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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계 바이러스로 분류되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사포바, , ,

이러스등은 인체 및 동물의 분변을 통해 환경 중으로 배출되어 하수 뿐 아니라 지표수와

지하수에도 존재하며 크기가(Gerba,C.P. et al., 1990; ; Rockx B et al., 2002 ), 5nm-

로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 여과에 의해서는 거의 처리되지 않으며 겨울철에10nm

지하수에서 수개월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키

고 있다(Parshionikar SU et al., 2003; Sung-Han Kim et al., 2005).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방법은 양이온필터법 침전법 유기산농축법 양이온플록법, PEG , , ,

초고속원심분리법 등이 있으며 대용량 의 지하수에서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시스템(1500L)

은 양이온필터법인 미국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EPA (USEPA manual, 2001).

일반적으로 유기 무기 오염물질들은 이온화된 상태로 수중에 분포하고 있으며 바이러,

스와 같은 미생물들은 수중에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의 정전기적 특.

징을 이용하여 등에 양전하를 띠게 함으로써 음전하를 띠는 바이Glass fiber, cellulose

러스를 흡착시킨 후 를 이용하여 탈리하는 과정으로 바이러스를 농축하여 바이러스를pH

검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 양전하를(Kenneth Hou et al., 1980). nitrocellulose

띠는 필터를 제작하여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전하를 띠는 필터는.

필터의 기공사이즈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나 내독소 등을 분석하는데 이용되(endotoxin)

며 지하수나 하천수의 바이러스 오염이나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는데 이용된다(Georgios T.P. et al., 2000; Mohammad R.K, 2009).

정수장이나 지하수의 바이러스조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양이온필터인 필터나 필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바이러스성 식중1MDS Nanoceram .

독의 원인병원체는 대부분 노로바이러스이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발병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이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하거나 식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며 어패류에 의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형과 형의 다양한 아형의 노로G1 G2

바이러스 들이 존재하여 감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Fankhauser RL et

al.,1998, Gallimore CI et al., 2004).

노로바이러스는 년 이후 보고가 되고 있으며 소아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1990

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로 선진국 형 장염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바이러스성 장염의 약 네덜란드의 경우42%,

에는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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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약청 통계보고 자료에 의하면 바이러스성 식중독 중 대부분이 노로바이러스

가 차지하고 있으며 년에는 노로바이러스 발생율이 에서 년 월2002-2005 6.8% 2006-2010 7

까지에서는 로 배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성 식중독발생이 중요하게 대두18.2% 3

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시료에서의 원인 규명율이 년 건 중 건 이 지하. 2009 32 1 (3.1%)

수에서 규명되었고 년에는 건 중 건 에서 지하수와 굴무침으로 인한 식중독2010 21 2 (9.5%)

으로 확인되어 바이러스성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하수 및 식품에서는 대부분 원인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며 환경 시료에서 원인 불명율이 높아 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된 시험방법에는 상용화된 제품인 나1MDS

필터제품을 사용하여 의 지하수를 로 농축하여 방법으로 분Nanoceram 500-1,500L 25mL PCR

석하고 있으나 소량의 시료 에서는 아직 고시된 방법이 없어 연구를 해야 할 필요(4-10L)

성이 있다 본 연구는 소량의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수처리.

제로 사용하고 있는 양전하 부가물질인 폴리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를 이용하여(PAC)

필터에 기술을 적용하여 필터에 전하를 띠게Nitrocellulose membrane Positive charge

함으로써 바이러스를 흡착시켜 검출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하여 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발병 시 환경시료에서 바이러스 농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원인규명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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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1태체1태체1태체1

양이온(Al3+ 필터를 만들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밀리포아 여과기 세트에) 1

필터Nitrocellulose membrane (0.45ul pore size, 47mm, Millipore, Billerica,

를 장착한 후에 로 감압여과하면서 의Ireland) 15-20 PSI 5mL 500mM AlCl3을 통과시켜 필

터에 양이온을 형성시켰다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받은. 10
4
CCID(Cell culture

infectious dose)의 표준주 을 의 멸균증류수에 넣고 균질화 시(Poliovirus 1) 3mL 500ml

킨 다음 밀리포아 여과기 세트에 감압여과 하면서 통과시켜 양이온필터에 바이러스를 수

집하였다 또한 식중독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분리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

필터에 있는 알루미늄 이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50mL 0.5mM H2SO4 용액으로 세(pH 3.0)

척하였다 필터에 결합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탈리하기 위하여 의. 3mL 5mM NaOH(pH 11.0)

용액을 첨가한 후에 분간 정치한 후에 로 감압하면서 용출하였다 필터된 액1 15-20 PSI .

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100mM H2SO4용액 을 첨가하여 실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5uL .

동일한 방법으로 노로바이러스도 실험하였다.

그림 양이온 필터 제작 및 바이러스 농축을 위한 그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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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태 RNA태체태 RNA태체태 RNA태체태 RNA

추출은 을 이용하였으며RNA QIAamp viral RNA minikit(QIAGEN GmbH, Hilden, Germany )

표준주 및 를 제조자의 실험방법에 따라서 실험하였다Poliovirus 1 Norovirus G2-4 .

