

를 대상으로 많이 적용이 되었다
4,5)

. 최근에는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헤드

셋을 착용한 중고등학생들의 소음노출수준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었지만 우리나라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측정평가 및 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지

만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소음노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나 적절한 안전예방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6-8)

. 이에 따라 군에

서 사용하는 화기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다양

한 실제 사격환경 하에서의 정밀한 측정과 실제 소음에 대

한 최대 폭로가능시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군대에서 군인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감각인 청력은 손상 시 전투 효율성 감소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군 장병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음에 의해 발생

하는 난청은 영구적인 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군장비들 중에는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각종 화기류와 장비들이 포함되어있고, 군 장

병들은 이로 인한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상의 위험에 항

상 노출되어 있다.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 지급중인 청력보

호구에 대한 효과 검증과 함께 장병들의 효과적인 청력보

호를 위한 적절한 청력검사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검토 자료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용하는 

청력보호구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 사용하는 보호구의 사용을 얼마나 효과적

으로 잘 사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청력보호구 사용 실태조사

설문지 방법을 통한 조사로 조사 시기는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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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6곳(육군 : 2곳 (101 명), 

공군: 4곳 (107 명))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되었다. 

설문지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1) 소음에 노출빈도 2)소음발생시 귀마개 착용여부 3) 귀마

개 착용시 불편함 여부 4) 소음과 청력보호에 대한 교육 또

는 안내 여부로 구성하였다. 

2.2. 귀마개 밀착 검사 

2.2.1.원리 및 특징 

귀마개 밀착 검사는 개인 청력보호구의 착용효과를 평

가하는 방법으로 개별 착용자의 귀마개 종류, 착용 방법, 

귀 모양에 따른 개인 차음률(Personal Attenuation Rate)을 평

가 할 수 있다. 장비는 Ear Fit Validation(3M)장비를 사용

하였다. 장비의 원리는 150~8000 Hz 주파수를 동시 발생 후, 

10초 동안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귀마개 안과 밖의 소음

을 측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차음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착용자의 각 개인 별 차음 수준 확인 가능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차음치 측정하며, 착용 방법에 따른 

차음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값은 개인 차음률이며, 단

위는 “dBA”이다. 개인 차음률은 개인의 귀마개 착용 상태

를 반영하는 값이며, 연속적인 소음 또는 충격음을 감쇠하

는 것이다. 이 값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사격장이나 포격장의 감쇠를 대표값으로 표시하는 것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차음률이 우수한 사람들은 평

균적으로 30 dBA의 감쇠효과를 보였다면, 차음률이 우수

하지 않은 사람들은 22 dBA의 감쇠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격장의 충격소음이 146 dB이면, 귀마개를 올바르게 착용

하고 있는 장병은 116 dB로 감쇠하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장병은 124 dB 소음이 노출된다. 8 dB차이가 올바른 귀

마개 효과로는 낮은 값이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소

음은 log 값이므로 에너지로 환산하면 대략 7배이며, 귀마

개의 착용방법에 따라 1/7로 소음 에너지를 더 감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2. 측정 방법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6곳(육군 : 

2곳(110 명), 공군: 4곳(92 명))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귀마개 밀착에 대한 개인 차음률 검사를 측정하였다. 측정 

장소는 배경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장소는 측정 스피커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져 장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기본 배경 소음이 적은 회의실이나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사무실)에서 측정을 하였다. 귀마개 밀착 검사는 

피실험자를 회의실 등 공간으로 입실하게 한 후 피실험자

가 장비 앞 의자에 착석하면, 직급을 확인 후, 군 부대에서 

착용하는 제품과 유사한 테스트 귀마개를 선정하도록 하

였다. 테스트 귀마개를 선정한 후에는 오른쪽 귀에 테스트 

귀마개를 평상시 착용하는 방법대로 착용하여, 측정 스

피커에서 소음 발생 후, 오른쪽 귀에 대한 개인 차음률 

(dBA)가 측정하였다. 만약 오른쪽 귀에 대한 개인 차음률

이 25 dB이상으로 우수하면, 왼쪽도 특별한 교육없이 테

스트 귀마개를 착용하고, 개인 차음률을 측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하지만 오른 쪽 귀에 대한 개인 차음률이 25 dB이

하면, 왼쪽 귀에 테스트 귀마개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교육한 후 개인 차음률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바

른 귀마개 착용법 교육 후에도 차음률이 상승하지 않으면, 

귀마개 종류를 변경하여 차음률을 측정하였다. 피실험자의 

직급은 장병과 부사관으로만 분류하였고, 개인 차음률 값에 

따라서 “처음부터 차음률 우수”, “교육 후 차음률 상승”, “귀

마개 변경 후 차음률 상승”, “귀덮개 추천”으로 구분하여 표

시하였으며 검사 시간은 한명 당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결 과

3.1. 청력보후구 실태조사

3.1.1. 소음에 노출빈도

육군과 공군의 응답결과 육군 응답자의 46%, 공군 응답

자의 59%가 매달 소음에 노출된다고 응답하였다. 육군은 

사격 또는 포격 등의 전투 훈련 상황 시 간헐적인 충격음

에 노출되는데, 그 빈도 수가 매 달 또는 6개월에 한 번이 대

부분 인것에 비해, 공군은 정비 대대를 설문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매일 노출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군

은 육군과는 다르게 충격음에 노출되지 않고, 일반 산업현

장과 유사하게 지속적인 연속 소음에 노출되었다.

