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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조선기술의 발전과 선박의 대형화 및 첨단화는 상선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최신 선박에 승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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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선원들의 근무환경은 그다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으

며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

다. 그 중에서도 선박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선박에서 장기

간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박은 육상 건축물과 달

리 강구조물로 되어 있어 구조적인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

며, 소음원의 발생시점에서 전달되는 소음을 중간에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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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통상적으로 직업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8시간 동안 85 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습선박에서 7종류의 담당업무별 작업자들의 소음노출레벨을 측정하였다. 항해 중, 24시간 동안 작업자의 

위치하는 A특성등가소음레벨(LAeq,i)과 소음장소의 지속기간(h) 및 소음기여도(Lex,24h,i)를 고려한 소음노출레벨(Lex,24h)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갑판사관 그룹 Lex,24h=56.1 dB, 갑판부원 그룹은 Lex,24h=58.9 dB, 실습항해사들은 Lex,24h=62.0 dB, 취사부원들은 Lex,24h=64.3 dB, 실습기관사그룹

은 Lex,24h=91.1 dB, 기관사관 그룹은 Lex,24h=91.1 dB, 그리고 기관부원 그룹은 Lex,24h=95.1 dB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들, 기관부원들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소음이 심한 기관실에서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면 기관사관그룹은 Lex,24h=23.1 dB, 기관부원그룹은 Lex,24h=24.4 dB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Lex,24h=21.5 dB의 소음노출레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습생들의 거주구역인 제2 강의실 겸 식당구역에 바닥시공을 64 mm, A-60-class 뜬바닥 구조로 개선했다면 

실습항해사들의 소음노출도는 Lex,24h=4.3 dB, 실습기관사들은 Lex,24h=1.8 dB 정도 추가적인 감소가 있었을 것이다. 

핵심용어 : 소음, 소음노출레벨, 소음기여도, 청력보호구, 뜬바닥 구조

Abstract : To minimize occupational noise induced hearing loss, it is recommended that workers should not be exposed to noise levels exceeding 85 

dBA for over 8 h. In the present study, noise exposure levels were measured for seven workers based on their tasks on a training ship. The A-weighted 

noise exposure level (Lex,24h) was measur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A-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 (LAeq,i), duration (h) and noise 

contribution (Lex,24h,i) from the workers’ locations. Results are thus obtained for different job categories as follows: officer group Lex,24h=56.1 dB, 

navigation crew Lex,24h=58.9 dB, navigation cadet Lex,24h=62.0 dB, ship’s cook  Lex,24h=64.3 dB, engine cadet Lex,24h=91.1 dB, engineer Lex,24h=91.1  dB, and 

engine crew Lex,24h=95.1 dB. It was determined that the engineers, engine crews, and engine cadets in charge of machinery must wear hearing protection 

devices. By wearing hearing protection devices when working in highly noisy engine rooms, it is estimated that the noise expose levels could be reduced 

by the following amounts: engineer Lex,24h=23.1 dB, engine Crew Lex,24h=24.4 dB, and engine cadet Lex,24h=21.5 dB. Moreover, if the no. 2 lecture room 

and mess room bottom plates in the cadets accommodations were improved to the 64 mm A-60-class floating plates, then further reductions are possible 

as follows: navigation cadet Lex,24h=4.3 dB and engine cadet Lex,24h=1.8 dB.

Key Words : Noise, A-weighted noise exposure level (Lex,24h), Noise contribution (Lex,24h,i), Hearing protection device, Floating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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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소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육상 건축물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건물들의 벽식 구조물에서 기둥식 구조물

로 변화를 모색하며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활

발하다. D건설사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하여 건설하는 등 소음감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선박분야에서는 선박 건조기술의 비

약적인 발전에 비해 소음감소에 대한 선주나 조선소의 노력

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박에서 장시간 근

무하며 생활해야하는 선원들의 소음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

하다.  선박 종류별로 선급에서 정하는 건조 규칙 및 시행령

에 의거하여 우수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채택되어 2015년 우리나라에 발효된 2006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2006)에서는 선원들의 작업