포함 을 에 넣은 후 시료 을 넣고 초Buffer AVL (carrier RNA ) 560uL 1.5 tube 140uL 15㎖

동안 혼합 한다 실온에서 분 동안 정치한 후(pulse-vortex) . 10 Ethanol (96-100%) 560

을 넣고 초 동안 혼합한 후 한다 혼합된 시료 을uL 15 spin-down . 630uL QIAamp Mini spin

에 넣은 후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필터 된 액과 는 버린 후column 6,000 x g 1 tube

을 새로운 에 옮긴다 세척을 위하여 과QIAamp spin column 2uL tube . Buffer AW 1 Buffer

를 순서대로 을 에 넣은 후 에서 분 동안 원심AW 2 500 uL QIAamp spin column 6,000 x g 1

분리한 후 을 새로운 에 옮긴다 남아있는 알콜을 제거하기QIAamp spin column 2 tube .㎖

위하여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에 을20,000 x g 3 1.5 tube QIAamp spin column㎖

장착한다 을 에 주입하고 분 동안 정치한 후 에서. Buffer AVE 100 uL column 1 6,000 x g 1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용출하였다 용출된 여과액으로 정량을 위한 로 사용. template RNA

하였다 이 용액을 형광측정원리를 이용하는. RNA Qubit fluorometer (Invitrogen,

장비로 를 사용하여 정Oregon, USA) Quant-iT RNA assay kit(Invitrogen, Oregon, USA)　

량하였다.

태체퇴 Real time RT-PCR태체퇴 Real time RT-PCR태체퇴 Real time RT-PCR태체퇴 Real time RT-PCR

폴리오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정량시험을 위한 증폭은 Exiprep 96(Bioneer Daejeon,

장비를 이용하여 로 증폭하였다Korea) EV Real time PCR kit(Bioneer Daejeon, Korea) .

튜브에 용액 와 를 넣고 합성한 후 사Realtime PCR mixture RNA 10uL DEPC DW 40uL cDNA

이클이 끝날 때 마다 증폭이 될 때 증가되는 의 정량을 검출기로 측정하였다FAM dye .

폴리오바이러스 및 노로바이러스 온도 조건는 동일하게 분로 합성한 후47 30 cDNA 9℃

으로 후 으로 반응시켜 정량하였4 10min inactivation 94 15s, 55 1min 40cycle℃ ℃ ℃

다.

태체판 CCID태체판 CCID태체판 CCID태체판 CCID폴침폴침폴침폴침원Cell culture infectious dose정원Cell culture infectious dose정원Cell culture infectious dose정원Cell culture infectious dose정

여과농축된 바이러스 용액의 생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Karber

하였다 즉 웰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를 가. 96 RD(human rhabdomyosarcoma)cell monolayer

형성될때 까지 5% CO2 에서 키운 다음 표준주 폴리오바이러스 용액과 필터 통Incubator

과시킨 바이러스 용액를 단계씩 희석하면서 각각 플레이트에 씩 분주한 후x10 50u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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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를 매일 관찰하였으며CPE(Cytopathogenic effect) Cell

과 을 대조로 사용하면서 아래의 공식에 따라서 비교 분석control Virus control Kärber

하였다.

Log CCIDLog CCIDLog CCIDLog CCID50505050 = L - d (S - 0.5)= L - d (S - 0.5)= L - d (S - 0.5)= L - d (S - 0.5)

L = log of lowest dilution used in the test;

d = difference between log dilution steps;

S = sum of proportion of "positiv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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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표준주바이러스인 10
4
CCID 의 시료를 를 이용polio virus 100uL QIAamp Viral RNA kit

하여 추출한 후 최종적으로 의 핵산을 얻어 형광분석 핵산측정장비인100uL Qubit

로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표 와 같이 의fluorometer RNA . 2 0.944ug/ml±20% RNA

농도값을 얻었으며 표준주바이러스를 양이온필터에 여과농축하여 얻어진 농도값은RNA

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회사 양이온 필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0.562ug/ml±20 . A

측정한 결과 이었고 회사의 양이온 필터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0.265ug/ml , B

이었다0.364ug/ml .

표 2. Poliovirus 1 RNA 농도 및 회수율 분석결과　 단위:ug/mL

또한 확인이 된 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이Norovirus G2-4 5.3ug/ml

었으며 표 과 같이 회사 양이온 필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이었고3 A 1.612ug/ml ,

회사의 양이온 필터를 이용하였을 경우엔 이었다B 2.074ug/ml .

표 3. Norovirus G2-4 RNA 농도 및 회수율 분석결과　 단위:ug/mL

실험방법
바이러스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Standard

Poliovirus 1 0.265 ±20 0.364 ±20 0.562 ±20

0.944±20

Recovery rate 28.1% 38.5%% 59.5%

실험방법
바이러스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Standard

Norovirus G2-4 1.612±20 2.074±20 3.338±20

5.3±20

Recovery rate 30.4% 39.1%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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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체태 Real time RT-PCR퇴체태 Real time RT-PCR퇴체태 Real time RT-PCR퇴체태 Real time RT-PCR

104 폴리오바이러스 를 가지고 를 가지고 추출하였으CCID 100ul Qiagen Viral mini kit

며 로 용출하여 에 용액 와100uL real time pcr kit 50uL volume RNA 10uL DEPC DW 40uL　

를 넣고 실시간으로 형광을 측정하였다 표준시료원액으로 그림 와 같이. 2 Standard

를 이용하여 수를 계산하였다 의 에 대curve viral copy number . Poliovirus 1 NCR gene

해 정량시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그림 과 같이 값Real time PCR 3 CT(cycle threshold)

은 이었다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 농축한 바이러스용액을 추24.9 ±20 .

출한 실험에서는 그림 및 표 와 같이 는 로 약 의 회수율을 보3 4 CT value 25.7 ±20 60%

여주었고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이, A CT 26.7 ±20 , B 27.3±20

었다.

표 및 회수율 분석결과4. Poliovirus 1 CT(cycle threshold) value

그림 표준주 바이러스의 를 이용한2. Standard curve viral copy number.

실험방법
바이러스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Standard

Poliovirus CT 26.7±20 27.3±20 25.7±20

24.9±20

Recovery rate 29.1% 38.5%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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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1 2 3 41 2 3 41 2 3 4

그림 의 정량 비교분석3. Poliovirus 1 NCR gene Real time PCR .

표준원액( 1: , 2: This study, 3: B filter, 4: A filter)

동일한 방법으로 식중독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였다 노로바이.

