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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교통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소음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소음의 발생을 막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를 위해선

소음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평가와 규제강화, 실제적인 관리와 더불어 경제

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연구는 소음성 난청에 한해

이루어진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소음에 의한 다양한 피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청각기능의 악화, 전신적

영향 외에 정신적인 피해와 집중력 감퇴 등의 현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 계층인 어린이의 주요 활동공간인 스쿨존에서의 소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음의 정도에 따른 피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은 차선 수, 교통량, 주변 유해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여

소음에의 노출량을 조사하였고, 학생들이 받는 영향력과 대기오염의 정도와의

상관성에 대해 유추해 보았다.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서 소음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을 뿐 아니라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은 학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연구를 토대로 법적인 규제기준을 정립하고,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 연구들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유치원의 인근지역

으로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에서 5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

정한 지역이며, 스쿨존은 해마다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는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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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나, 앞으로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뿐 만 아니라, 소음의

저감과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통한 어린이의 건강과 적절한 수준 이상의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쿨존의 소음 및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가 초등학생들의 알레

르기질환 및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의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주의집중력 조사, 소음도 현장측정 및 기 조사된

소음․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학교는 정온지

역에 위치한 학교,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 교통밀집지역 학교, 공업단지 인근

학교 등 4개 유형별로 선정하였으며, 소음측정은 학교 내 대표적인 활동구역을

선정하여 5분간 측정하였고, 아울러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자료 활용에 있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에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각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으로 설문과 주의력검사가 작성

가능한 연령대로 선정하였으며, 학교별 4~5학급 104~111명으로서 총 13학급

432명의 초등학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하였다. 주의집중력 검사를 통해

각 학교 학생들의 이해력, 집중력 등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객관성을 인

정받아 기존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주의력의 정도를 알아보는데 많이 사용되는

검사이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로 각종 알레르기질환과 스쿨존에 대한 인식,

학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으며,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에

대하여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의 도심지에 위치한 교통밀집지역 학교와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 학교가 주의집중력 테스트에서 낮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음과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주의집중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소음도가 낮은 정온지역 학교와 대기오염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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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앞에 두 학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스쿨존 주변 환경이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정온지역과 교통밀집지역의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주변 환경에 대한 인

식과 만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교통밀집지역의 학생들은 정온지역 학교에

비하여 학교활동시 소음에 대해 불편사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이는 스쿨존 주변의 소음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환경개선대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석된 결과이나, 앞으로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학교보

건법에 따르면 현재 소음에 대한 기준은 학교 내 실내에 대한 기준만이 있는데,

실내에서의 소음도에 대한 규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물과 창호의 방음은

잘 기능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소음도에 대한 기준도 학생들이 활동하는 스쿨

존을 포함한 학교전체에 대한 기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소음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는 방음벽설치, 방음창, 저소음포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설계․시공함에 있어 소음감소의 효과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차단

효과 등 다목적이면서도 경제성을 고려한 방음시설들이 설치되도록 관련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어 : 소음도, 대기오염, 주의집중력,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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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음이란 원치 않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소음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World Health Organization(WHO), 1994)에서

“기능 장해나 부가적 스트레스의 보상 능력에 장해를 초래하거나 다른 환경인

자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생체의 형태와 생리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소음은 대화를 방해하고, 수면장애, 스트레스 증가, 수행능력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 외에 고혈압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소음에

의한 피해는 소음의 수준, 소음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의 건강상태,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음에 의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해 아파트의 건설과 도로교통의 확충, 공장의 건설

등으로 경제 수준이 높아졌으나, 환경소음 문제의 심각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인데 2010년을 기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416건의

처리건수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87%를 차지하였다. 이중 62%는 정신적

피해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소음에 의한 피해가 과거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해

정의 되었던 것에 비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더 절실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음의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외국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내에서는 다른

공해에 비해서 정책결정에서 우선순위를 점하지 못하고, 경제성과 대책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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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1999년까지는 소음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으나, 2000년부터는 소음에 의한 정신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소음평가단위를 확립하고 소음지도를 작성

하여 주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정온한 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며, 소음문제의

해결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연구는

소음진동 배출특성과 소음진동 방지 및 저감기술, 차음성능과 방진성능의 기술

향상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구 성과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소음이 신체장애를 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0dB(A) 이상이면

수면의 단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50dB(A) 이상이면 호흡, 맥박수가 증가하며,

60dB(A)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발생되며, 70dB(A)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이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WHO, 1999). 하지만, 소음으로 받게 되는 영향은 물리적인 dB(A)의 단위

외에도 실제 소음에 노출되는 사람의 직업, 연령, 작업의 종류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소음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쿨존주변 소음 및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와 알레르기질환 및 주의집중력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측정지역과 연구대상은 스쿨존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4개의

대표 유형별로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증상은 스트레스, 두통, 불안정, 정신과적 질환 등을 들 수 있는데,

소음에의 노출은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며, 집중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번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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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소음이 심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교사가 호소하는 증상의

개수가 소음이 적은 주택 지역에 위치한 학교 교사가 호소하는 증상의 개수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다(김상덕, 1975).

항공소음 노출과 인지 수행의 관련성에 대해 현장 연구를 통해 단면 조사

하였다. 런던 히드로 공항 주변 10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236명의 소아들은

읽기 이해와 즉각, 지연 회상, 지속 주의력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배경에

대한 정보는 부모를 통해 얻어진 설문지로 수집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정에서의

항공소음 노출은 소아들의 기억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tsui et

al., 2004).

소아들이 만성 소음 노출에 취약한 고 위험군이지만, 소음의 영향과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에 사는 소아들에서 항공

소음 노출이 스트레스 반응, 정신 건강, 인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항공소음 지역의 학교(16 시간 실외 Leq>66 dBA)에 다니는 8~11세 소아 340명과

저소음 지역의 학교(16시간 실외 Leq<57 dBA)의 소아를 짝지어 건강과 인지

수행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타액 코티솔도 측정하였다. 연령, 박탈 상태 및

언어 등을 보정하면, 만성적인 항공소음 노출은 높은 수준의 성가심 및 읽기

이해의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 (Haines et al., 2001).

이 연구에서 소음의 노출정도는 교통량과 관련된 것으로, 교통량은 또한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와도 관련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

르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오염물질 노출이 가장 큰 요인

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도로교통량이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국내외 관련 연구들을 모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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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hio의 전향적 출생 코호트 연구에서는 “Stop-and-go traffic" (버스 노선

또는 50mile/h 이하 속도제한인 state route와 100m 이내에서 거주)에 노출되는

어린이는 ”비노출“ 어린이에 비해 천명의 위험이 2.5배가 증가하였다(Ryan et

al, 2005).