3.1.2. 소음발생시 귀마개 착용여부 

응답결과 육군 응답자의 60%, 공군 응답자의 68%가 매

일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소음이 발생

할 때 방음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으나, 육군은 충격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16%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공군은 지속

적인 연속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

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비율은 훨씬 적었다. 발생하는 

소음의 종류가 충격음인지, 연속음인지에 따라 귀마개의 

착용 비율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3. 귀마개 착용시 불편함 여부 

응답결과 육군 응답자의 80%, 공군 응답자의 91%가 귀

마개 착용 시, 불편한 점이 있음으로 응답 하였고, 불편한 

점으로 소음은 잘 차단되나, 대화하기 힘든 점을 꼽았다. 

현재 군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귀마개는 폼 타입(Form 

type) 형태의 귀마개이다. 폼 타입의 귀마개는 대화영역과 

고주파 대역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격, 총격음 뿐만 아니라 교관의 지시 사항 등의 소리도 

동시에 차음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귀

마개에 대해서 불편한 점으로 소음 뿐만 아니라 교관의 

지시 사항 등도 같이 차음한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는 전투훈련상황에서 발생

하는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음하고, 대화소리는 차음을 

덜 하는 귀마개가 보급된다. 하지만, 충격음보다 지속적인 

연속 소음이 발생하는 공군의 경우에는 “전자감응형 군용 

귀덮개”사용이 적합하다. 전자 감응형 군용 귀덮개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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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이상의 소음은 차단하고, 작은 대화소리는 증폭하여 청

력 보호와 작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다. 

현재 군부대는 일반 산업현장과는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군 부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청력보호 및 군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방음 보호구가 필요하였다.

3.1.4. 소음과 청력보호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 여부

응답결과 육군 응답자의 66%, 공군 응답자의 56%가 정식 

교육 및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매일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공군의 경우는 정식 교육 또는 간단한 

안내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사격 또

는 포격 등의 충격음이 발생하는 전투상황훈련을 위해서 

육군은 따로 교육이 없었다. 사격, 포격 등 간헐적인 충격음

도 노출이 가중되면, 청력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육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2. 귀마개 밀착 검사

3.2.1. 육군

응답 결과 처음부터 차음률이 우수한 경우가 46%, 교육 

후 차음률이 상승한 경우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

훈련 상황 시 사격, 포격 등 충격음에 노출되는 육군은 방음 

보호구에 노출될 기회가 적고, 정식 교육 또는 간단한 안

내를 받은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음 보호구

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후에는 97% 피실험자가 귀마개를 올바로 착용

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현재 귀마개 착용 실태를 감안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음에 대한 군 장병의 인식 및 

귀마개 착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육군은 귀마개 밀착 검사 결과, 부사관과 병사 간의 차

이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부사관과 병사 모두 특별한 청력 

보존 교육 없이 한 달에 1회 정도 착용하기 때문에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3.2.2. 공군

응답 결과 처음부터 차음률이 우수한 경우가 42%, 교육 

후 차음률 상승이 51%로 나타났다. 공군의 피실험자는 정

비대대 소속이 대다수였고, 매일 소음에 노출되는 정비 작

업을 주로 하였다. 잦은 소음 노출 때문에 방음 보호구를

착용한 경험 및 정식 교육 또는 간단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Table 1. Personal attenuation rate after fitting education in both 

army and air force.

Attenuation rate

Army(N = 110) Air force(N = 92)

Commander 
(%)

Soldier 
(%)

Total
(%)

Commander 
(%)

Soldier 
(%)

Total
(%)

Passed on 1st try 53 44 46 70 41 42

Needs training with 
same plug

31 54 51 25 63 51

Change the earplug 16 2 3 0 2 1

Recommendation of 
earmuff

0 0 0 5 4 6

부사관을 중심으로 많았기 때문에 부사관은 육군 부사관 및 

병사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귀마개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하지만 공군 병사는 부사관과 다

르게 정식 교육 또는 간단한 안내 등의 경험이 적고, 근무한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대대의 부사관 대비 귀마

개 착용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3.2.3. 교육 후 차음률 상승

교육 전 후의 평균 차음률을 비교해보면 교육 전의 차

음률이 22 dBA, 교육 후 차음률이 30 dBA 로 교육 전의 

차음률 보다 교육 후 차음률이 8 dBA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식 교육 또는 간단한 안내를 받지 않은 응답자가 귀

마개를 제대로 착용할 경우는 각각 41%, 44%, 53%로 

NIOSH에서 평가하는 귀마개의 안전계수가 50% 정의 내

용과 일맥상통하며, 귀마개 착용자가 귀마개 선정 또는 착

용 방법에 따라서 불안정성이 50%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소음의 정의와 소음과 청력

의 관계, 방음 보호구 착용 방법, 유지 보수와 관련된 정

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였다. 