러스 를 가지고 를 가지고 추출하였으며 로 용출G2-4 100uL Qiagen Viral mini kit 100uL

하여 에 용액 와 를 넣고 실시간real time pcr kit 50uL volume RNA 10uL DEPC DW 40uL　

으로 형광을 측정하였다 표준시료원액으로 그림 와 같이 를 이용하여. 4 Standard curve

수를 계산하였다 의 에 대해viral copy number . Norovirus G2-4 Capsid gene Real time

정량시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그림 와 같이 표준바이러스로 실험한 결과PCR 5 CT(cycle

값은 이었으며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 농축한 바이threshold) 28.0 ±20

러스용액을 추출한 실험에서는 는 로 약 의 회수율을 보여주었고CT value 28.9 ±20 60% ,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이었다A CT 30.5 ±20 , B 30.2±20 .

표 및 회수율 분석결과5. Norovirus G2-4 CT(cycle threshold) value

실험방법

바이러스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Standard

Poliovirus CT 30.5±20 30.2±20 28.9±20

28.0±20

Recovery rate 30.3% 35.1%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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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를 이용한4. Norovirus G2-4 Standard curve viral copy number.

1 2 3 41 2 3 41 2 3 41 2 3 4

그림 의 정량 비교분석5. Norovirus G2-4 NCR gene Real time PCR .

표준원액( 1: , 2: This study, 3: B filter, 4: A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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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체퇴퇴체퇴퇴체퇴퇴체퇴

폴리오 바이러스 검출민감도 시험을 위한 바이러스생존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96well

에 를 가 형성될때 까지plate RD(human rhabdomyosarcoma) cell monolayer 5% CO2

에 키웠다 단계별로 희석한Incubator . 100 CCID50, 10 CCID50, 1 CCID50의 폴리오바이러

스를 제작한 양이온필터에 통과시켜 농축한 용액을 준비한 세포에 접종하였으며 접종한

후 매일 도립현미경 으로 세포병변효과 관찰하여(Olympus, Japan) (cytopathogenic effect)

바이러스 생존능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및 도 동일한 방법으. A filter B filter

로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는 직접 제작한 양이온필터에서는 까지 생존능을 확인하. 1 CCID

였으며 필터는 에서 를 보였으며 필터는 까지 생존능을 확인하였A 10 CCID ± B 10 CCID

다.

표 시험방법별로 바이러스 검출감도 생존능 시험6.

RD cell CPE negative RD cell CPE Positive　 　

그림 를 이용한 바이러스 검출감도 시험4. RD cell culture .

실험방법
바이러스(CCID)

A filter B filter This study

100 + + +

10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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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이러스는 수인성 집단식중독의 주요한 원인병원체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이들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배설물에서 방출되어 하수를 거쳐 환경 수계에 널리 분

포하게 되며 바다로 들어가 여기에 사는 어패류를 오염시키는데 어패류의 중장선이 필터

역할을 하여 바이러스가 농축되어진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게 될 경우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중독바이러스들.

은 세균보다 적은 농도로 분포하지만 세균에 비하여 환경에서 수개월 생존하고 적은 수

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량의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방법에는 양이온필터법 침전법 유기산농축, PEG ,

법 양이온플록법 초고속원심분리법 등이 있으며 농축법과 양이온필터법에 우수한, , PEG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초고속원심분리법에는 많은 양 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4L)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에서 민감도가 우수하고 농축하는 시간이 빠른 양이온필터법.

을 이용하여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만 농축할 시료의 상태와 양 실험자에 따라 다른 농축법을 사용하는 등 확립된 방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로 세균을 여과하는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Nictrocellulose filter

에 용액으로 양이온을 코팅하여 바이러스를 농축NC filter PAC(poly aluminium chloride)

하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표준주 바이러스인 으로 국내에 시판중인. Poliovirus 1

및 회사의 양이온필터로 농축했을 경우 회수율이 을 보여주었으나 이번 연구A B 20-40%

에서는 의 회수율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검출한계에서도 및 회사의60% . A B

필터에서는 까지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까지 검출이 되고 있음을10 CCID 1 CCID

확인하였다.

환경수계에서 검출감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불순물에 의한 효소반응의 억제를 들

수 있는데 환경시료에서 핵산을 추출할 때 추출 방법에 따라서 검출감도가 차이가 발생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많이 존재하며 특히 부식산이나 다당류가 많이 혼합되어

있다 부식산은 농도만으로 반응을 저해하며 다당류의 경우에는 정. 10ug/ml PCR , 12.5%

도만 있으면 심각히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표준시료와(Atmar, et al., 1993).

달리 환경수계에서 샘플링할 때는 핵산 추출시에 컬럼방법보다는 를 많이 제거Inhibitor

하는 방법으로 추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Magnetic bead .

노로바이러스는 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 급성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을 일으Caliciviridae

키는 주요한 원인병원체로 알려져 있으며(Koopmans M, Duizer E., 2004; Lees D., 2000)

모든 연령층의 환자에서 발생하며 유전자형은 과 로 구(Green, K.Y., et al., 2001) G1 G2

성되어 있다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는 로타바이러스(Ando, et al.,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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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장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이 있다, , .(Ando et al., 1994;

이중에서 노로바이러스는 집단 식중독 위장관염의 중요한 원인체Estes et al., 1983)

로 알려져 있으며 인체 및 동물의 분변을 통해 환경 중(Chikhi-Brachet et al., 2002),

으로 배출되어 하수 뿐 아니라 지표수와 지하수에도 존재하며(Gerba,C.P. et al., 1990;

하수 하천수 바닷물 패류 등에서 검출되며 겨울철에 환경; Rockx B et al., 2002 ), , , ,

수계에서 수개월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 Parshionikar SU et al., 2003; Sung-Han Kim et al., 2005)

년 월경에 발생한 급성 위장염의 집단 발병예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2002 2