공간과 생활공간의 실질적인 소음감소를 위한 방안제시 보

다는 높은 소음에서 장시간 노출에 의한 청각 및 건강에 대

한 위험과 소음보호 장치 및 장비의 적절한 이용에 대한 지

도, 필요한 경우 선원들에게 청각 보호장비의 제공과 착용

을 권고 하고 있다(MLC 2006, 2015). 선급에서 규정하고 있

는 선박건조의 소음관련 법규는 소음 및 진동지침에 따르

며,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2014년 7월 발효된 IMO 선박 소음코드 MSC.337(91)에 소음 

레벨에 대한 한계치를 규정 하고 있다(IMO, 2012).

한편 Sayler et al.(2018)가 미국에서 14개 금속 제조시설회

사의 근로자 중 소음노출 측정치 83.1dB(A)의 환경에서 작업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비용을 10년

간 지출하고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실험에 참가한 소

음노출 근로자의 15 %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리고 청력보존프로그램, 적합성 검사 및 교육을 

통해 청력장애 유병률과 고주파 청력손실 감소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선박의 소음이 심한 기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승

조원은 소음노출 측정치가 IMO에서 정한 기준범위를 상당

부분 초과하는 소음환경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청력보존 프

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며 선박근로자의 청력보존에 선주 

및 작업자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계대학 실습선으로 운항 중인 

세계로호(9,196톤)의 작업환경과 직무가 다른 7그룹의 승조

원들을 대상으로 항해 중, 24시간동안 소음노출레벨을 측정

하여 직무별 소음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선원들의 소음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선박 소음감소에 대한 현황

2.1 선박건조와 소음 

실험선박은 2019년 건조되어 해양계대학 실습선으로 운

항 중인 세계로호(9,196톤)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소음에 

대한 규정은 Table 1에서 나타내듯이 IMO규정에 만족하는 

소음한계수준으로 건조되어 있다. 선박의 소음 측정에 대한 

사항은 선급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지만(KR, 2020) 선박 공간

내의 측정위치나 공간의 크기에 따른 최소 측정개수를 Table 

2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Designation of rooms and spaces
Ship size

1,600~10,000GT

Machinery spaces 110

Machinery control rooms 75

Non-specified work spaces 85

Navigation bridge and chart-rooms 65

Navigation bridge wing and windows 60

Radio rooms 65

Cabin and hospitals 60

Mess-rooms and Recreation rooms 65

Offices 65

Galleys, serveries and pantries 75

Normally unoccupied spaces 90

Table 1. Noise level limits of IMO Resolution MSC 337(91)

(unit: dB(A))

Spaces Size
Minimum Number of 
Measurement Positions

up to 20 ㎡ 1

20 – 40 ㎡ 2

40 – 80 ㎡ 3

80 – 120 ㎡ 4

120 – 200 ㎡ 5

Greater than 200 ㎡ 6

Table 2. Distribution of Measurement Positions within Spaces

2.2 현존선의 소음감소  

선박기관실의 소음 저감을 위한 차폐공명기 개발 등, 기

관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하고 소멸시키는 방법의 선

행연구(Yu, 2007)도 있었으나 실존선에 적용하여 큰 효과를 

본 사례는 없었다. Kim et al.(2002)은 실제 함정에서 소음으

로 인한 제반 영향과 소음규정을 분석하고, 소음측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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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함형별, 구역별 통계 처리하여 함정에 대한 임

의의 소음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선박 거

주구역의 공기조화 장치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기 및 

흡음재 개발 등 선박용 HVAC 시스템의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노력은 장기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Park et al., 2018). 최근 선박 건조 시 각 구획

에 적용하는 Deck Covering 방법으로 64 mm, A-60class 뜬바닥 

구조설비(Floating Plate)가 거주구역의 소음과 진동 감소에 

괄목할 만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선급에서 발행한 텍스트북 “선박 진동·소음 제어지침”에서

는 뜬 바닥  위에 벽과 천정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소음 및 

공기소음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고, 소음 저감은

12 dB로 줄어드는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KR, 2014).  