미국, 알래스카에 13개 초등학교의 5~7세 756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주지 100m 반경이내의 도로의 길이와 도로별 자동차수를 합산하여 교통밀도

(vehicle meters)를 산출하였다. 높은 교통량(vehicle meter>8×10⁶)에 노출되는

어린이에서 천식위험은 낮은 교통량(vehicle meter<4×10⁶)에 노출되는 어린이에

비해 2.8배(95% CI, 1.23-6.51) 높았다. (Gordian et al, 2006).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음과 대기오염이 어린이들의 알레르기질환

및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스쿨존 주변의 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들의 알레

르기질환 및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연관성을 조사․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쿨존 주변 차량이 소음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둘째, 스쿨존 주변의 소음 및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가 학생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셋째, 학교 입지유형별 소음 및 대기오염도가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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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가. 스쿨존 현황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지역을 특정 안전관리대

상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지판,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한 특별

구역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보호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현재에는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의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스쿨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9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 중 64.4%의 지정률을 나타냈으나,

2010년에는 83%가 지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학원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지정대상 시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스쿨존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에서 명시한 아래 시설의 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초등

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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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보육시설에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행도로를

신설하거나, 과속방지시설과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주변도로와 통학 학생 수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하여,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출입문을 중심

으로 반경 5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의해 관리되며,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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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시설 내용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

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1)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

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2)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표 1. 어린이보호구역 신청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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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

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

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

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

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

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주체 사용목적

어린이 보행, 놀이, 커뮤니케이션

운전자 통과도로, 주차 및 정차, 통학목적 차량 출입

지역주민 주차 및 정차, 생활도로, 보행, 커뮤니케이션, 경제

학 교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

경 찰 단속, 안전유지 및 향상

정부
(행정안전부) 보행환경 개선, 지역 생활환경 개선

표 2.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를 사용하는 주체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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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내용

보호구역

지정범위

- 초등학교 등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부구간

(선개념) ※ 필요시 500m로 확대 가능

교통규제

- 이면도로상 노상주차장 설치불가 및 기설치 된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

-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또는 제한

- 이면도로인 경우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행

- 시간대별 차량통행금지 또는 제한

- 시속 30km이내의 속도 제한

안전시설물

- 간선도로 횡단보도에 신호가 우선 설치

- 어린이의 보행속도를 감안한 녹색신호시간 설정

- 2종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인 경우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간선

도로의 오른쪽 보도(길 가장자리) 설치

- 교통안전표지에 해당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는 주의·규제

또는 지시표시에 부착 설치

- 필요한 경우 도로부속시설물(도로표시,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보차분리대 등) 설치

표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의 주요내용 정리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6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규칙」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 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개정 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의 빈번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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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차량속도 제한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고$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스쿨존

내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두고 있으며, 이 또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자동차 배기물질의 해로움을 경고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단순히 사고를 막기 위함이 아닌 스쿨존내의 환경의 고려한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위반행위

과태료 범칙금 벌점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신호·지시위반 등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15점 30점

속

도

위

반

60㎞/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40㎞/h 초과

60㎞/h 이하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30점 60점

20㎞/h 초과

40㎞/h 이하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15점 30점

20㎞/h 이하 4만원 7만원 3만원 6만원 - 15점

보호자

보호

불이행

횡단

보도
- - 6만원 12만원

10점 20점
일반

도로
- - 4만원 8만원

통행금지 제한,

정차·주차금지

위반 등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 -

표 4. 개정 후 변경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승용차 기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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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 216 50.0

여 216 50.0

합계 432 100.0

반

정온지역 학교(S1)

1반 28 25.2

2반 28 25.2

4반 27 24.3

5반 28 25.2

합계 111 100.0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

1반 22 19.6

2반 23 20.5

3반 23 20.5

4반 22 19.6

5반 22 19.6

합계 112 100.0

교통밀집지역

학교(S3)

4반 26 24.8

6반 26 24.8

7반 26 24.8

8반 27 25.7

합계 105 100.0

공단지역

인근학교(S4)

1반 27 26.0

3반 26 25.0

5반 27 26.0

7반 24 23.1

합계 104 100.0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0 13 11.91 .370

나. 연구대상 학교의 선정

연구대상 학교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초등학교로서 주변 차량통

행량․간선도로․환경오염시설 입지 여부 등 유형별로 4개 학교를 선정․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



- 12 -

항목 구분 빈도 구별 % 시도별 %

거주지역

경기도 양주시 1 .2% .2%

서울시

광진구 5 1.2%

75.2%

서대문구 100 24.3%

성동구 101 24.5%

은평구 103 25.0%

종로구 1 .2%

인천시 남동구 101 24.5% 24.5%

합계 412 100.0% 100.0%

무응답 20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키 139 181 154.90 6.987

몸무게 25 83 45.76 9.762

위 표는 연구대상자 일반특성을 본 표로써, 성별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각각 216(50.0%)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초등학교의 분포를 보면

S1 초등학교는 111(25.7%)명, S2 초등학교는 112(25.9%)명, S3 초등학교는

105(24.3%)명, S4 초등학교는 104(24.1%)명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을 보면 최소 10세에서 최대 13세로 나타나며, 평균 11.9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신체조건과 거주지역

위 표는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과 신체조건을 살펴본 표로써, 거주지역을

보면 경기도는 양주시가 1(0.2%)명, 서울시의 광진구 5(1.2%)명, 서울시의

서대문구 100(24.3%)명, 서울시의 성동구 101(24.5%)명, 서울시의 은평구

103(25.0%)명, 서울시의 종로구 1(.2%)명, 인천시의 남동구 101(24.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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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2%)명, 서울시가 310(75.2%)명, 인천

시가 101(24.5%)명으로 서울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키를

보면 최소 139cm, 최대 181cm로 나타나 평균 154.9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최소 25kg, 최대 83kg으로 나타나 평균 45.76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초등학교는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 학교(S2), 교통밀집지역 학교(S3), 공단지역 인근 학교(S4)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정온지역 학교는 대조군으로 그 외의 학교와의 비교를 위해 주거지

역에 위치한 소음도가 낮은 학교를 선정하였다. 각 학교마다 주변도로의 교통

량을 참고하였고, 인근에 밀집된 환경우려 시설을 파악하여 실험군으로 3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다음 그림을 통해 각 학교의 주변 시설들과 학교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다.

정온지역 학교(S1)는 주변에 주택가가 있고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학교(S2)는 도심에 위치하여 있으며, 학교주변에

여러 소규모공장이 있다. 교통밀집지역 학교(S3)는 교통량이 많은 자동차전용

도로에 인접해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단지역 인근학교(S4)는 공업단지와

인접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천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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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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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학교(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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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통밀집지역(자동차 전용도로) 학교(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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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단지역 인근학교(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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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가.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소음의 측정은 학교의 주출입구와 주통행로, 건물의 옥상과 건물 내에서의

소음도, 부지 경계선에서의 소음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간은 각각 5분씩

측정하였으며, A보정을 하였고, 평균소음도와 1/1옥타브 분석 그래프를 참조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선정은 환경정책기본법(환경기준의 설정)에 따라

PM-10, SO2, NO2, CO, O3, 물질을 조사하였고,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

현장 자동측정방법으로 각각의 지점에서 12시간(07:30∼19:30) 동안 연속 측정한

전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 측정방법 규격 및 모델명

소음 - Sound Level Meter SC-160

PM10

(미세먼지)
베타선 흡수법

Beta Attenuation

Mass Monitor
BAM 1020

SO2

(이산화황)
자외선 형광법 SO2 Analyzer API-(Model 100E)

NO2

(일산화질소)
화학 발광법

NO/NO2/NOX

Analyzer
API-(Model 200E)

CO

(일산화탄소)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CO Analyzer API-(Model 300E)

O3

(오존)
자외선 흡수법 O3 Analyzer API-(Model 400E)

표 7. 조사항목 및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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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항목들의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대기오염 및 소음도 측정기기

그림 6. 소음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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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

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

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

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소음규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초등학교는 ‘가’지역에 속한다.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단위: dB)

낮

(06 : 00-22 : 00)

밤

(22 : 00-06 : 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표 8. 국내 소음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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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

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

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내와 세계보건기구, 그 외의 각국의 대기환경 기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구 분 한 국 미 국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일 본
WHO

권고기준

유럽연합

권고기준

SO2

(ppm)

연 평균 0.02 0.03 0.02 0.03 0.01 - 0.019 -

24시간 평균 0.05 0.14 0.11 0.10 0.04 0.04 0.047 0.047

1시간 평균 0.15 - 0.34 - - 0.10 - 0.13

PM10

(㎍/㎥)