섭취하여 발생한 대규모 발병예로 보고되었으며 이후에도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

한 집단 식중독의 발병예가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식중독 건수 중 노로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년도에 건 건 년도에는 건 건 년도에는2006 51 /259 , 2007 97 /510 , 2008

건 으로 에서 로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지만 원인병원체69/354 19.0% 19.6%

를 환경 가검물에서 규명하는 건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인병원체를 규명.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의 물에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를 첨가하여 양이온 필터여과장치에 통과시켜4L G2-4 3ml

로 농축을 하였다 노로바이러스 표준시료원액으로 그림 와 같이 를 이. 4 Standard curve

용하여 수를 계산하였다 의 에 대해viral copy number . Norovirus G2-4 Capsid gene

정량시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그림 와 같이 표준바이러스로 실험한 결Real time PCR 5

과 값은 이었으며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CT(cycle threshold) 28.0 ±10

농축한 바이러스용액을 추출한 실험에서는 는 로 약 의 회수율을CT value 28.9 ±10 60%

보여주었고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A CT 30.2 ± 10(42%) , B

이었다 따라서 이번 실험결과 소량의 시료인 의 물에서 식중독바30.5±10(28%) . 4L-10L

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등을 농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다 전세계적으로 지.

하수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농축방법으로 미국의 검사법인 의 지EPA 500-1,500L

하수를 양이온필터에 통과하면서 흡착시켜 농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확인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의 지하수를 농축하1,500L

여 검사하고 있는데 식당이나 급식소등 현장에 나가면 정수기 등 소량의 물이나 환경가

검물들이 존재하는데 검사방법이 없어서 실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량.

의 시료에서 양이온필터를 이용한 농축방법을 이용하면 약 시간 정도면 농축할 수 있고1

환자대변과 비슷한 시간대에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발생시 역학조사에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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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확산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경.

가검물에서 원인규명을 할 때 지하수를 검사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조리 시 사용하는

물이나 정수기 등의 물 등 중간 매개체를 검사하면 원인 규명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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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소량의 지하수 약 에서 바이러스를 농축하기 위하여 양이온필터를 제작한 후 질병관( 4L)

리본부에서 분양받은 및 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와 시판중Poliovirus 1 Norovirus G2-4

인 양이온필터제품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광분석 측정 장비인 로 농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주 바이러1. Qubit fluorometer RNA

스를 양이온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핵산을 추출하여 정량한 결과 이었으0.944ug/mL±20%

며 양이온필터 여과장치에 농축하여 얻어진 농도값은 으로 측정되었RNA 0.562ug/mL±20

다 또한 회사 양이온 필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이었. A 0.265ug/mL

고 회사의 양이온 필터를 이용하였을 경우엔 이었다, B 0.364ug/mL .

2. 104 폴리오바이러스를 장비로 형광을 측정하여CCID real time PCR Standard curve

를 이용하여 수를 계산한 후 값은 이viral copy number CT(Cycle Threshold) 24.9 ±20

었다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 농축한 바이러스용액을 추출한 실험에서는.

는 로 약 의 회수율을 보여주었고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CT value 25.7 ±20 60% , A CT 26.7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이었다±20 , B 27.3±20 .

노로바이러스 에 대한 정량시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준시료3. G2-4 Real time PCR

원액에서는 는 이었으며 동일한 농도로 양이온 제작필터에 여과 농축CT value 28.0 ±20

한 바이러스용액을 추출한 실험에서는 는 로 약 의 회수율을 보여CT value 28.9 ±20 60%

주었고 회사 제품에서는 값이 이었으며 회사제품에서는 이, A CT 30.5 ±20 , B 30.2±20

었다.

폴리오 바이러스 검출감도 시험에서는 직접 제작한 양이온필터에서는 까지 생4. 1 CCID

존율을 확인하였으며 필터는 에서 를 보였으며 필터는 까지 생존능A 10 CCID ± B 10 CCID

을 확인하였다.

식중독 규명시 환경가검물인 음식물을 조리에 사용하는 물이나 정수기의 물 등 소량5.

의 시료에서 중간 매개체를 검사하면 원인규명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6.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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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로 불리는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기원한 형 인Influenza A/H1N1 2009 A

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로 년 전 세계적으로 사, 2009

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다 년 월말 경 멕시코에서 발열 기침. 2009 4 ,

및 구토로 내원한 세 소아의 비인두 흡입 검체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다10 .

세계보건기구 이하 는 유행초기에 돼지인플(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I’, ‘

루엔자 등으로 불리었던 급성호흡기질환을 년 월 일 기준으로’ 2009 4 30 influenza

로 공식 명명하였으며 유행을 국제적인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A(H1N1) (Public Health

으로 규정하고 유행지역의 여행과 방문에 주의를 표명하였다 월 일 의Emergency) . 6 11 WHO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선언 이후 월 말부터는 우리나라도 학교를 중심으(pandemic) , 7

로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역학적으로 해외여행 등의 감염위험요인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

자의 발생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월 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웹보고 시스템을. 9 20

통해 제 군 법정전염병인 신종전염병증후군 으로 신고된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4 ‘ ’

자 수는 총 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명 여자 명 로 남자15,160 , 60.9%(9,235 ), 39.1%(5,925 )

가 여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세 연령군이 전체 검사 양성자의. 10-19 53%(8,042

명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세 명 세 명 세) , 20-29 21%(3,187 ), 0-9 15.3%(2,320 ), 30-39

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일까지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자 중 사망4.7%(706 ) . 9 20

한 사람은 명으로 확인되어 치명률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9 0.06% . , ,

등 주요 선진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치명률은 까0.01-0.15%

지 다양하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년에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전에 사람과 돼지에서 발견되지2009 A(H1N1)

않았던 의 새로운 아형 으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유전A(H1N1) (subtype)

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계절인플루엔자 증상과 유사하며 발열 기. ,

침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 .

