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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o-ni Firing Range in Maehyang-ri consisted of a firing range around  ‘Nong-sum’ and  a land-based firing

range in the nearby coastal area. From 1951, when the US Air Force began field firing, residents of Maehyang-

ri suffered damage to health, environment, life and property due to 54 years of field firing and noi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environmental damage, property loss, and health impairment by

reviewing literature and related lawsuits. Environmental damage, the destruction of coastal fisheries and wetlands,

would be a result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of soil. Fishing restrictions and the confiscation of farmlands

caused financial hardship. Errant bombings led to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including buildings and livestock.

As a result, residents repeatedly sued the Republic of Korea for damages. The court decided partially in favor of

the plaintiffs. Finally, Koo-ni firing range was closed down in 2005.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t is presumed

that the noise caused hearing problems, hypertension, and mental illness. Since earlier studies were confined to

a small fragment of the damage, additional studies focused on chronic health hazard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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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에서 미국 공군의 사격훈련이 시

작되었다. 사격장이 설치된 상태에서 한미행정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쿠니(Koon-ni, 고온리라는 옛 마을 지명) 사

격장이 공식적으로 들어섰고 그 후 주한 미군이 공

군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격장은 해안

에서 1.6 km 떨어져 있는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2.4 km 이내 해양일대의 해상 사격장 690만 평과 매

향 1~4리에 걸친 해안지역에 설치된 육상 사격장

29만 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Fig. 1).1,2) 훈련에 참

가하는 전폭기는 주한 미국 공군(오산, 군산, 대구

비행장) 뿐만 아니라 일본, 괌, 태국, 오키나와, 태평

양의 항공모함 등에서 주기적인 출격 훈련으로 평가

점수를 받고 돌아가는 국제폭격연습장이었다. 기종

은 A-10, F-4E, F-16, OV-10 등이며, 공격용 헬리

콥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투기와 헬기 등이 매

향리, 이화리, 석천리 일대 상공을 저공비행하다가

이화리 방향에서 석천리를 거쳐 매향리 방향으로 급

강하하면서 매향리 육상 사격장에 기관총사격을 하

고 다시 급상승하는 방법으로 훈련하였다.2) 매주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간 250여 일을 오전 9시경

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평균 11.3대의 편대가 훈련

에 참가하면서 15~30분 간격으로 행해진 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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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사격 횟수가 자그마치 1일 600회 이상이었

다.2-4) 뿐만 아니라 특별 훈련이 있을 때에는 24시

간을 3주간 실시하였다.2) 주민들은 육상 사격장의

철조망을 사이로 거주하면서 육상기총사격장 표적지

로부터 불과 400 m 정도 떨어진 곳에 농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사

격장 내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사격훈련과 비행기를

이용한 폭격 훈련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환경 및 연

안 어장 파괴 등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오폭

사고와 불발탄 폭발로 인해 사망 및 손상과 같은 인

명피해와 주택 파괴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한 폭

발물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사격 잔재물에 의한 농섬

과 갯벌의 중금속 오염 문제와 장기간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 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의 건

강문제가 제기되었다.

1988년부터 이 지역 청년회에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하여 유인물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

하였고, 국방부, 경기도,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3) 합동소음대책위원회 구성, 사격장 점거 농

성, 국회에 청원서 제출, 환경단체와 연계한 사격장

폐지 및 피해보상 요구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

하였다.3) 또한 1989년 4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소음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에 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여5)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를 알리는 등의 노

력을 하였으나, 별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98년에 지역주민 14명이 미국 공군 사격장의 폭

격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정 소송

의 결과로 2005년 8월 30일 매향리 국제폭격연습장

은 완전 폐쇄되어 54년 만에 극심한 폭격 소음과 오

폭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현재 매향리 주민

들은 농섬의 갯벌에서 연습탄과 2천 파운드급 중형

연습 폭탄을 수거하여, 갯벌도 정화시키고 수거한 연

습 폭탄들을 재활용하여 평화박물관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매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피해

에 대한 연구와 법적 소송의 내용을 파악하여 앞

으로 역사의 귀감이 되고자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

하였다.