연 평균 50 - 70 *150 70 - - 30

24시간 평균 100 150 120 *300 150 100 - 50

1시간 평균 - - - - - 200 - -

O3

(ppm)

연 평균 - - 0.015 - - - - -

8시간 평균 0.06 0.08 0.025 - - 0.06 0.06 -

1시간 평균 0.10 0.12 0.08 0.10 0.06 0.10 - -

NO2

(ppm)

연 평균 0.03 0.053 0.05 - 0.02 - 0.021 0.021

24시간 평균 0.06 - 0.11 - 0.04 0.04-0.06 - -

1시간 평균 0.10 - 0.21 0.11 0.05/30분 - 0.105 0.105

CO

(ppm)

연 평균 - - - - 7 10 - -

8시간 평균 9 9 13 9 - 20 9 -

1시간 평균 25 35 31 35 - - 26 -

표 9. 국내․외 대기환경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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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들의 설문, 주의집중력 조사방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주의집중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쿨존의 인식에 대한 평가, 건강항목에 대한

설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은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재학 중인 학교명을 기입하고, 스쿨존의 인식평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스쿨

존에 대한 관심도, 현재 스쿨존의 운영정도에 대한 만족도와 안전도,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건강항목에

대한 설문지에서는 학생들의 거주지역과 지금껏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는

알레르기질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독일 FAIR(Frankfurter

Aufmerksamkeits - InventaR) 주의집중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100년 전통의

줄긋기 검사들이 나타내는 낮은 신뢰도 문제를 극복한 검사로 6분의 검사

시간이 소요되며, 하나의 검사를 통해 주의의 다기능 측정이 가능한 검사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6분 정도의 검사가 적정하며, 기존의 주의력 검사들이

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방해자극을 물리치는 가운데

옳게 작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였다면, 이 검사는 선택주의력, 자기

통제력, 그리고 지속성주의력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

본 검사는 개인 검사 또는 집단검사로 사용 가능하며, 검사자는 각 검사

마다 3분씩의 시간을 체크하며, 수검자는 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확실하게 잘 써지는 필기도구로 검사에 임하도록 한다.

측정 시 주어진 많은 원 모양 속에서 주어진 예시에 따라 원하는 동그라미를

찾는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때 측정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모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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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밑줄을 긋다가 세 점을 가진 동그라미나 두 점을 가진 네모를 발견하면

원모양 안으로 뾰족한 톱니 모양의 선을 만들어 나오고 계속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밑줄을 긋는 방식을 지속하게 된다. 완전한 표시원칙의

도입으로 수검자가 목표 아이템 뿐 아니라 방해자극 또한 작업하도록 여러

형식으로 요구된다. 끊김 없이 선을 이어가야 하며, 목표 및 방해 아이템을

톱니 모양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완벽한 표시 원칙을 통해 이 톱니모양 표

시는 통제된 아이템 분배와 이에 상응하는 평가가 합치되면서 기존의 전형

적인 오류의 극복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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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의집중력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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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해도 M은 검사 요강에 따른 행동 또는 완벽한 표시 원칙에 관한

지표를 나타내며 검사 작업을 할 때의 비교적 적은 자기관찰과 관련이 있다.

이는 집중력과의 관계는 없으나 한정된 시간에 검사를 이해해야 하는 점에서

심리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얼마나 이 검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

이다. 0.95가 넘지 못하는 수검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한국 규준

집단에서는 1% 미만의 적은 오류를 나타낸다. 드물게 정신분열증 환자이거나

그 외의 증상과 관련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번 조사는 정상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택능력치수 P(Performance)는 규정된 검사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한

검사 아이템의 양을 뜻한다. 선택주의력은 자극에 대해 눈을 돌리거나 귀를

쫑긋거리는 식으로 필요한 자극에 대해 방향을 정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과제를 해결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용량과 같다.

품질, 통제치수 Q(Quality)는 응답 중에서 옳은 판단의 비례치를 나타내며

인위적 상위능력인 자기통제기능을 나타낸다. 자기 통제력은 주의집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집중에 방해가 되는 여러 자극들을 통제하고 피하게

만들며, 일정한 시간동안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정확성과 속도와의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내느냐와 관계되는 요소이다.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억제시킬 수 있는 자기통제는 사회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이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관계하며 조절을 이루어 낸다.

지속성치수 C(Continuity)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집중력의 크기를 나타낸

다. 지속성주의력은 시간이 지나가도 특정한 자극에 대해 주의력을 유지하

는 것을 말한다. 이 요소는 통합적 능력과 관계하고 각성 그리고 활성력과

같은 뇌 에너지 활성수준과 연관이 있다(오현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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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 Q, C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st Related ability Method for marking Reliability

M Intelligibility of test (T-EL) ÷ T 0.605

P Selective Attention (T-EL) - 2(EO+EC) 0.944

Q Self-Control P ÷ T 0.903

C Sustained Attention P × Q 0.941

표 10 . FAIR 집중력 검사의 구성요소들

* T : Total worked items

†EL : Error of line drawing

‡EO : Error of overlooking

§ EC : Commit an erroru

여기서 P, Q, C의 관계는 수검자의 주의유형이 된다. 검사지의 마지막 장에

각 점수의 상관관계를 표시하여 각 수검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데 사용

하는데, 이번 검사의 데이터는 각 학교의 학생들의 정상적인 데이터를 모두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조사에서의 데이터의 활용은 각 평가지수의 항목별로 학교의 평균데이

터를 비교하여 각각의 평가지수에서 어떤 학교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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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규준 1 2 3 4 5 6 7 8 9

퍼센트 빈도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퍼센트 4% 11% 23% 40% 60% 77% 89% 96% 100%

그림 8. 주의집중력 검사

심리검사의 근본적인 준거 중 하나로 객관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측정

객관도, 평가 객관도, 해석 객관도의 3가지 측면에서 조사된다. 측정 객관도는

완벽한 표준화를 통해서 보장되며, 평가 객관도는 선 그리기의 오류의 확인

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해석 객관도는 이 검사의 결과를 연령별 백분율 표준과

9등급 표준점수와 비교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11. 9등급 규준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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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 초등학교의 교통량

스쿨존 주변 교통량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는 2011년 6월 8일부터 10월 4일 까지의

12시간(7:300~19:30) 조사 데이터를 인용 하였다. 정온지역 학교는 2011년 6월 15일,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학교는 2011년 10월 5일, 교통밀집지역 학교는 2011년

7월 6일, 공단지역 인근 학교는 2011년 9월 22일 각각 12시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 초등학교 주변의 주요도로 및 주 통학로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시간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오전 8~9시 사이에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자동차의 운행이 가장 많았다. 교통량은 교통밀집지역 학교(S3) > 소규모공장 밀집

지역 인근학교(S2) > 공단지역 인근학교(S4) > 정온지역 학교(S1)의 순으로 나타

났다.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학교(S2)와 교통밀집지역 학교(S3)의 경우 두 표에서

거의 유사한 교통량을 보이고 있는데, 두 학교는 서울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근처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있다. 이는 다른 학교와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구분 S1 S2 S3 S4

이륜차 110 2,784 122 314

일반형 승용차 632 8,352 9,948 5,556

SUV 차량 223 2,402 4,208 1,852

승합차량 131 2,320 1,914 1,718

버스 80 484 194 792

화물차 87 2,894 3,076 2,982

합계 1,263 19,236 19,462 13,214

표 12. 대상 초등학교의 주요도로 및 주 통학로의 교통량 (단위: 대)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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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교별 교통량 비교 (단위 : 대)