감염경로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또는 사람에서 돼지로 직접 전파가 가능하고 사람으로의

감염은 돼지와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에 의한.

사람 간 감염도 가능하며 오염된 물건에 접촉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나 조리된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기는 증상발현 후 일이며 증상이 일 이상 지속되. 7 7

는 경우나 어린이의 경우 더 길 수 있으며 치료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

비르 상품명 타미플루 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seltamivir, )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인 적혈구응집소 와 뉴(HemAgglutini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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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분해효소 에 의해 아형이 결정된다 는 바이러스가 체세포에(NeurAminidase, NA) . H

부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지 아형이 있으며 은 감염된 세포로부터 증식15 , N

된 바이러스가 빠져나와 새로운 체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감염된 세포와 바

이러스 입자 간의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며 가지 아형으로 분류된다 형 인플루엔9 . A

자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의 종류에 따라 등으H, N H1N1, H3N2

로 표기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 변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크고. ,

작은 항원 변이는 거의 매년 일어나며 이러한 항원 변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플루엔

자의 유행이 초래된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진단방법에는 세포배양방법 유전자진단방법 신속진단방법 혈, , ,

청을 이용한 항체가 검사방법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정확도와 민감도가 뛰어난 방RT-PCR

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 진단에서 범유행시에 시간이 약 일 정도 걸리는 단. 3

점이 있다 따라서 내원한 환자의 인후도말에서 분 안에 추정이 가능한. 10 Rapid Antigen

방법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등은 은 계절인플루엔자 검사에서Test(RAT) Hurt (2007)

방법과 비교한 결과 정확도에서 민감도는 의 결과를Real time RT-PCR 76-100%, 44-95%

보고하고 있으며 그러나 등은 바이러스 유행 시 실험한 결과 민감도가Uyeki 2009 H1N1

의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22-33% .

본 연구는 명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의심환자로부터 인후액을 면봉으로 채취하여 신637

속진단키트 및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Real time RT-PCR .



- 22 -

2222

태체1태체1태체1태체1

년에 유행하였던 월부터 월 까지 의심환자 명으2009 9 12 ILI(Influenza Like Illness) 637

로부터 인후두에서 면봉으로 채취하여 에 넣어 실험에 사용VTM(Virus Transport Medium)

하였다 대조군으로 명의 발열이 없는 자의 인후액을 채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20 VTM

에 넣어 에 보관하여 실험하였다-70 .℃

태체태태체태태체태태체태

신속진단키트진단 실험은 SD Bioline Influenza A/B/A(H1N1) pandemic (Standard

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이 키트는Diagnostics, Yongin, Korea)kit 2009 H1N1,

및 형을 구별할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실험방법은 제조자의 지influenza A influenza B .

시에 따라서 에 희석액을 로 떨어뜨린 후 가검물을 넣고 혼합하여Test tube Dropper Test

을 넣은 후 약 분간 방치하여 결과를 판독하였다strip 10-15 .

태체태태체태태체태태체태

추출은 을 이용하였으며RNA QIAamp viral RNA minikit(QIAGEN GmbH, Hilden, Germany )

제조자의 실험방법에 따라서 실험하였다 포함 을. Buffer AVL (carrier RNA ) 560 uL 1.5

에 넣은 후 시료 을 넣고 초 동안 혼합 한다 실온에서mL tube 140 uL 15 (pulse-vortex) .

분 동안 정치한 후 을 넣고 초 동안 혼합한 후10 Ethanol (96-100%) 560 uL 15 spin-down

한다 혼합된 시료 을 에 넣은 후 에서 분 동. 630 uL QIAamp Mini spin column 6,000 x g 1

안 원심분리 한 후 필터 된 액과 는 버린 후 을 새로운tube QIAamp spin column 2 mL

에 옮긴다 세척을 위하여 과 를 순서대로 을tube . Buffer AW 1 Buffer AW 2 500 uL QIAamp

에 넣은 후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을 새spin column 6,000 x g 1 QIAamp spin column

로운 에 옮긴다 남아있는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서 분 동안2 mL tube . 20,000 x g 3

원심분리 한 후 에 을 장착한다 을1.5 mL tube QIAamp spin column . Buffer AVE 100 uL

에 주입하고 분 동안 정치한 후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용출하였column 1 6,000 x g 1

다 용출된 여과액으로 정량을 위한 로 사용하였다. template R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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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퇴 Real time RT-PCR태체퇴 Real time RT-PCR태체퇴 Real time RT-PCR태체퇴 Real time RT-PCR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정량시험을 위한 증폭은 장ABI 7500(Applied biosystems, USA)

비를 이용하여 미국의 프로토콜 방법대로 증폭하였다CDC . One step Real time RT-PCR

방법은 를 이용SuperScript Platinum One-Step Quantitative RT-PCR kit(Invitrogen)Ⅲ

하여 수행하였다 용 에. Real time PCR tube 10uL 1x reaction buffer, 0.8uL enzyme

를 넣고 를 만들어mix, 0.6mmol/L MgSo4, 200nmol/L probe, 300nmol/L primer Mixture

여기에 를 넣어 증폭하였다 온도 조건은 분에서 합성하여5uL viral RNA . 47 /30 cDNA℃

분 동안 시킨 후 초 초 에서 반응시켜 정94 /10 inactivation 94 /15 , 55 /30 40cycle℃ ℃ ℃

량하였다.

태체판태체판태체판태체판

자료 분석은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민감도분석 및SPSS (version 16.0) viral copy

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와 를 실시하였다numbers ANOVA test Tukey's post hoc test . P

값은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value p=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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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 Real time PCR퇴체1 Real time PCR퇴체1 Real time PCR퇴체1 Real time PCR

신속진단키트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빠르게 결과 제공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진단검,

사를 줄여주고 항바이러스치료를 용이하게 하며 항생제의 부적절한 남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및 로 분석한 결과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와 정확도ANOVA test Tukey's post hoc test

는 각각 와 였다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검체 채취시기를 시간대별로 구75.6% 99.3% .