H중공업의 경우 Offshore 구조물에 친환경적인 Floating Plate

를 개발하여 Offshore 구조물에  적용한 결과 10 dB 이상의 소

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HHI, 2013). 이처럼 

뜬바닥 구조를 이용한 선박격실 소음 저감에 대한 앞선 연

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음에도 명확하게 정량적인 소음 감

소률을 표현하기에는 선박특성상 수많은 변수가 있다(Kim 

et al., 2006). 

2.3 승조원의 소음 대책  

IMO에서는 1981년 선박 승조원들의 작업 및 거주환경

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Fig. 1의 소음노출 한계 허

용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24시간 소음노출 허용치를

80dB(A)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박의 특성상 소음이 심한 

기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승조원들은 24시간 소음노출 허

용치가 80dB(A)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2014년 7월 이후 건조되는 선박의 소음관련 규정은 IMO 

MSC 337(91)에서 보다 강화된 소음기준치가 적용되었다. 선

실과 병원의 경우 각각 5dB(A)을 감소시킨 55dB(A), 사무실

과 휴게실 그리고 식당의 경우도 기존 기준치에서 5dB(A)을 

줄인 60dB(A)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0,000 G/T 이상의 선박

에만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수행 대상 선박은 10,000 G/T 

이하의 선박으로 건조 당시 강화된 소음규정을 적용 받지 

못해 기존의 선박들처럼 소음개선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

고 있다(IMO 2012). 

선박에 근무하는 승조원들 중에서 기관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은 정해진 특정 소음레벨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

니라 소음의 발생의 범위와 빈도, 소음레벨의 차이가 크고 

큰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따라서 80dB(A) 이상의 작업환

경에서는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짧은 시간 

동안의 작업 및 의사소통을 위해 청력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즉 소음 작업장에서 청력보호구 착용

으로 인한 어음인지력(Speech Intelligibility) 저하 정도와 배

경소음 종류별 어음인지력 저하 정도의 차이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청력보호구 착용으로 인한 어음 인지력의 저하

는 의사소통에 방해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Park et al., 

2010). 이는 선박에서도 작업능력을 저해하고 번거로움으로 

인해 청력보호구의 착용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현실이다. 

청력보호구인 귀마개를 사용하여 차음 효과를 검증한 연구

에서는 대부분 19-25 dB의 소음 감소률을 알 수가 있었다

(Song and Chung, 2014). 또한 소음작업환경에서 귀마개와 개

인용 청력보호장구를 병행해서 착용하는 것은 올바른 귀마

개의 선택과 착용하는 개인에게 잘 맞는 보호구를 선택해서 

착용을 한다면 25-40 dB(A) 소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Kozlowski and Mlynski, 

2019). Table 3에서 나타나듯이 소음 발생 장소의 소음레벨 

별로 작업제한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기관

실을 비롯한 팬룸 등의 일부 개소에서는 청력보호구의 착용 

없이는 위 규정을 지키면서 작업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

서 선박에서는 소음이 심한 구획에 들어 갈 때는 Fig. 2와 같

이 청력보호구의 착용을 권고하는 심벌을 표시하고 있다. 

Fig. 1. Allowable daily and occasionally occupational zones.

Sound Levels Limit Time

less than 80dB(A) no limit(24hours)

  82dB(A) 16 hours

  85dB(A) 8 hours

  90dB(A) 2 hours

  95dB(A) 50 minutes

100dB(A) 15 minutes

105dB(A) 5 minutes

110dB(A) 1 minute

Table 3. Daily Exposure to Different Sound Levels (MSCP0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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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과 같이 소음이 심한 장소를 출입 시, 청력 보호장구

의 비치가 작업자가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보

관되어야 한다.