4. 토의 및 제안

4.1. 대한민국 군내 청력 보호구 제언

현재 군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일회용 귀마개가 보급되

지만, 군 부대의 특수성과 전투 훈련상황을 고려 시, 각 

상황에 맞는 방음 보호구 사용이 절실하다.

첫 번째로 사격과 포격 등 충격음이 주로 발생하고, 시간 

가중치 소음이 낮은 경우에는 Combat Arms와 같은 충격

음을 차단하고, 대화 소리, 발자국 소리 등 낮은 소음은 통

과시키는 필터가 장착된 방음 보호구를 추천한다. 일반 산

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귀마개는 작업장에서 일정하게 소

음이 발생하는 시간 가중치 소음이 높게 발생하는 작업장

에 적합한 보호구이므로 이를 충격음만 주로 발생하고 시간 

가중치 소음이 낮은 전투 훈련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로 사격장 또는 포격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교관 

및 관리급은 전자 감응형 군용 귀덮개를 추천한다. 단순히 

필터를 통해 대화소리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자회

로를 이용해서 대화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훈련병 및 사

병의 구호나 상급의 지시 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소통이 가

능하며 동시에 83 dB 이상의 소음은 차단하면서 청력을 

보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비업무를 하는 공군 내 부사관 및 장병은 일

회용 귀마보다 재사용 귀마개 사용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재사용 귀마개는 재질이 합성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모

양이 귀 모양에 맞게 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마개를 손

으로 말 필요가 없다. 주로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정비 작

업을 고려하면, 손으로 귀마개를 말 필요가 없는 재사용 귀

마개는 작업의 효율성과 귀마개 착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정비 업무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부사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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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은 전자 감응형 군용 귀덮개를 추천한다. 단순히 필

터를 통해 대화소리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대화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정비 관련 대화 및 

지시 사항에 대한 소통이 가능하며 동시에 청력을 보호할 수 

있다.

4.2. 정책적 관리대책

4.2.1. 교육

소음을 근본적으로 감소, 격리할 수 있는 공학적 대책이 

힘들다면, 방음 보호구 착용과 교육은 필수적이다. 전투 훈

련 상황 시, 방음 보호구의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

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력 보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군 생활 후 청력 감퇴, 난청 등의 발생 

비율은 감소하기 힘들다.

청력 보존 교육 프로그램을 훈련소 훈련 과정 중 1시간을 

배정하고, 귀마개를 착용하는 실습 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대 배치 후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 주변 게시판에 

청력 보호 포스터 및 팜플렛을 게시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도록 권장하도록 한다. 또한, 자대 내 교육 시간 중 

청력 손실 예방 동영상, 소음과 인체 유해성 동영상 등을 

상영하면서 소음의 유해성을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4.2.2. 소음구역 표시

충격음이 발생하는 소음 장소에도 청력을 보호하는 소

음 구역 표시를 하도록 한다. 소음 구 역 표시 방법은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6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등을 준수한다.

4.2.3. 보호구 보급

귀마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같이 지급하

도록 한다. 귀마개가 더러워지면, 바로 교체하기 쉽도록 소

음 발생 지역 근처에는 귀마개 디스펜서를 설치한다. 보호

구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보호구 

사용을 격려하고, 더러운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군수사령부는 방음 보호구 입찰 사양서 검토 시, 일반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귀마개 뿐만 아니라 충격음

을 차단화하고 대화음을 통과시키는 다양한 군용 방음 보

호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보호구 물량은 최소 군생활 

중 1년에 한 번씩 귀마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물

량 산정을 제안한다. 현재의 보급 체계로는 귀마개를 필요

로 하는 곳에 귀마개가 제 때 보급되지 않고, 가격에 민감

하기 때문에 저가의 저품질 제품이 군에 보급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일회용 귀마개를 몇 번 사용 후, 손으로 귀마

개를 말 때, 귀마개가 부서져 버리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공장의 품질 수준(ISO 9001, ISO 14001)도 입찰 사양

서에 추가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귀마개 밀착 검사의 결과가 모두 차음률로 표

시되어 있어 실제 군인들이 훈련장소에 따라 어떤 유형의 

소음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고, 귀마개 착용시 어느 정

도의 감음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군대에서 훈련장

소에 따라 실제적인 감음평가가 이루어져 보다 정확한 결

과를 통해 향후 군소음 관리방안 마련에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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