별하였으며 24hour(D1), 24-48 hour(D2), 48-72hour(D3), 72-96hour(D4), 96-168hour(D5)로

분류하였다 임상증상 일자별인 에서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를 보면. D1, D2, D3, D4, D5

그림 에서와 같이 각각 그리고 였다 또한1 75.0%, 76.8%, 79.9%, 77.4% 67.3% . virus

의 값은 그리고 이었고copy numbers log quantity 3.35, 3.60, 3.68, 3.46 3.17 P value

는 이었다 수는 일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감소하였p=0.025 . log10 virus copy number D3

다 신속진단 키트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처음 임상증상이 발생하는 이후 시간. 48-72

이 지난 후에 샘플을 채취하였을 때 가장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임상환자의 채취시기별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 및 결과1. Virus Copy number .

이번 연구에서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는 최 등 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등(2010) Uyeki

보다 높은 감도를 보여주었으며 그림 와 같이 밴드의 폭과 두께의 농도가(2009) 2 Real

의 값과 비례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신속진단키트의 검출한계는time PCR CT .

가 이었으며 이후부터 의 값인CT(Cycle Threshold) value 31±1.5 Real time PCR Cut-off

까지는 음성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에서 보면 과의 비교실험에서는37 . 3 Real time RT-PCR

배의 민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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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Control →→→→

A type →
H1N1 2009 →

그림 방법의 값과 신속진단 키트의 비교분석2. Real time RT-PCR CT(cycle threshold)

(CT value : Lane 1 : 21.5; Lane 2: 21.7; Lane 3 : 21.8; Lane 4 : 24.8; Lane 5 : 25.1;

Lane 6 : 25.8; Lane 7 : 26.2; Lane 8 : 27.8; Lane 9 : 29.2; Lane 10 : 30.8; Lane 11

31.5; Lane 12: ND; Lane 13 : ND; Lane 14 : ND).

AAAA

BBBB
A type →
H1N1 2009 →→→→

그림 과 신속진단키트의 검출한계3. Real time RT-PCR (A panel : 2009 H1N1 type

의 값과 신속진단키트의 과Standard Rn PCR cycle number, B panel : A type 2009 H1N1ㅿ

라인type ).

10101010
7777
10101010
6666
10101010
5555
10101010
4444

10101010
3333
10101010
2222
10101010
1111

10101010
7777

10101010
6666

10101010
5555

10101010
4444
10101010
3333
101010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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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는 보고 자료마다 많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등은John(2010)

의 에Quidel QuickVue (Quidel corporation, California) Pandemic influenza A/H1N1

대한 민감도는 였으며 정확도는 로 보고하고 있으며 및63% 96% Pregliasco F(2004) Hurt

등은 계절 인프루엔자 시기에 민감도는 정확도는 로 보고하였AC (2007) 44-95%, 76-100%

으며 및 등은 의 저조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Uyeki (2009) Stein j(2005) 22-33% .

등은 의 조사결과 의 민감도를 보여주Vasoo(2009) Pandemic Influenza H1N1 virus 53-69%

고 있다 이번 조사 연구에서는. SD Bioline Influenza A/B/A(H1N1) pandemic (Standard

를 이용하였으며 민감도와 정확도는 각각 와Diagnostics, Yongin, Korea)kit 75.6% 99.3%

였고 등의 결과보다 우수한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다Vasoo(2009) .

으로 확인된 환자의 평균나이는 이었으며 나이차이는 세2009 A H1N1 23.4±12.81 13-82

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세 이었으며 나이의 범위는 세 였다 환자의 대부, 34.6±20.8 8-82 .

분이 세 이하였으며 명 을 차지하였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8 53.8%(343 ) . 2009 H1N1

의 주요한 감염 연령층이 청소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 키트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RT-PCR RAT influenza

의 경우에는 의 경우엔 샘플 에서 검출되었으며 신속진단키트에B virus RT-PCR 40 (33.3%)

서는 샘플 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나서 에서의 년 인플루엔자 감시사업47 (39.2%) KCDC 2009

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andemic influenza A/H1N1 표준시료원액으로 그림 과 같이 를 이용하4 Standard curve

여 수를 계산하였다 의 값은viral copy number . influenza A (H1N1) Cut-off CDC

방법대로 진행한 결과 으로 계산되었다protocol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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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를 이용한4. Influenza A (H1N1) standard curves Viral cop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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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신속진단키트 방법은 정확도와 민감도가 방법에 비하여 떨어지지만 실험(RAT) RT-PCR ,

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병원에서도 쉽고 빠르게 검사가 가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최초 임상증상이 나타난 이후 검체 채취시기별로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

차이가 유의성이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신속진단키트의 검출한계는 가 이었으며 이후부1. CT(Cycle Threshold) value 31±1.5

터 의 값인 까지는 음성으로 관찰되었다 과의Real time PCR Cut-off 37 . Real time RT-PCR

비교실험에서는 배의 민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000 . .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와 정확도는 방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각2. Real time RT-PCR

각 와 였으며 임상증상일자로 보면75.6% 99.3% 24hour(D1), 24-48hour(D2), 48-72hour(D3),

에서 각각72-96hour(D4), 96-168hour(D5) 그리고 였75.0%, 76.8%, 79.9%, 77.4% 67.3%

다 민감도의 차이는. 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어48-72hour(D3)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처음 임상증상이 발생하는 이후 시간이 지난 후에 샘플을 채취하였48-72

을 때 가장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속진단키트의 민감도는 에서 또는 의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3. 22-23% 53-69% 75.6%

있는데 임상증상이 발생한 이후 시간 사이에 샘플 채취를 하면 민감도가 높아져 환48-72

자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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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tibiotics of fish in Mankyoung river

Sang-eon Na†, Kyu-man Choi, Seog-gyu Lee, Eun-ja Jo

Young-mi Jang, Mun-su Na, Se-Il Oh, Youn-jeong Kim

Byoung-ku Han, Myong-ok Son

Division of Food and Drug Analysis

Abstract

Overindulgence of antibiotics can result in a serious problem on public

health. For this reason, we investigated the antibiotic residues of fish in

Mankyoung river for this yea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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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ntitative residual concentrations of 4 groups -Pencillins,

Cephalosporines, Macrolides and Aminoglycosides- among antibiotics were

not detected except for Tetracyclines of 32 samples in catched fish.