II. 지역주민 피해

1989년 4월 조사 이후로, 몇 편의 건강피해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법원이 소음에 관한 객관적

인 평가를 제 3자에게 위탁하여 1998년 Jang과 Lee

가 사격장 주변지역의 환경소음 평가를 실시하였

다.4,6) 2000년 Ju 등은 지역주민의 청력수준 평가뿐

만 아니라,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지역주민

들의 수면장애, 임신력, 스트레스, 정신·심리적 상

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고 생체시료를 이용한 혈

중 중금속 농도를 평가하였다.7) 같은 해 Yoo 등이

지역주민의 청력 변화를 주제로 한 논문을 한국청각

학회지에 게재하였다.8) 2008년에는 미국 공군 사격

장 주변 주민에 대한 자살자 조사와 정신건강평가가

이루어졌다.9,10)

1. 환경 피해 

매향리 사격장 주변 갯벌과 지하수의 중금속 오

염과 그 정도에 대한 측정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2000년 5월 녹색연합은 사격장이 폐쇄되기 전 일시

적으로 폭격이 중지된 기간 동안 농섬의 토양환경조

사를 실시하였다.11) 농섬 표적지를 중심으로 10군데

의 토양을 채취한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중 포화지역의 토양에서는 평균 비소함유량의

13배에 달하는 5.37 mg/kg의 비소가 검출되었고, 카

드뮴은 4.74 mg/kg, 납 845 mg/kg, 구리 62.1 mg/

kg이 검출되었다.11) 2005년 8월 ‘매향리 미공군 폭

Fig. 1. Location of Koo-ni firing range. Adapted from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ortal

system of Seoul c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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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장 철거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이 공동으로 ‘매향리 농섬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하

였다. 농섬 정상과 그 주변에서 총 7개의 토양을 채

취하여 분석한 결과, 각 샘플의 중금속 최고 농도는

카드뮴이 2.13 mg/kg, 구리 62.62 mg/kg, 납 2,500

mg/kg이었다.12)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환

경관리공단과 목포대 갯벌연구소가 각각 육상과 갯벌

의 환경오염을 조사한 결과, 매향리 사격장 2,376만

9,000 m2 중 6,960 m2의 토양이 오염되었고, 납이

3,445 mg/kg으로 기준치(100 mg/kg)의 34배라고 발

표하였다.13) 총석유계 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 TPH)는 2,377 mg/kg으로 기준치(500 mg/

kg)의 4배, 아연은 783 mg/kg으로 기준치(300 mg/kg)

의 2배였다. 휘발유에 포함된 4가지 성분인 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는 272

mg/kg으로 기준치(80 mg/kg)의 3배, 구리는 259 mg/

kg으로 기준치(50 mg/kg)의 5배, 니켈은 77 mg/kg으

로 기준치(40 mg/kg)의 1.9배였다.13) 지하수 오염의 경

우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TCE)의 오염농도는 0.079 mg/l로 기준치(0.01 mg/l)

의 7.9배,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

오염도는 0.042 mg/l로 기준치(0.03 mg/l)의 1.4배,

벤젠은 0.333 mg/l로 기준치(0.015 mg/l)의 22배였

다.13) Lee 등(2008)은 매향리 농섬과 갯벌, 그리고 내

륙 사격장 토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농섬

에서 납 농도가 최소 16.65 mg/kg, 최대 82.85 mg/

kg이었으며, 갯벌에서는 최고 623.9 mg/kg의 농도

를 보였고,14) 내륙 사격장에서는 최고 362.3 mg/kg

이었다.15) 

위와 같은 중금속 오염은 매향리 갯벌에 많이 서

식하고 있었던 동죽, 가무락, 백합 등의 개체수를 감

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가무락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납이 건조시료 1 kg당 5.02 mg이 함유

되어 미국의 패류식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11)

2. 재산 피해

매향리 주민들은 환경 피해이외에도 재산에 대한

다양한 피해가 있었다.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해상

사격장의 훈련 때문에 제대로 된 어업이 불가능해졌

고, 갯벌에서 조업도 제한되었다. 1968년 농섬 반경

3,000 피트 구역과 해안지역 38만 평이 징발되었고,

1979년에는 8,000 피트까지 확장되어 500여 만 평

규모의 사격장이 조성되었다.16) 1980년에는 해안지

역 토지 50여 만 평이 추가로 징발된 뒤 육지 사격

장이 생겼다.16) 농경지 징발 당시 평당 500~600원이

던 농지는 평당 180~200원에 징발되었고, 그 이후

로는 강제 수용된 땅을 평당 약 150원의 임대료를

매년 국방부에 납부하고 폭격연습이 없는 토·일요

일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16) 54년 세월 동안

매향리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오폭 피해가 있었다.