Fig. 2. Symbol of Wearing Hearing Protectors.

3. 실험 및 연구

3.1 소음계측

본 실험에 사용된 소음계측 장비는 SVANTEK 977로 2020

년 6월 공인기관에서 Calibration을 마친 제품으로 한국선급 

“소음 및 진동지침(KR, 2020)”에 의거하여 측정절차, 위치 및 

조건을 만족하게 측정하였다. 소음측정은 항해 중에 해상시

운전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측정을 하였다. 해상시운

전 시 소음 측정개소는 113곳으로 본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Fig. 3. NO. 2 Lecture Room of Main Deck VS Machineries 

Arrangement of 2nd Deck (Frame NO. 12 - 35).

Table 4는 해상시운전과 본 실험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비슷한 측정값을 나타내었으나 NO.2 Lecture Room

의 경우 시운전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NO.2 Lecture Room

은 실습생들이 식당으로 사용하고 기관실습생들의 강의실 

및 전체 실습생들의 모임과 행사를 하는 곳으로 사용 빈도

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다른 강의실에 비해 소음측정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진동 또한 크게 발생됨을 현장 확인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 2강의실의 위치를 살펴본 결과, 

Frame NO.12~38번의 Main Deck로 바로 아래 2nd Deck에는 소

음 발생이 심한 장비들이 Fig.3과 같이 다수 배치되어 소음

이 윗층으로 전달됨을 알 수 있었다. 제2강의실의 면적은 

298.5㎡로 Table 2에 근거하여 측정개소를 8개소로 하여 측

정하였다. 한편 Deck Covering을 살펴본 결과, 층간에 소음과 

열전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뜬 바닥구조(Floating 

Plate)로 시공했으면 좀 더 낮은 소음 측정값을 기대 했을 것

이다.

   

Measurement Position Sea Trial At Sea

Navigation Bridge 53.6/54.9 54.1/56.1

Training Bridge 54.2 54.3

Simulator Room(Nav. Deck) 59.7/59.7 58.6/59.9

Capt. Room 49.3 50.1

C/Eng. Room 51.6 53.8

Prof. Room(B) 43.9 47.6

Saloon & Conference Room 56.4/56 53.8/54.2

NO. 1 Duty Office 48 53.2

Ship’s Office 48.9 52.1

C/Officer 44.9 51.1

1/Engineer 49.8 50.8

Off. Recreation Room 54.8 53.5

Seminar Room 61.1/62.5 62.3/62.7

NO.1 Cadet Room 50 51.3

NO.5 Cadet Room 51.1 51.2

NO.1 Lecture Room 58.7/59.3 57.5/58.1

NO.2 Lecture Room 61.1/62 69.7/71.1

NO.3 Lecture Room 53.1 53.2

NO.2 Crew Room 51.4 52.3

Crew Rest & Mess Room 60.0 61.1

Gymnasium 55.1 54.8

Engine Room 93.4/100.2 94.5/101.7

Engine & Cadet Control RM 66.9, 65.7 68.2, 66.8

Workshop 68 70.1

Table 4. Noise level Measurement of T/S SEGERO (unit: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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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음 노출레벨

작업자가 24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소음으로부터 노출되

는 소음노출레벨을 구하는 식은 공식(1)과 (2)에 의거하여 구

한다(MSC. 337(91)).

      log  (1)

여기서 Lex,24h,i : 소음기여도,

        LAeq,i  : A특성 등가소음레벨(dB(A)),

         Ti   :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보내는 시간 

         T0   : 24 시간

  log






  






  




(2)

여기서 Lex,24h : A특성 소음노출레벨(dB(A))

승선 중에 수면과 소음노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Sunde

et al., 2016)에서 선박의 특성상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는 요

인들을 분석한 결과로 수면효율(Sleep efficiency)이 선박은 육

상 거주시설과 달리 쉽게 소음에 노출 될 수 있는 환경인 것

이다. 그중에서도 항해 중에는 선체·기관의 진동과 더불어 

항해와 그로 인한 날씨의 다양한 변화는 계속해서 소음 노

출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항해 중에 작업 

및 근무 환경이 다른 7종류의 작업자들(갑판사관, 갑판부원, 

실습항해사, 기관사관, 기관부원, 실습기관사, 취사부원) 대

상으로 24시간 동안의 소음 노출레벨을 연구하였다. 