2. 소음,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

가. 소음측정 데이터

각 학교마다 정문, 운동장, 옥상, 1층, 학교인근 주요도로의 소음측정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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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위치 정문(01) 운동장(02) 옥상(03) 1층(04) 주도로(05)

소음도 58.5 57.6 56.3 55.3 59.0

그림 10.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

표 13. 소음측정 데이터 (단위:dB(A))

* 소음도는 5분측정 평균값

주택가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모든 측정위치에서 60dB 미만의 낮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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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위치 정문(01) 운동장(02) 옥상(03) 1층(04) 주도로(05)

소음도 62.4 52.9 56.6 54.4 62.4

그림 11.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 학교(S2)

표 14. 소음측정 데이터 (단위:dB(A))

* 소음도는 5분측정 평균값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정문 및 인근 도로에서

60dB 이상의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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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위치 정문(01) 운동장(02) 옥상(03) 1층(04) 주도로(05)

소음도 64.2 63.5 59.5 65.1 64.2

그림 12. 교통밀집지역(자동차 전용도로) 학교(S3)

표 15. 소음측정 데이터 (단위:dB(A))

* 소음도는 5분측정 평균값

자동차전용도로 등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정문 및 운동장,

학교 1층, 인근 도로 등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60dB 이상의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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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위치 정문(01) 운동장(02) 옥상(03) 1층(04) 주도로(05)

소음도 65.1 56.4 57.6 55.7 63.5

그림 13. 공단지역 인근 학교(S4)

표 16. 소음측정 데이터 (단위:dB(A))

* 소음도는 5분측정 평균값

공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정문 및 인근 도로에서의

소음도가 60dB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도로와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

인데, 교통량과 소음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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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소음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학교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도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와 인접한 학교의 경우, 자동차 통행

으로 인한 소음도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중 '11년 소음측정 데이터는 A특성에 고정하고, 동특성은 Q빠름을

사용하여 3시간이상 간격으로 주간에 4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11~‘12년

소음측정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가 가장 낮은

소음도가 나타났으며, 교통밀집지역 학교(S3)가 스쿨존 주변 교통량에 비례

하여 가장 높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지점
'11년

'12년 평균
1회 2회 3회 4회

정온지역 학교

(S1)

주 출입구 57.5 62.4 53.9 60.7 58.5 58.6

주 통학로 64.4 60.2 62.9 60.9 59.0 61.5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

(S2)

주 출입구 64.8 63.2 61.6 65 62.4 63.4

주 통학로 66.4 67.1 65 64.5 62.4 65.1

교통밀집지역

학교(S3)

주 출입구 67.2 60.7 66.7 63.2 64.2 64.4

주 통학로 66 63.9 67 63.5 64.2 64.9

공단지역

인근 학교(S4)

주 출입구 67.1 69.2 62.7 60.5 65.1 64.9

주 통학로 61.5 60.2 65.7 66 63.5 63.4

표 17. 학교별 소음도 측정결과 (단위: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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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학교별 주통학로 소음도 측정결과 (단위: dB(A))

나. 대기오염 측정데이터의 비교

대기오염 데이터는 '11년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스쿨존 주변 영향지

역의 일반 대기오염물질(PM10, SO2, NO2, CO, O3)에 대해 12시간 평균 농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정온지역 학교는 2011년 6월 15일, 소규모공장 밀집

지역 인근 학교는 2011년 10월 5일, 교통밀집 지역 인근 학교는 2011년 7월 6일,

공단지역 인근 학교는 2011년 9월 22일 각각 12시간 측정하였다.

정온지역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는 주출입구 지점이 51.3㎍/㎥,

주통학로 지점 56.1㎍/㎥으로 측정되었다. 가스상 물질 농도는 SO2의 경우, 2개

지점(주출입구, 주통학로) 모두 0.005ppm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였고, NO2의

경우, 주출입구, 주통학로 지점에서 각각 0.029ppm, 0.037ppm으로 조사되었다.

O3의 경우, 주출입구, 주통학로 지점에서 각각 0.054ppm, 0.060ppm으로 조사

되었으며, 국내 대기환경기준(8시간 : 0.06ppm)과 약간 낮거나 유사한 농도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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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는 주출입구 지

점이 53.2㎍/㎥, 기타(오염시설 인근) 54.8㎍/㎥, 주통학로 지점 50.3㎍/㎥으로

측정되었다. 가스상물질 농도는 SO2의 경우, 3개 지점(주출입구, 기타 오염시

설 인근, 주통학로) 모두 0.006ppm 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였고, NO2의 경우,

3개 지점(주출입구, 기타 오염시설 인근, 주통학로)모두 0.025～0.027ppm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O3의 경우, 3개 지점에서 12시간 평균 0.021～

0.026ppm으로 국내 대기환경기준에 비해 낮은 농도 경향을 보였다.

교통밀집 지역(자동차 전용도로) 인근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는

기타(교통 정체지역) 지점이 6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출입구

지점 59.1㎍/㎥, 주통학로 지점 52.6㎍/㎥으로 조사되었다. 가스상물질 농도는

SO2의 경우, 3개 지점(주출입구, 기타 교통 정체지역, 주통학로) 모두 0.005ppm

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였고, NO2의 경우, 후문 지점에서 0.056ppm으로 측정

되어 3개 지점 중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국내 대기환경기준(24시간 :

0.06ppm)보다는 약간 낮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O3의 경우, 3개 지점에서 12시

간 평균 0.041～0.049ppm으로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약 75% 수준을 보였다.

공업단지 인근학교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는 기타(공업단지 인근) 지점

에서 50.1㎍/㎥으로 가장 높았고, 주출입구 지점 46.8㎍/㎥, 주통학로 지점

32.7㎍/㎥으로 조사되었다. 가스상물질 농도는 SO2, NO2, CO, O3 물질 모두

국내 24시간 대기환경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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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사지점

PM10

(㎍/㎥)

SO2

(ppm)

NO2

(ppm)

CO

(ppm)

O3

(ppm)

온도

(℃)

습도

(%)

풍향

(W.D)

풍속

(m/s)

정온지역 학교

(S1)

주출입구 51.3 0.005 0.029 0.15 0.054 23.2 36.9 SE 1.5

주

통학로
56.1 0.004 0.037 0.18 0.060 25.5 32.0 NE 1.0

평균 53.7 0.004 0.033 0.16 0.057 24.3 34.4 - 1.2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

(S2)

주출입구 53.2 0.003 0.027 0.19 0.023 16.2 22.6 N 0.9

기타1) 54.8 0.006 0.026 0.44 0.026 15.8 23.8 NW 0.9

주

통학로
50.3 0.006 0.025 0.44 0.021 16.7 24.8 SSW 2.2

평균 52.8 0.005 0.026 0.36 0.023 16.2 23.8 - 1.3

교통밀집지역

학교(S3)

주출입구 59.1 0.003 0.028 0.07 0.041 23.8 37.2 S 2.0

기타1) 60.4 0.005 0.056 0.27 0.047 24.7 43.6 SSE 1.8

주

통학로
52.6 0.005 0.043 0.36 0.049 25.5 39.9 NNE 1.1

평균 57.3 0.004 0.042 0.23 0.046 24.6 40.2 - 1.6

공단지역

인근 학교

(S4)