The quantitative detection of residual concentration of Tetracycline was

1.0 ~ 36.5 / of 17samples, Oxytetracycline was 0.9 ~ 2.3 / of㎍㎏ ㎍㎏

8samples and Doxycycline was 0.6 ~ 1.4 / of 6samples, but㎍㎏

Chlortetracycline was not detected. The amount of antibiotics were below

of the standard concentrations of Food code.

The amount of antibiotic residues weren't proportional to fish's size, and

also it will be less problems of accumulation in a living bodylike heavy

metal because the antibiotics are degradable naturally or discharged out of

a living bod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study otherantibiotics

which didn't detec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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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분석기술 발달함에 따라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거나 모르고 있던 신종 유해물질 또는

극미량 존재하여 검출할 수 없었던 유해물질 들이 첨단화된 기기를 이용하여 검출이 가

능해졌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항생제는 플레밍에 의해 년 발명된 페니실린 이후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되A. 1928

어 소량으로 병원 미생물의 활성을 억제하고 사멸시켜 인간과 동식물의 질병을 치료 하

는데 기적의 약으로 불리며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해 왔었다 그러나 질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 사용의 증가와 무분별한 오남용은 부작용으.

로 내성균을 출현시켜 질병 치료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는 생산 단계의 기업화 및 대규모화를 촉진하여 고밀도 사육

으로 이어져 질병 발생율을 증가시켜 이를 치료하기 위한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을 증가

시키게 되었고 이는 차적으로 출하된 제품의 잔류 항생물질로 인해 인간에게 간접적으1

로 장기간에 걸쳐 비의도적으로 섭취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 차적으로는2

분뇨 및 생산단계에서 배출 되는 폐수에 의한 자연환경 오염 및 생태계교란 문제 등을

야기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각종 항생제에 절대적인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여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됨에 따라 항생제 오남용 및 부

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각 분야

의 노력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인체OECD

용 및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 모두 많은 실정이다

사람의 질병 치료에 이용되는 항생제는 단기적으로 복용되기 때문에 자연분해 및 배설

되어 인체에 축적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미량일지라도 음식을 통하여 장기간 지속적으

로 섭취될 경우 인체에 축적 되거나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축산 및 수산 양식 어류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으나 일반 자

연계에 서식하는 어류의 항생물질 오염 여부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낚시 등 어업활동으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자연계 서식 어

류 중 전라북도 내 주요 하천인 만경강 유역에 서식하는 자생어류에서 인체 및 동물용

으로 널리 사용 되는 항생물질을 중심으로 잔류실태를 조사연구 하여 도민 보건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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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태체1태체1태체1태체1

항생물질은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미생물 스스로 생존을 위해 만

들어내는 천연 항생물질과 인간이 필요에 의해 화학적으로 만들어 내는 합성항균제로 크

게 분류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약 여종이 발견 되었고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는 항생400

제는 약 여종이다50 60 .∼

태체태태체태태체태태체태

항생물질은 크게 인체용 및 동물용 축산용 및 수산용 으로 구분되며 인체용 항생제 사( )

용 실태는 표 과 같고 동물용 항생제는 돼지 닭 수산용 소 순으로 사용량이 많으1-3 , , , ,

며 동물용 전체 항생제 사용실태는 표 와 같다4-5 .

표 우리나라 연도별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 단위 명1. :DDD/1,000 /Day

구분 2007 2006 2005 2004 2003

사용량 21.5 23.8 24.7 23.62 22.97

전년대비 -9.7% -3.6% 4.6% 2.8%

년도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 율 공개시작2006※

표 국가와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 비교 년 단위 명2. OECD (2006 ) :DDD/1,000 /Day

국가 벨기에 포르투갈 한국 호주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사용량 27.1 23.8 23.8 22.3 20.1 14.2 12.3

국가 중 공개된 개국 평균은OECD 1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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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 및 계열별 인체용 항생제 사용현황 단위 천원3. :

항생제계열
2009.7
2010.6∼

2008.7
2009.6∼

2007.7
2008.6∼

2006.7
2007.6∼

cephalosporins
금액 310,746,613 269,182,019 260,824,953 228,277,890

비율(%) 46.41 45.96 46.57 45.68

penicillins
금액 175,978,642 149,906,409 139,899,203 120,684,409

비율(%) 26.28 25.59 24.98 24.15

macrolides
금액 84,890,749 73,769,948 71,607,495 67,174,513

비율(%) 12.68 12.59 12.79 13.44

quinolones
금액 73,901,893 70,550,262 62,852,849 56,439,772

비율(%) 11.04 12.05 11.22 11.29

sulfonamides
금액 16,016,946 15,011,933 17,617,817 20,154,456

비율(%) 2.39 2.56 3.15 4.03

tetracyclines
금액 6,127,917 5,798,726 5,904,353 5,767,244

비율(%) 0.92 0.99 1.05 1.15

miscellanous
금액 1,821,531 1,437,223 1,231,052 1,109,525

비율(%) 0.27 0.25 0.22 0.22

aminoglycosides
금액 48,358 59,965 74,693 136,749

비율(%) 0.01 0.01 0.01 0.03

total
금액 669,532,653 585,716,489 560,012,418 499,744,562

비율(%) 100 100 100 100

자료:IMS(Information Medical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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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 및 계열별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단위4. :㎏