2000년 5월 8일 223 kg 폭탄 6대를 실은 비행기 한

대가 훈련 도중 폭탄 6대를 한 번에 떨어뜨린 사고

가 있었다. 6개의 폭탄이 한꺼번에 폭파되는 사고로

인해 700가구 이상이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주택 균열과 파손은 물론 젖소 등의 가축이 사산하

기도 하였다.

3. 건강 피해

1) 사망과 손상

자료에 따르면 사격 훈련에 의한 피해를 입은 주

민만 713가구 4천여 명에 달하는데, 오폭사고와 불

발탄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손목 절단 및 옆

구리 부상 등 오폭으로 인해 손상을 당한 주민도

15명 이상이라고 한다.17,18) 신고가 된 주민 피해는

3,459건에 이른다. 알려진 인명피해 중 일부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1952년 34세 남자가 웃섬 인근에서 굴을 채취하

던 중, 전폭기에서 발사 후 떨어진 기총 탄피에

등을 맞아 현지 부대에서 치료만 받음.

· 1959년 16세 남자가 마을에서 500 m 떨어진 소

나무 야산에서 귀가하던 중 포탄(10 kg)을 머리

에 맞아 사망. 보상이나 장례 등 기록 없음.

· 1960년 21세 남자가 마을에서 500 m 떨어진 소

나무 야산에서 불발탄을 줍다가 폭발하여 현장에

서 사망. 보상, 장례 등 기록 없음.

· 1965년 18세 남자와 15세 남자가 구비섬(폭격 훈

련에 의해 현재 사라짐) 인근에서 조개를 채취하

던 중 투하된 폭탄 파편에 의해 각각 가슴에 중

상, 옆구리 상해 입음. 미국 공군 헬기가 오산 미

국 공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응급조치 후 수

원 기독병원에서 자비로 수술.

· 1967년 33세 임신 8개월인 임신부가 구비섬 앞

에서 굴 채취하던 중 투하된 포탄을 맞아 사망.

고인의 남편을 사격장 경비원으로 채용해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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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30세 남자가 마루뻘 어장(사격장 외곽선

에서 4.5 km 지점)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헬기

에서 발사한 기관총탄에 오른쪽 팔목 관통과 오

른쪽 엄지발가락 부상. 갑판에 박힌 탄두를 증거

로 수원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여 처음으로

8천 5백만 원 피해배상을 받음. 

위와 같이 사격 훈련에 의해, 혹은 그 잔해에 의

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대부분 별다른 보상을 받

지 못하였다.

2) 만성 건강 장해

(1) 청각 장해

매향리의 소음 노출 수준에 대한 조사는 다수 행

해졌다. 1988년 10월경 미국 공군이 사격장의 소음

을 2주간에 걸쳐 측정한 결과 항공기소음영향도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가 90~110 dB이었고,2) 이듬해인

1989년 3월, 경기도지사 명의로 작성된 ‘미 제7공군

사격장 소음공해에 따른 화성군 우정면 주민반발 대

책건의’에 의하면 사격장 주변 반경 4 km 이내 8개

마을에서 80 dB 내지 150 dB에 이르는 소음이 측정

되었다고 한다.2) 1989년 Cho 등이 매향리 일대의

환경소음을 장소별로 측정하였는데 지시 소음이

80.3~107.5 dB이었다.5) 1990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사격장 소음공해 피해보상에 관

한 청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매향리 사격장 인근

지역의 평균 소음은 90 dB 이상이었다.2) Jang과 Lee

는 1998년 8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약 8개월에 거

쳐 소음측정과 훈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훈련이 있

는 날 하루 평균 소음이 70.2 dB(범위 41.7~97.9 dB,

표준편차 11.8 dB), 1분간 평균 소음의 최대치는

127.9 dB(범위 94.8~140 dB, 표준편차 12.5 dB)이었

으며, 이는 훈련이 없는 날 하루 소음의 평균값이

50.8 dB(범위 40~56.8 dB, 표준편차 7.2 dB)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반 공업지역의 낮 시

간(06:00~22:00) 생활환경소음 기준보다 높았다.4,6)

매향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ho 등(1990)

은 회화영역의 장애를 나타내는 평균법에 따른 난청

(500 Hz, 1,000 Hz, 2,000 Hz 순음청력역치의 평균 >

26 dB)의 유병률은 노출군에서 24.0%, 비노출군에서

13.4%로 노출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5) Ju 등(2000)

에 의한 연구에서는 매향리 주민들의 가청영역 주파

수(500 Hz, 1,000 Hz, 2,000 Hz, 3,000  Hz, 4,000 Hz)

별 청력역치가 대조군 주민보다 유의하게 높았다.7,8)