4. 결 과

청력보호구의 착용 없이 항해 중에 당직근무하고 개인적

인 선상생활 할 때, 승조원의 24시간 소음노출레벨을 연구한 

결과를 Table 5.1 ~ 5.7까지 나타내고 있다. 갑판사관인 1등항

해사는 Lex,24h = 56.1 dB(A), 갑판부원인 조타수의 경우는 Lex,24h

= 58.9 dB(A), 실습항해사들은 Lex,24h = 62.0 dB(A)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실습항해사가 갑판 사관이나 갑판부원들보다 

Lex,24h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습생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NO. 2 Lecture Room의 LAeq,i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원의 경우, Lex,24h =

64.3 dB(A)을 나타내고 있는데, LAeq,i = 67.2 dB(A)인 주방에서 

8시간 근무하는 환경으로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

관사관인 1등기관사의 경우는 청력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는 Lex,24h = 91.1 dB(A)의 결과 값으로 청력건강에 심각한 영향

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이 심한 기관실 내에서 반드

시 본선이 보유하고 있는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면 통상적

으로 LAeq,i = 24.0 dB(A) 줄일 수 있다고 볼 때, Table 5.5에서 

Engine Room근무 2시간의 Lex,24h,i는 91.1 dB(A)에서 66.1 dB(A)

로 감소되어 Lex,24h = 91.1 dB(A)값이 Lex,24h = 68.0 dB(A)으로 감

소되어 소음환경에서 청력건강에 이상이 없이 승선할 수 있

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관사관들에 비해 엔진제어실 

밖의 기관실 근무시간이 많은 기관부원의 경우는 청력보호구 

없이 근무하면 Lex,24h = 95.1 dB(A)나타내고 청력보호구를 착용

하고 근무하면 Lex,24h,i는 95.1 dB(A)에서 70.1 dB(A)로 감소되어 

Lex,24h = 95.1 dB(A)값이 Lex,24h = 70.7 dB(A)로 감소하게 된다. 

실습기관사들의 경우도 청력보호구 없이 Lex,24h = 91.1 dB(A) 

값을 나타내었고 청력보호구 착용 후 기관실 업무에 임하면 

Lex,24h,i는 91.1 dB(A)에서 66.1 dB(A)로 감소되어 Lex,24h = 91.1 dB(A)

값이 Lex,24h = 69.6 dB(A)로 감소하게 된다. 더불어서 실습생 

구역인 제 3강의실은 기관실이 인접해 있고 2nd Deck임에도 

Deck Covering을 Floating Plate로 설비되어 LAeq,i = 53.2 dB(A)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제 2강의실도 소음감소를 위해 

Floating Plate로 개선한다면 통상적으로 LAeq,i = 12.0 dB(A) 줄

일 수 있다고 가정해볼 때, 실습기관사들은 Lex,24h = 69.6 dB(A)

에서 Lex,24h = 67.8 dB(A)로 감소하고, 실습항해사들은 Lex,24h =

62.0 dB(A)에서 Lex,24h = 57.7 dB(A)로 추가적인 소음노출감소가 

있을 것이다.