주출입구 46.8 0.005 0.021 0.18 0.026 18.4 22.6 E 1.5

기타1) 50.1 0.005 0.021 0.12 0.021 16.1 27.8
NN

W
1.3

주

통학로
32.7 0.006 0.028 0.36 0.034 18.8 25.7 ENE 1.4

평균 43.2 0.005 0.023 0.22 0.027 17.8 25.4 - 1.4

환경기준

1 hr - 0.15 0.10 25 0.10

-

24 hr 100 0.05 0.06
9

(8hr)

0.06

(8hr)

표 18. 일반 대기오염물질 조사결과(12시간 평균)

1) 각 학교별 주변 환경 특성이 되는 지점(환경오염 우려시설, 자동차전용도로, 공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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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대기오염물질의 조사결과,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대부분의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세먼지의 경우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 학교(S2), 공단지역 인근 학교(S4)에 비하여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공단

지역 인근학교(S4)의 경우, 미세먼지, NO2, O3의 경우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

보다 더 낮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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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학교별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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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는 초등학생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평가 및 알레르기질환 등 건강

항목을 중심으로 4개 초등학교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스쿨존의 인식

평가는 현행 스쿨존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알레르기질환 등 건강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는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는데, ISAAC은 1995년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표준화된 알레

르기질환의 유병률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전세계

여러 국가간의 유병률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스쿨존 주변 차량에 대한 인식도

4개 학교별 스쿨존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일반 인식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스쿨존 차량통행량은 전체 평균 3.21점으로,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3.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인 S2학교가

2.8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간 유의한 차이

(F=15.85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주차차량은 평균 3.00점으로, S3학교가 3.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S2학교가 2.7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 간 유의

한 차이(F=6.62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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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변 차량의 통행속도는 평균 3.02점으로, 공단지역 인근학교인 S4

학교가 3.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온지역에 위치한 S1학교가 2.93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의 자동차 소음의 세기는 평균 3.03점으로, 교통밀집지역인 S3학교

가 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S2학교

가 2.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간 유의한 차이

(F=3.913, P<.01)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설문조사 항목 중 차량통행량(3.59), 주차차량(3.21), 차량소음의 세기

(3.26) 등 3개 항목에서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스쿨존 주변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S4학교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르다는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

표 19. 스쿨존 주변 차량에 대한 인식

구 분
학 교

전체 F p
S1 S2 S3 S4

차량통행량 3.14 2.85 3.59 3.29 3.21 15.851 .000

주차차량 3.14 2.71 3.21 2.96 3.00 6.625 .000

차량의 통행속도 2.93 2.96 3.07 3.12 3.02 2.106 .099

차량의 소음세기 2.96 2.93 3.26 2.97 3.03 3.913 .009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 42 -

나. 스쿨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스쿨존에 대한 일반 인식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스쿨존에 대한 관

심 정도는 4개학교 평균 2.64점으로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학교별로는

공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S4학교가 2.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밀

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2.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이 통학로 안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도는 전체 평균 3.47점

으로 스쿨존에 대한 관심도(2.64점)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학교

별로는 S4학교가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S3학교가 3.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스쿨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구 분
학 교

전체 F p
S1 S2 S3 S4

스쿨존에 대한

관심
2.59 2.67 2.57 2.74 2.64 .725 .538

스쿨존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도음
3.47 3.52 3.32 3.57 3.47 1.534 .205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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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쿨존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스쿨존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스쿨존 법규강화 필요

성은 4개 학교 평균 3.61점으로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3.78점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온지역에 위치한 S1

학교가 3.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간 유의한 차이

(F=4.47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의 학교주변 소음저감 및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인식도는 전체

평균 3.03점으로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학교주변 소음저감 및 환경개

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전체 평균 3.55점으로서, 교통밀집

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온지역에 위치한

S1학교가 3.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스쿨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 분
학 교

전체 F p
S1 S2 S3 S4

스쿨존 법규강화

필요성
3.43 3.48 3.78 3.75 3.61 4.474 .004

정부의 소음저감

및 환경개선 노력
2.94 3.09 3.02 3.06 3.03 .616 .605

소음저감 및

환경개선 필요성
3.43 3.50 3.70 3.57 3.55 2.140 .095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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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내 활동시 불편사항에 대한 인식도

운동장 활동 시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운동장 바닥이 188명(43.5%)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도 104명(24.1%), 공기 55명(12.7%), 소음 28명

(6.5%), 악취 17명(3.9%)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 간 유의한 차이

( χ2=56.81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소음에서는 전체 28명중 교통밀집 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16명(5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기는 전체 55명중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S2학교가 15명(27.3%)으로 악취는 전체 17명중 S2학

교가 7명(4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도는 전체 104명중 정온지역

에 위치한 S1학교가 34명(32.7%), 운동장 바닥은 전체 188명중 S2학교가 62

명(3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 운동장 활동시 불편사항(전체)

항 목 빈도 %

소음 28 6.5

공기 55 12.7

악취 17 3.9

온도 104 24.1

운동장바닥 188 43.5

없음 40 9.3

합계 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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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운동장 활동시 불편사항(학교별)

구분
학교

전체 χ2　 p
S1 S2 S3 S4

소음
빈도 3 7 16 2 28

56.816 .000

% 10.7% 25.0% 57.1% 7.1% 100.0%

공기
빈도 14 15 12 14 55

% 25.5% 27.3% 21.8% 25.5% 100.0%

악취
빈도 2 7 2 6 17

% 11.8% 41.2% 11.8% 35.3% 100.0%

온도
빈도 34 21 21 28 104

% 32.7% 20.2% 20.2% 26.9% 100.0%

운동장바닥
빈도 51 62 40 35 188

% 27.1% 33.0% 21.3% 18.6% 100.0%

없음
빈도 7 0 14 19 40

% 17.5% .0% 35.0% 47.5% 100.0%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교실에서 수업시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실내온도가 145명(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음 102명(23.6%), 실내공기 71명(16.4%), 실내습도 42명

(9.7%), 악취 25명(5.8%)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교 간 유의한 차이

( χ2=41.55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별로 살펴보면 소음에서는 전체 102명중 교통밀집 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32명(3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내공기는 전체 71명중 소

규모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S2학교가 22명(31.0%)으로 악취는 전체 25명중

S2학교가 10명(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온도는 전체 145명중

정온지역에 위치한 S1학교가 48명(33.1%), 실내습도는 전체 42명중 S2학교가

16명(3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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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교실 수업시 불편사항(전체)

구분 빈도 %

소음 102 23.6

실내공기 71 16.4

악취 25 5.8

실내온도 145 33.6

실내습도 42 9.7

없음 47 10.9

합계 432 100.0

표 25. 교실 수업시 불편사항(학교별)

구분
학교

전체 χ2　 p
S1 S2 S3 S4

소음
빈도 22 27 32 21 102

41.558 .000

% 21.6% 26.5% 31.4% 20.6% 100.0%

실내공기
빈도 19 22 18 12 71

% 26.8% 31.0% 25.4% 16.9% 100.0%

악취
빈도 3 10 4 8 25

% 12.0% 40.0% 16.0% 32.0% 100.0%

실내온도
빈도 48 37 30 30 145

% 33.1% 25.5% 20.7% 20.7% 100.0%

실내습도
빈도 5 16 7 14 42

% 11.9% 38.1% 16.7% 33.3% 100.0%

없음
빈도 14 0 14 19 47

% 29.8% .0% 29.8% 40.4% 100.0%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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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음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인식도

교실에서 수업시 소음수준 정도를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3.09점으로, S1학교가 3.14점, S2학교가 3.13점, S3학교가 3.09점, S4학교가

3.00점으로 4개 학교별 비슷한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학교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평균 3.22점으로, S1학교가 3.32점,

S2학교가 3.12점, S3학교가 3.28점으로, S4학교가 3.18점으로서 4개 학교별

비슷한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학교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소음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구 분
학 교