특히 3,000 Hz와 4,000 HZ에서 청력역치가 대조지

역 주민들에 비해 오른쪽은 각각 3.5 dB, 7.7 dB씩

유의하게 높았으며, 왼쪽은 각각 9.1 dB, 16.3 dB로

유의하게 높아, 4,000 Hz에서 청력저하가 두드러지

게 관찰되었다.7,8) 산업안전기준법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직업병 인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노출군의

7.1%(28명 중 2명)가 ‘직업병 인정 수준’의 난청이

있었다.7,8)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 강도와 기간에

따라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해지는 특징을 가진다. 위

의 두 연구로 사격장 소음 노출이 매향리 주민들의

청각계통에 장해를 일으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심혈관계 장해

Cho 등(1990)은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과 대조 지

역주민의 평균 혈압은 수축기가 각각 138.0±23.2

mmHg 및 126.8±19.3 mmHg, 이완기가 각각

84.5±14.4 mmHg 및 73.8±11.3 mmHg로 모두 노

출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군의 합을 표준인

구로 하여 직접 표준화법으로 얻은 유병률은 각각

24.0% 및 8.6%로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교차비는

3.36이라고 보고하였다(당시 WHO 기준에 의하여 고

혈압은 수축기 혈압 160 mmHg, 이완기 혈압 95

mmHg 이상으로 정의).5) 반면 Ju 등(2000)의 연구에

서는 피해지역과 대조지역 주민들의 혈압 수준과 맥

박수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7)

(3) 정신신경계 장해

Ju 등(2000)은 매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된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수면장애, 임신력, 스트레

스, 정신·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피해지

역 주민들은 수면장애에서 ‘잠을 자다가 깨는 횟수’

는 평균 0.82회(대조지역 0.27회)였고 ‘일주일 평균

잠들기 힘든 날 수’는 1.57일(대조지역 0.77일)이

었다.7) 심리사회적 건강지수(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를 이용한 스트레스 평가결과는, 총 135

점 만점 중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우 평균 53.2점, 대

조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평균 35.3점으로 피해지역

의 평균값이 높았다.7) 또한 피해지역 남성의 정신·

심리적 이상 평가를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

R)를 적용한 결과, 대조지역에 비해서 신체화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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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공포감을 유의하게 더 많이 호소하였다.7) 

2008년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매향리 지

역주민의 자살자수 조사, 정신건강 평가, 폭격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발표한 바 있

다. 지역주민의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증후

군에 대하여 각각 우울증 자기기입식 설문조사(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벡의 불안척도검사(Beck Anxiety Inventory,

BAI),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 설

문을 사용하였다.9) 매향리 주민의 설문 점수의 평균

이 CESD 17.5점, BAI 13.7점, IES 15.4점으로 각

각 10.4점, 8점, 2점인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유

의하게 높았다.9) 또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매향

리 거주자의 연도별 자살률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

살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향리 거주자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배 가량 높았다.9,10) 위와 같

이 사격장 소음 노출이 매향리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기타 건강 장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매향리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수차례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금

속 중독과 관련한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Ju 등(2000)이 지역주민 29명을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평균이

3.42 µg/dL로 나타났고, 대조지역의 경우 2.64 µg/dL

이었다.7) Ju 등(2000)의 연구에서 매향리 주민들의 ‘

비정상적인 유산’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고,7) Cho 등

(1990)의 연구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조지역 주

민에 비해 복통, 소화불량, 오심 등의 소화기계 증상

을 많이 나타냈다.5) 납에 노출될 경우 그 증상은 여

러 계통에 거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소화기계

통, 신경근육계통, 그리고 신경계통에 주로 나타난다.19) 

III. 법적 소송

1998년 지역주민 14명(전석진 외 13인)이 미국 공

군 사격장의 폭격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정 투쟁의 전개와 사격장

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그에 대한 민원이 증가

하면서 2000년 8월부터 지상훈련장을 폐쇄하고 농

섬을 중심으로 해상 훈련만을 지속하였다. 2001년

4월 11일 서울지방법원이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발

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사격장의 공공성을 감안하더

라도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이라며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여 년 동안 진행된 사

격장 철폐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다. 이후 2001년 8월 강태복 외 1,899명과 김순환

외 321명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년 3월에는 김

근배 외 14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는 등 소송이 이어졌다. 전석진 외 13인의 항소심에

대하여도 2002년 1월 서울 고등법원은 원고 14인에

게 총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이 금액은 1995년 2월 26일 이전 발생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 소멸로 처리하여 계산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

를 알고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이며, 매

향리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

고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1988년 7월경을 소멸시

효의 기산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004년 3월 대법

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첫

번째 법정투쟁은 마무리되었다. 2005년 8월 30일 매

향리 사격장의 관리가 한국의 국방부로 이관되었다.

