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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항공기 소음을 줄여라!

허시하우스에서 전투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공군 전투비행단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전투

기 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민간 항공기보

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가 있는 공군 비행단에서는 

이 같은 소리가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공군부대 인근

에 사는 주민들이 제트엔진에서 나는 소리로 인해 느끼는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시 하우스 설치로 소음 방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음방지 시설인 허

시 하우스(Hush House)입니다. 허시 하우스

는 항공기 엔진점검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주위

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

어진 돔형 건물입니다. 공항 주변에 사는 이들

에게는 항공기가 비행중일 때보다 이착륙할 때 

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지상

Question 26

특명! 항공기 소음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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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고요하군~

에서 엔진정비를 위해 점검 테스트를 할 때 가장 큰 소음이 발

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은 허시 하우스를 설치해 엔진점검 

때 나오는 큰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건물 한 채를 짓는

데 약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소음 감소에

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F-4 전투기 시운전 시 최고 

소음은 135㏈ 정도이지만, 허시 하우스 밖에서 측정해 보면 

76.3㏈로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허시 하우스, 정말 제 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 일상적인 대화 : 60㏈, 

 큰 소리의 독창/시끄러운 공장 안 : 90㏈

공군은 항공기 엔진점

검 시에 발생하는 엄

청난 소음을 줄이기 위

해 비행기지마다 약 30

억 원 상당의 허시 하우

스를 설치하여 운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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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항공기 소음을 줄여라!

훈련 시간 및 경로 조정 등 다각적 노력

허시 하우스 외에도 공군은 항공기 이착륙 시간과 비행

경로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부대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를 줄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휴식을 취하고 잠을 청하는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

역을 피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같은 소리라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기가 

이륙할 때 비행 각도

를 최대한 높여 항공기

를 활주로에서 가파르

게 이륙시키고 있습니

다. 이렇게 하면 보다 

빨리 땅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레 소리의 크기

도 작아지기 때문입니

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 없는 항공기를 만드는 것입니

다. 아직까지는 무음(無音) 항공기를 만들 수 없지만, 항공기술

이 좀 더 발달한 미래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