전체 F p
S1 S2 S3 S4

수업시 소음수준 3.14 3.13 3.09 3.00 3.09 .598 .616

소음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3.32 3.12 3.28 3.18 3.22 .886 .448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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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설문조사를 통한 학교별 건강피해 특성 조사

건강항목은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조사방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알레르기질환과

학교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천식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자 432명중 49명

(11.3%)으로 나타났고, 정온지역에 위치한 S1학교와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16명(3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S4

학교가 5명(10.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49명을 대상으로 최근 12개월 이내 치료여부를

조사한 결과, S2학교와 S3학교가 동일하게 7명(35.0%)으로 나타났으며, S4학교가

1명(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7. 학교별 천식 진단 및 치료여부 차이비교

구분
학교

전체 χ2　 p
S1 S2 S3 S4

진단경험
빈도 16 12 16 5 49

7.087 .069
% 32.7% 24.5% 32.7% 10.2% 100.0%

치료경험
(12개월)

빈도 5 7 7 1 20
3.084 .379

% 25.0% 35.0% 35.0% 5.0% 100.0%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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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자 432명중 115명

(26.6%)으로 나타났고, 이중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41명(3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S2학교가 21명(18.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χ2=12.29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115명을 대상으로 최근 12개월 이내

치료여부를 조사한 결과, S3학교가 20명(30.8%)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2학교가 13명(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8. 학교별 알레르기비염 진단 및 치료여부 차이비교

구분
학교

전체 χ2　 p
S1 S2 S3 S4

진단경험
빈도 27 21 41 26 115

12.292 .006
% 23.5% 18.3% 35.7% 22.6% 100.0%

치료경험
(12개월)

빈도 17 13 20 15 65
1.718 .633

% 26.2% 20.0% 30.8% 23.1% 100.0%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알레르기성 눈병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자 432명중 78명

(18.1%)으로 나타났고, 이중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S2학교가 24명

(3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S4학교가 23명

(29.5%)으로 S2학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14명(17.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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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눈병 진단 경험이 있는 78명을 대상으로 최근 12개월 이내 치료

여부를 조사한 결과, S2학교가 18명(36.7%)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4

학교가 14명(28.6%)으로 S2학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온한 지역에

위치한 S1학교가 8명(1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9. 학교별 알레르기성 눈병 진단 및 치료여부 차이비교

구분
학교

전체 χ2　 p
S1 S2 S3 S4

진단경험
빈도 17 24 14 23 78

4.166 .244
% 21.8% 30.8% 17.9% 29.5% 100.0%

치료경험
(12개월)

빈도 8 18 9 14 49
1.718 .633

% 16.3% 36.7% 18.4% 28.6% 100.0%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아토피피부염 등 피부발진 진단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자 432명중

112명(25.9%)으로 나타났고, 이중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36명

(3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S2학교와 공단

주변 지역에 위치한 S4학교가 동일하게 26명(23.2%)으로 나타났으며, 정온지역에

위치한 S1학교가 24명(21.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발진 진단 경험이 있는 112명을 대상으로 피부발진 최근 12개월 이내

치료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11명(3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S4학교가 7명(2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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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학교별 피부발진 진단 및 치료여부 차이비교

구분
학교

전체 χ2　 p
S1 S2 S3 S4

진단경험
빈도 24 26 36 26 112

5.367 .147
% 21.4% 23.2% 32.1% 23.2% 100.0%

치료경험
(12개월)

빈도 8 9 11 7 35
.674 .879

% 22.9% 25.7% 31.4% 20.0% 100.0%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소음성난청 등 청각이상 진단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자 432명중 3명

(0.7%)으로 나타났고, 이중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2명(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이상 진단 경험이 있는 3명을 대상으로 청각이상으로 12개월 이내 치료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S3학교가 1명으로 나타났다.

표 31. 학교별 청각이상 진단 및 치료여부 차이비교

구분
학교

전체 χ2　 p
S1 S2 S3 S4

진단경험
빈도 1 0 2 0 3

3.809 .283
% 33.3% .0% 66.7% .0% 100.0%

치료경험
(12개월)

빈도 0 0 1 0 1
- -

% .0% .0% 100.0% .0% 100.0%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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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항목의 알레르기질환 조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 표로 종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본 결과, 정온한 지역에 위치한 S1학교에 비하여 교통밀집

지역인 S3학교에서 알레르기비염과 피부발진의 진단여부에서 1.5배 이상의 두드

러진 응답자수를 보이고 있으며, 알레르기성 눈병 진단여부의 경우에는 정온

지역에 위치한 S1학교에 비하여 소규모공장 밀집지역인 S2학교와 공단지역 인근

S4학교에서 1.4배가량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교주변의 차량 통행량,

공장입지와 알레르기 질환은 어느 정도의 발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 학교별 알레르기질환 진단 종합표

구분
학교

전체 χ2　 p
S1 S2 S3 S4

천식
빈도 16 12 16 5 49

7.087 .069
% 32.7% 24.5% 32.7% 10.2% 100.0%

알레르기

비염

빈도 27 21 41 26 115
12.292 .006

% 23.5% 18.3% 35.7% 22.6% 100.0%

알레르기성

눈병

빈도 17 24 14 23 78
4.166 .244

% 21.8% 30.8% 17.9% 29.5% 100.0%

피부발진
빈도 24 26 36 26 112

5.367 .147
% 21.4% 23.2% 32.1% 23.2% 100.0%

청각이상
빈도 1 0 2 0 3

3,809 .283
% 33.3 .0 66.7% .0% 100%

* S1 :정온지역, S2 :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S3 : 교통밀집지역, S4 : 공단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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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학교별 알레르기질환 진단 경험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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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M

(검사이해도)

P

(선택능력

치수)

Q

(통제치수)

C

(지속성치수)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
0.977 321.422 0.944 309.6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
0.956 275.181 0.900 261.8

교통밀집지역

학교(S3)
0.971 271.077 0.919 255.3

공단지역

인근학교(S4)
0.988 311.250 0.965 301.7

4. 학생들의 주의집중력 검사 결과

4개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집중도 조사지를 채점하여 학교별로 평균을

내어 비교하였다. M(검사이해도)이 0.95이하인 것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었다. 검사이해도 M은 집중도 조사의 이해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0.95점 이하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 테스트를 이해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선택능력치수, 통제치수, 지속성치수를 비교할 때 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33. FAIR조사 결과 평균값

위의 표를 학교별로 그래프로 나타내어 수치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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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FAIR조사 결과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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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M

(검사이해도)

P

(선택능력

치수)

Q

(통제치수)

C

(지속성치수)

PR
STANI

NE
PR

STANI

NE
PR

STANI

NE
PR

STANI

NE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
11 2 52 5 53 5 58 5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
5 2 34 4 23 3 37 4

교통밀집지역

학교(S3)
6 2 34 4 33 4 35 4

공단지역

인근학교(S4)
18 3 46 5 73 6 52 5

각각 치수에 대한 단위는 주의력 조사의 임의로 정해진 단위이다. 위의 그림

에서는 각 학교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으며, 학교의 환경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 값으로 각각의 학교의 평균값이 동일집단 안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았고, 같은 표를 통해 9등급 표준점수인 STANINE에서 몇 등급에 속하

는지를 찾아보았다. 규준점수표는 12세(남녀공통)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PR값은

같은 연령대의 학생 중에 몇 퍼센트의 위치에 점수가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PR값은 높게 나타난다.