이날부터 미국 공군이 공군기지에서 철수를 시작함

으로써 마침내 매향리는 폭격 소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5년 1월 강태복 외 1,899명의 소송은 원

고 일부 승소하여 81억 5,467만 9,600원의 피해 보

상을 받게 되었다. 김순환 외 321명의 소송은 2006

년 4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08년 8월 항소

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7억 6,400여 만 원

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다. 2002년 3월 김근배

외 14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 2,400

여 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4억

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0년

7월 항소심에서 전입일 부터 사격장 훈련 중단일인

2000년 8월 1일까지 매월 15~17만원의 손해배상금,

총 4억 6,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이 2010년 11월

과 12월에 두건의 사건을 상고 기각시키면서 긴 법

정 투쟁이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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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로 정의하며, 일반적으

로 인위적으로 발생한 음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청

각기를 자극하여 불쾌감, 수면방해, 대화방해, 청력

손실 등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20)

특히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으며 그 기전이 명확하다. 소음은 일시

적으로 신경세포의 가역적인 피로현상을 일으켜 신

경의 전도성을 저하시키는 가역적이고 일시적인 청

력 역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오래

노출 될 경우 코티기관 내 신경 수용기의 비가역적

인 파괴 현상이 일어나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유발

할 수 있다. Cho 등(1990)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매향리 주민들은 대화영역의 장애를

나타내는 평균법에 따른 난청의 유병률이 노출군에

서 유의하게 높았다.5) 그러나 노출 기간과 청력 손

실률을 연령 보정 회귀 분석한 결과 소음 노출과 청

력 손실의 양 반응관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5) Ju

등(2000)은 매향리 주민들의 가청영력 주파수의 역

치를 조사하여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7,8)

우리나라의 생활환경 소음 측정 방식은 등가소음

도(Equivalent Continuous Sound Pressure Level, 이

하 Leq)로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으로 항공기

소음 영향도를 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평가수준은

항공기 소음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대별로

항공기 통과 횟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통과 시

간대 별로 가중치를 둔다.21) 그러나 군용 항공기의

경우 비행시간과 횟수가 불규칙하며 군사 보안상 정

확한 비행시간을 알 수가 없어 군용항공기의 소음

측정에 Leq 법이 쓰일 수 있다. 특히 매향리의 경

우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뿐 아니라 사격 훈련

에 의한 소음을 고려해야 하며, 만성질환과 장기간

의 소음 노출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이러한 소

음 측정방식이 더욱 적절하다.22) 1998년 2월 매향리

마을 주민 전석진 외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

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른 법원의

감정요청에 따라 Jang과 Lee가 사격장 일대의 환경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지시 소음이 아

닌 Leq 평균 소음을 사용하였으며, 하루 동안 소음

을 평가하였다.6) 이러한 하루 평균 소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소음 기준의 어떠한 항목 보다

높은 값인데다가, 130 dB 이상의 순간 소음은 고막

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의

1분간 평균 소음의 최대치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정

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일

반적으로 지속적 혹은 간헐적 소음에 노출되는 동안

진행되며 특히 하루 8시간 85 dB 이상의 소음에 노

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23) 위와 같

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매향리에서 실시한

다수의 소음 측정과 주민들의 청력 조사를 통해 사

격장 소음 노출이 매향리 주민들의 청각계통에 장해

를 일으켰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 반응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골도 청력을 측정하

지 못했다는 점, 8,000 Hz의 고음 영역에서 청력 검

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제한점이 있다.

소음 노출은 청각 계통 외에 심혈관계, 신경내분

비계통, 정신계통에 생리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24) 특히 소음 노출과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혈관계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졌다.22,24-27) 급성 소음 노출에 의한 혈압

상승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며, 그 기전

이 잘 알려져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 급성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혈관 내의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되어 이

에 따라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한다.28)

그 후 소음 노출에 의한 혈압 상승은 대부분 항상

성을 이루며 정상화 된다. 그러나 어떤 인구 집단으

로 예를 들어, 소음 노출에 의해 그들의 수축기 혈

압이 조금이라도 상승한다면, 심혈관계질환의 유병

률과 사망률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25) 하지만 만

성 소음 노출이 심혈관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 역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다.25) 심혈관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유전적요인, 생