Job Category C/Officer Location/Space

Wheel 
House

Officer 
Recreation 

RM

Ship 
Office

C/O Room
Officer 

Mess RM
Gymnasium

Weather 
Decks

Measured A-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 LAeq,i[dB(A)]

56.1 54.2 52.1 51.1 54.1 54.8 66

Duration/Stay Ti [h] 8 1 2 9 2 1 1

noise contribution Lex,24h,i [dB] 51.3 40.4 41.3 46.8 43.3 41.0 52.2

A-weighted noise exposure level 
Lex,24h[dB]

56.1

Table 5.1. Determination of estimated noise exposure levels (Navigation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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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Category
Nav. 
Crew

Location/Space

Wheel 
House

Crew Mess 
RM

NO.7 
Crew Room

Crew 
Rest RM 

Gymnasium
Weather 
Decks

Measured A-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 LAeq,i[dB(A)]

56.1 61.1 53.2 61.1 54.8 66

Duration/Stay Ti [h] 8 2 10 2 0 2

noise contribution Lex,24h,i [dB] 51.3 50.3 49.4 50.3 0 55.2

A-weighted noise exposure level 
Lex,24h[dB]

58.9

Table 5.2. Determination of estimated noise exposure levels (Navigation Crews)

Job Category
Nav. 

Cadets
Location/Space

Nav. 
Bridge

Training
Bridge

NO.24
Cadet RM

Gymnasium
NO.2 Lec. 
RM/Cadet 
Mess RM

NO.1 
Lec. RM

Cadet 
Shower/

Laundry RM

Measured A-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 LAeq,i[dB(A)]

56.1 54.3 51.2 54.8 71.1 58.1 68

Duration/Stay Ti [h] 4 4 9 1 2 3 1

noise contribution Lex,24h,i [dB] 48.3 46.5 46.9 41.0 60.3 49.1 54.2

A-weighted noise exposure level 
Lex,24h[dB]

62.0

Table 5.3. Determination of estimated noise exposure levels (Navigation Cadets)

Job Category
Nav. 
Crew

Location/Space

Cook Galley
Crew Mess 

RM
No. 15 

Crew Room
Crew Rest 

RM 
Gymnasium Cadet Pantry

Measured A-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 LAeq,i[dB(A)]

67.2 61.1 56.2 61.1 54.8 71.2

Duration/Stay Ti [h] 8 2 11 2 0 1

noise contribution Lex,24h,i [dB] 62.4 50.3 52.8 50.3 0 57.4

A-weighted noise exposure level 
Lex,24h[dB]

64.3

Table 5.4. Determination of estimated noise exposure levels (Cooks)

Job Category 1st Engineer Location/Space

Machinery 
Control 

RM

Engine  
RM

Ship 
Office

1st Eng. 
Room

Officer 
Mess RM

Gymnasium Workshop

Measured A-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sound level LAeq,i[dB(A)]

68.2 101.9 52.1 50.8 54.2 54.8 70.1

Duration/Stay Ti [h] 6 2 3 9 2 1 1

noise contribution Lex,24h,i [dB] 62.2 91.1 43.1 46.5 43.4 41.0 56.3

A-weighted noise exposure level 
Lex,24h[dB]

91.1

Table 5.5. Determination of estimated noise exposure levels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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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선박에 근무하는 승조원들은 특히 항해 중에 소음이 발

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

간 승선생활을 해야 하는 승조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건강이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을 모르

고 지나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작업환경과 직무가 다른 7그룹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항해 

중에 24시간동안 소음노출레벨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갑판사관, 갑판부원, 항해실습생 및 취사부 승조원들의 

24시간 소음노출레벨이 취사부 승조원들이 다소 높게 나타

나지만 Lex,24h = 65.0 dB(A) 이하로 나타나서 청력보호구의 착

용 없이도 승선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기관사관, 기관부원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청력보호

구 착용 없이는 Lex,24h = 90.0 dB(A) 이상으로 나타나서 반드시 

기관실을 비롯한 소음이 심한 곳의 출입 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증명하였다.

3. 제 2강의실처럼 소음과 열전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획에서는 Deck Covering을 Floating Plate로 개선한다면 소음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갑판상에 기관실팬의 소음 영향으로 인한 승조원

들의 소음노출레벨이 높게 측정되어 향후 팬 룸의 위치 선

정 및 소음 저감 방안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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