표 34. FAIR조사 결과 평균값에 따른 규준점수표 (단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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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FAIR조사 결과 평균값에 따른 규준점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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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선택능력치수(P)란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방해 자극을

물리치는 가운데 옳게 처리했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서 PR지수를 통해 동년배

중에 몇 퍼센트의 선택주의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 통제치수(Q)란 속도와

정확성의 딜레마 속에서 나타나는 주의의 정확성을 말하는데 주의 집중하여

작업된 아이템의 비율을 말한다. 지속성치수(C)란 주의 집중하는 경우 그 지

속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치수를 말하는데, 균일하게 오래 주의

집중하는 능력을 말한다.

선택능력치수(P)에서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와 공단지역 인근학교(S4)가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 및 교통밀집지역 학교(S3)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가 321점인데 비해

교통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S3)는 271점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퍼센트로 비

교해 볼 때,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는 상위 52%의 성적인 반면, 교통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S3)는 34%의 성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는 교통밀집지역 학교(S3)와 동일하게 34%로서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

(S1)에 비해 18%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치수(Q)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

(S1)는 53%, 공단지역 인근학교(S4)는 73%인 반면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

(S2)는 23%, 교통밀집지역 학교(S3)는 33%로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속성치수(C)에서도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 및 공단지역 인근학교(S4)는

각각 58%와 52%의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 및

교통밀집지역 학교(S3)는 각각 37%, 35%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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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항목을 학교별로 비교해 볼 때,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와 공단

지역 인근학교(S4)에 비해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 및 교통밀집지역 학교

(S3)가 선택능력치수(P), 통제치수(Q), 지속성치수(C)에서 모두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장 정온한 학교와 대기오염 물질이 적었던 학교에서

집중도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이 소음,

대기오염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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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현대사회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심각하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상황에서의 소음의 피해를 생각해 볼 때, 조용한 환경

에서의 집중도를 요구하는 학교에서의 학습 환경은 그 어떤 상황에서 보다 정온한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의 민감 계층인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한 실태조사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음의 규제는

어떤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지역의 위치에 따른 소음의 기준

치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의 선정과 도로변

지역에 대한 지역의 선정이 있지만, 교육시설인 학교가 도로 주변에 위치할

수 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인근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각 지역마다 학교와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스쿨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스쿨존은 법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구역이며 어린이의 사고발생으로부터의 보호와 어린이의 성장환경의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린이 주변 환경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소음 및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어

린이의 피해현황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

이다. 앞으로 민감 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히

소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활의 불편함보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이 오염된 지역에

서의 노출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정신과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교통소음 및 공사장소음,

층간소음 등 소음과 관련한 문제들의 발생은 다른 환경문제에 비해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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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음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불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음의 피해에 대한 여러 상황과

개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소음의 측정과 주의집중력 조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졌지만, 어린이들의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조사가 설문조사로 이루어

졌고, 좀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면 실제로 질환을 앓았는지에 대한 객관

적인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더 많은 지역에서의 측정 데이터를 취

합할 수 있다면 스쿨존의 소음도와 대기오염도에 대한 지역적인 데이터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강상태, 수면

습관, 식사량 등의 신체요소, 적응력, 문제해결력, 자기통제력, 자신감 성취욕

등의 심리요소, 학습여건, 가족형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환경요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요소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독립적인 요소의 영향력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질에 의한 주의집중력의 차이를 조사한 여러 논문에 의하면 신체와 정신의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있는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에는 활동량이 많아 개인이

흡입하는 호흡량은 많은 데 비해 아직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염려되며,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학생들에게 나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불쾌감 내지는 질병, 결석

등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기침, 눈병, 두통, 천식 등 장․단기 건강문제를 증가

시킬 가능성이 높으며,(유종훈, 2006) 또한, 오염된 학교 교실의 실내공기는 학생

들의 집중력, 기억력, 학습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Mendell &

Heath, 2005). 여인영(2011)의 논문에 의하면 식물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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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후에 각각 주의집중력 조사를 실시하여, 공기질과 주의집중력과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검사이해도를 나타내는 주의집중력

검사 값 M의 식물적용 전․후 점수 차는 식물적용 학급은 0.025, 식물미적용

학급은 0.004로 식물적용 학급의 학생들이 식물미적용 학급의 학생들에 비해

검사이해도가 6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통제력을 나타내는 품질․통제

치수 Q의 식물적용 전․후 점수 차는 식물적용 학급은 0.028, 식물미적용 학급은

0.013으로 식물적용 학급의 학생들이 식물미적용 학급의 학생들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2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사했던 학교 중 정온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도로변 환경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된 소음도를 나타내었다. 주의집중력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소음 및 대기오염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의집중력 조사와 설문조사

에서 소음에 노출된 학교의 학생들이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컸으며, 주의

집중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서 민감 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규제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과 조사에

응했던 모든 학교들이 스쿨존 지정을 받은 학교들이었지만, 소음도 데이터나

대기오염물질 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정해진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사 내에서의 소음은 55dB(A)이하로 유지

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스쿨존과 운동장,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실내 소음유입에 대한 방지책은 이중창 설치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나, 창문을 개방하고 수업을 하는 경우나, 교실 외에

학교 내 다른 구역에서의 활동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소음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역에서의 소음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보건법의 경우 측정 방법과 시간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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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통학시간,

수업시간,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지 않는 야간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소음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운동장과 학교 건물 1층에서의 소음도가 65dB(A)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방음벽의 설치나 소음저감도로의 포장, 그

외에 자동차 운행속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음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방음벽 설치의 경우 5m의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3~5dB(A)정도의 소음을 낮출

수 있고, 방음벽의 높이를 높이면 소음 저감량이 더 커진다. 방음벽의 경우 시중에

여러 형태의 방음벽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시각적

으로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음벽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음

벽의 설치는 소음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의 학교

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기능도 있다. 학교 주변에 교통량이 많은 학교의 경우

소음저감 도로포장으로 3dB(A)정도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운행속도 규제의 경우, 현재 스쿨존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근 간선도로에서의 속도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

정거장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정문의 위치를 바꾸어 통학로를 조정하는 방법도

학습 환경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이나 알레르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스쿨존의 환경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는 소음도

및 대기오염물질의 데이터를 객관화하고, 이에 대한 환경기준을 수치화하여

스쿨존에 대한 소음과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치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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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쿨존 주변의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학생

들의 주의집중력 및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인근 학교(S2), 교통밀집지역

학교(S3), 공단지역 인근 학교(S4) 등 4개 유형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스쿨존을

중심으로 학교주변의 소음 및 대기오염도 측정자료를 분석하고, 스쿨존 인식도

및 알레르기질환 진단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주의집중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하여 주변 교통량

(1,263대/12시간)이 현저히 적었고 주출입구, 주통학로의 평균소음도가 60dB이

하로 낮았으며, 오존(O3)의 경우에는 0.057ppm으로서 4개 학교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미세먼지(PM10)의 경우 53.7㎍/㎥의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

으며, 알레르기질환 진단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5개 항목 중 천식(16명) 1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었고, 주의집중력은 P(선택능력치수),

C(지속성치수) 항목에서 4개 학교 중 가장 높은 점수 분포를 Q(통제치수)

항목에서는 공단지역 인근 학교(S4) 다음으로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둘째,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의 경우 주변 교통량(19,236대/12시간)이

교통밀집지역 학교(S3) 다음으로 많았고, 주출입구, 주통학로에서 소음도가

63.4～65.1dB로서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었고, 미세먼지(PM10)의 경우 52.8㎍/㎥의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알레르기질환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5개 조사항목

중 알레르기성 눈병(24명) 1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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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발진(26명)에서도 교통밀집지역 학교 다음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었

으며, 주의집중력은 Q(통제치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고,

P(선택능력치수), C(지속성치수) 항목에서도 교통밀집지역 학교 다음으로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셋째, 교통밀집지역 학교(S3)의 경우 4개 학교중 차량통행량(19,462대/12시간)이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주출입구, 주통학로에서 소음도가 64.4～64.9dB로서

가장 높은 평균소음도를 나타내었고, 미세먼지(PM10) 또한 57.3㎍/㎥으로서 4개

학교중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오존(O3)은 0.046ppm으로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학생들의 알레르기질환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5개 조사항목 중

천식(16명), 알레르기비염(41명), 피부발진(36명), 청각이상(2명)등 4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주의집중력은 P(선택능력치수), C(지속성

치수) 항목에서 4개 학교중 가장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고, Q(통제치수)

항목에서는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 다음으로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

었다.