활습관 등으로 다양하고 이를 모두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워, 기존의 연구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 많다. Passchier-Vermeer와 Passchier(2000)는 환

경소음의 경우 70 dB, 직업적 소음 노출의 경우 85 dB

이 고혈압 유발 역치임을 발표하였고,24) Lee 등(2002)

은 금속제품 제조업체의 530명을 소음 노출 수준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음 노출 기간과 노출 수준에 따라 혈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29) 반면에 Kim 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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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의 고혈압

유병률이 대조지역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21) Kim

등(2000)의 메타분석에서 사업장에서 만성 소음 노

출과 근로자의 혈압이 상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26) 이처럼 만성 소음 노출이 심혈관계질환 증

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이 많다. 실

제로 그 관계는 최소 20년, 확실한 관련성을 보이려

면 25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바이다.30-32) 

Cho 등(1990)의 연구는 사격장 소음이 24시간 이

상 중단된 이후 혈압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것을 연

속변수로 측정하였다는 데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하

지만 두 연구 모두 단면 연구이었으며, 혈압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고, 특히

Ju 등(2000)의 연구는 혈압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

던 바와 같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

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매향리 주

민의 만성적인 소음 노출과 심혈관계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향후 적절히 설계

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음 노출과 정신심리학적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

구는 증가된 생리학적 스트레스 반응, 사회생활에서

부작용, 수면장애 등이 주를 이룬다. 소음을 일종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소음에 대한 스트레

스 반응이 나타날 경우 불안, 우울감 등의 정신적

문제, 공격성 증가 등의 행동문제, 소화기, 심혈관,

호흡기 등에 신체화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24) 또한

소음이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낮의 졸림, 집중력 저

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Kim 등(2008)의 연

구에서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대조지역에

비해 불안장애와 일차성 불면증 비교 위험도가 높다

고 밝혔으며,21) 뮌헨 공항 연구에서는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취학 아동들이 읽기 이해력, 장기 기억능

력이 저하되었으나 공항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후

상기 능력들이 상승했다고 하였다.33,34) Ju와 Kwon

(2004)은 춘천시, 군산시, 대구광역시의 미군기지 주

변 주민을 대상으로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서 수행하

였던 것과 비슷한 연구를 하였다. 심리사회적 건강

지수를 이용한 스트레스 정도는 대조지역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고, 간이정신 진단검사(SCL-90-R)를 이

용한 정신심리적 상태 평가에서도 그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35)

그러나 소음에 노출된 집단에서 정신심리학적 건

강피해가 많았다고 하여도 정신심리학적 건강피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분석 과정에서 다

양한 요인을 모두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고, 연구 과

정에서 여러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물리적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별로 나타

나는 정신심리학적 문제들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 불

가능하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 많은 변이가 존재하

고 그 변이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

문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세계보건기구는 혈중 납 농

도가 10 µg/dL 이상일 때 우려할 만한 요인이 된다

고 하였으나, 납은 더 낮은 농도에서도 발달과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완전히 안전한 노출정

도는 밝혀지지 않았다.36,37) 납은 지각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납이 없는 환경이란 드물다. 납 노

출은 납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거나,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함으로써 소

화기관을 통해 노출되며, 유기 납은 피부에서 흡수

된다. 다른 증상보다 소화기계 증상은 오랜 기간 동

안 중등도 납 노출이 있었을 경우 잘 나타난다. 또

한 납 노출의 기왕력이 있는 여성에서 유산율이 증

가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38) 그러나 매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납 중독에 중

점을 둔 연구가 전무하여 나타난 증상들이 납 노출

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

다. 토양의 납 농도가 연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채취 시기, 계절 및 채취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Cho 등(1990)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복통,

소화불량, 오심 등의 소화기계 증상은 납 노출에 의

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Ju 등(2000)의 연

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유산’ 사례도 납 노출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중금

속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향후

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혈중 중금속 농도의

측정, 관련한 증상, 징후 및 질병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V. 결 론

매향리 미국 공군 사격장의 역사와 그로 인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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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주민 피해, 법정 투쟁과정을 알아보고, 사격

장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그들의 건강문제를 종합하였다. 또한 관

련한 건강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였

다. 반세기 이상의 소음 노출은 지역주민들에게 소

음성 난청, 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며, 사격장이 폐쇄

된 지금에 와서도 중금속에 오염된 갯벌 등 환경 문

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수차례

의 연구는 피해의 일부를 밝히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만성적 건강피해

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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