넷째, 공단지역 인근 학교(S4)의 경우 주변 차량통행량(13,214대/12시간)이

교통밀집지역 학교(S3),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 다음으로 많았고, 주출

입구, 주통학로에서 소음도가 63.4～64.9dB로서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었고, 대기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는 43.2㎍/㎥으로서 4개 학교중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오존(O3) 또한 0.027ppm으로서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알레

르기질환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알레르기성 눈병(23명)은 소규모공장 밀집

지역 학교 (S2) 다음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었고, 주의집중력은 Q(통제치수)

항목에서 4개 학교중 가장 높은 점수 분포를 P(선택능력치수), C(지속성치수)

항목에서는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 다음으로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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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통밀집지역 학교(S3)의 경우 자동차전용

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학교주변의 차량통행량이 많고 이에 따라 소음 및 대기

오염도(미세먼지, 오존)가 높아 다른 학교에 비하여 학생들의 알레르기질환 발병

률이 높고,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규모공장 밀집지역 학교(S2)의 경우에도 교통밀집지역 학교(S3)와

마찬가지로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량이 많고 소음도 및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일산화탄소)가 높아 학생들의 알레르기질환 및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온지역에 위치한 학교(S1)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하여 미세먼지, 오존 등 의

대기오염도는 높은 편이나 소음도가 4개 학교 중 가장 낮으며, 공단지역 인근

학교(S4)의 경우에는 소음도는 높은 편이나, 대기오염도가 다른 3개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교통밀집지역 학교(S3)에 비하여 알레르기질환의 발병률이

낮고, 주의집중력 또한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알레르기질환 발병률을 낮추고 주의집중력 등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쿨존 주변의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스쿨존 환경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학시 소음 및 대기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학로의 조정이나 스쿨존 주변의 주 오염원인 차량통행을 제한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우려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스쿨존 주변의

소음 및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해야 할 것이며,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의

학교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방음시설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 67 -

본 연구는 학생들의 알레르기질환 및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지유형별 4개 초등학교의 소음도 및 대기오염도와의 연관성을 비교

하여 본 것으로서, 향후 입지 유형별로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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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명 2. 성 별 □ 1)남 □ 2)여
3. 연 령 만 (     )세 4. 학교명 (       )초등학교

5. 학년/반 (   )학년 (   )반 6. 참여구분 □1)학생 □2)학부모

부 록

1. 설문조사지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PART-A 연구 대상자 일반특성 설문조사

PART-B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인식 평가 설문지

1. 귀하는 평소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1)전혀 없다 2)별로 없다 3)그저 그렇다 4)약간 있다 5)매우 많다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 교통안전물 설치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2. 귀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이 통학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1)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도움이 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다소 도움이 된다 5)매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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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 차량통행량 및 주차차량

항 목 매우 적다 적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차량 통행량 1 2 3 4 5
주차차량 1 2 3 4 5

나. 차량 통행속도

항 목
매우

느리다
느리다 보통이다 빠르다

매우

빠르다

차량 통행속도 1 2 3 4 5

4. 귀하는 현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관련 법규(주정차 금지, 통행속도 제한

등)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필요하다 5)매우

필요하다

5. 귀하는 등하교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자동차소음의 세기는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 조용하다 2)조용하다 3)보통이다 4)시끄럽다 5)매우 시끄럽다

6. 정부에서 학교주변 소음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2)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노력하고 있다 5)매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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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주변 소음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필요하다

5)매우 필요하다

8.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하거나 건의하실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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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C 건강항목에 대한 설문지

1. 키               cm 2. 몸무게                 kg
3. 집주소  (       )시(도)    (       )구(군)  (       )동(면)

1. 귀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식”으로 진단 받은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귀하가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 귀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 받은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 귀하가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5. 귀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눈병(알레르기결막염)”으로 진단 받

은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6. 귀하가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성 눈병(알레르기결막염)”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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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피부발진(“태열”또는 “아토피피부염”이라고 함)으

로 진단 받은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8. 귀하가 지난 12개월 동안 “피부발진”(“태열”또는 “아토피피부염”이라고 함)으

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9. 귀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청각이상”(“난청” 또는 “이명”)으로 진단 받은적

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0. “청각이상”(“난청” 또는 “이명”)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처음 진단을 받았

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 시기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예 2011년 5월)

11. 귀하가 지난 12개월 동안 “청각이상”(“난청” 또는 “이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12. 귀하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

니까 ?

1) 소음 2) 공기 3) 악취 4) 온도 5) 운동장바닥

13. 귀하가 교실에서 학습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

니까 ?

1) 소음 2) 실내공기 3) 악취 4) 실내온도 5) 실내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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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의 교실에서 수업시 소음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조용하다 2) 조용하다 3) 보통이다 4) 시끄럽다

5) 매우 시끄럽다

15. 귀하는 소음이 학습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무 영향이 없다 2) 거의 영향이 없다 3) 보통이다 4)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 매우 영향을 미친다

16. 귀하가 교실에서 학습하면서 바뀌었으면 하는 교실환경은 무엇입니까 ?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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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IR 주의집중력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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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 Of Noise And Air Pollution Around School Zones

On Attention Capacity And Allergic Disease

Jae Hong Mi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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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hin, Dong Chun, M.D, Ph D)

Increasing traffic volume and concentrating population to the cities have

been causing noise problems. However, there is a lack of an attempt to

block the occurance of noise. It needs both practical management such as

estimating how harmful the noises are and reinforcing the regulations and

financial investment. Study in recent has been processing in a variety of

damages caused by noise we can meet frequently whereas the past one

was just on hearing disorder. Those damages including weakened hearing,

physical and mental damages and lack of attention result in the lowe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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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ed to measure the damages of noise around school zone

which children, the most vulnerable, are in most of the time. Object areas

are sorted out by the number of lanes, traffic volume and near hazardous

sites and suggest volume of noise exposure and relevance with air

pollution.

To study on effect of noise on mental health, it has been concerned with

the survey on damages of differently exposed volume and the

measurement of substances causing air pollution. Also, a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 of the noisy environment and the children's disorder of

learning (and health.) Schools as objec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4

locations; with a fixed temperature, a densely factory-built, a concentrated

traffic and near an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use the references to

measurement of noise and air pollution more objectively, the reference

released last year is made for the best use. It offers relative data and

represents the nature of the areas.

As a result, two schools located in a densely factory-built area in the

center of Seoul and a concentrated traffic area represent lower score in the

attention capacity test. It refers to that noise and air pollution have

weakened attention capacity. On the other hand, the other two, a fixed

temperature area and one near an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the lowest

air pollution level represent higher score than the 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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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the result with only 4 schools and there are many more

needs of constant and objective research on students' learning ability.

Key Words : noise level, air pollution level, attention capa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