항생제 계열( )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

월2007(9 ) 2006 2005 2004 2003 2002

Tetracyclines 477,674 629,984 723,476 698,632 723,698 774,331

Penicillins 204,907 225,089 229,468 169,166 130,016 127,675

Sulfonamides 136,570 184,295 200,010 162,241 180,517 208,788

Aminoglycosides 72,337 82,146 71,863 62,829 78,792 74,353

Macrolide 56,125 74,486 55,329 48,587 47,642 59,754

Quinolone 42,269 47,637 52,854 44,509 32,726 40,759

Polypeptide 35,948 42,127 42,039 31,796 33,922 32,063

Chloramphenicols 23,222 28,268 24,918 20,351 9,955 2,453

Lincosamides 11,803 18,084 14,433 11,981 9,808 11,193

Cephalosporins 1,551 3,297 2,169 1,856 9,521 838

Nitrofurans 0 0 0 0 63,034 90,182

기타 99,926 122,431 136,923 116,078 118,902 118,848

계 1,162,332 1,457,808 1,553,482 1,368,011 1,438,533 1,541,273

자료출처 한국동물약품협회:※

표 주요 선진국별 축산물 생산량 및 항생제 사용량 단위 톤5. :

구분 미국 일본 덴마크 한국 뉴질랜드 스웨덴

축산물 생산량 39,821,515 3,045,501 2,150,318 1,690,879 1,324,205 547,850

항생제 사용량 5,799 1,084 94 1,541 53 17

사용량 생산량(g)/ 146 356 44 910 4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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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퇴태체퇴태체퇴태체퇴

항생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표 과 같다6 .

표 항생제 분석방법 비교6.

분 석 방 법 장 점 단 점

생물학적

시험방법 간단○
많은 시료를 동시처리○

검사비용이 저렴○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음○

많은 시간이 필요○

정량분석을 할 수 없다○

화학적

GC 정량분석이 가능○ 전처리가 너무 복잡○

HPLC

UV/FLD
전처리가 비교적 쉽다○
정량분석이 가능○

에 의한 영향이 많다matrix○

정성분석 능력이 에 비해 낮다MS○

MS/MS
분석 감도 및 정성능력이○

가장 우수
분석 장비가 너무 고가이다○

태체판태체판태체판태체판

표 어류 중 항생물질 기준 단위7. :mg/Kg

잔류약품명 기준 잔류약품명 기준

설파제 총합( ) 0.1 스피라마이신 0.2

아목시실린 0.05 암피실린 0.05

에리스로마이신 0.2 엔로 시프로 플록사신의 합( ) 0.1

옥소린산 0.1 옥시 클로르 테르라싸이클린 합/ / (3 ) 0.2

플루메퀸 0.5 독시싸이클린 0.05

노르플록사신 불검출 오플록사신 불검출

페플록사신 불검출 린코마이신 0.1

콜린스틴 0.15 델타메쓰린 0.03

잔류기준이 없는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의 경우 으로 적용0.03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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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채취 장소 및 채취방법채취 장소 및 채취방법채취 장소 및 채취방법채취 장소 및 채취방법3.1.13.1.13.1.13.1.1

시료의 채취는 만경강 및 지류인 전주천 삼천천 고산천에서 년 월부터 월 사, , 2010 5 10

이에 투망 및 낚시를 이용 직접 채취하였고 자세한 채취 지점은 그림 에서와 같이 개, 1 6

지점이다.

그림 시료채취 지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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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된 시험재료채취된 시험재료채취된 시험재료채취된 시험재료3.1.23.1.23.1.23.1.2

채취 지점별 채취된 시료는 표 과 같다8 .

표 채취된 시료 단위8. :g

차 채취지점1 시료No 어종 무게 차 채취지점2 시료No 어종 무게

삼천천 세내교 1-1 피라미 미만10 삼천천 세내교 2-1 피라미 미만10

전주천 좁은목 1-2 납자루 미만10 전주천 좁은목 2-2 납자루 미만10

고산천 삼기리
1-3 꺽지 48

고산천 삼기리
2-3 송사리 미만10

1-4 블루길 A 54 2-4 붕어 D 32

전주 하수
종말처리장옆

1-5 누치 A 1,134
전주 하수
종말처리장옆

2-5 베스 D 126

1-6 베스 A 151 2-6 베스 E 408

1-7 베스 B 190 2-7 블루길 B 58

만경강 호남
고속도로 밑

1-8 장어 204
만경강 호남
고속도로 밑

2-8 베스 F 181

1-9 메기 255 2-9 붕어 E 103

1-10 누치 B 1,237 2-10 누치 C 159

만경강

백구제수문

1-11 붕어 A 123

만경강

백구제수문

2-11 붕어 F 84

1-12 붕어 B 197 2-12 붕어 G 166

1-13 붕어 C 341 2-13 붕어 H 220

1-14 베스 C 533 2-14 숭어 B 423

1-15 숭어 A 1,595 2-15 누치 D 200

1-16 끄리 56 2-16 잉어 454

시험재료 취급 및 보관시험재료 취급 및 보관시험재료 취급 및 보관시험재료 취급 및 보관3.1.33.1.33.1.33.1.3

채취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실험실로 운반 후 가식부위 중 근육부분을 취4℃

하여 분쇄 한 후 시험항목별로 필요량만큼 취하여(1-2g) 50mL Polypropylene centrifuge

에 넣고 이하로 냉동 보관 하면서 실험 하였다tube -20 .℃

퇴체태퇴체태퇴체태퇴체태

분석항목분석항목분석항목분석항목3.2.13.2.13.2.13.2.1

분석항목은 인체 및 동물용으로 많이 사용 되면서 를 이용한 계열별 다성분 동LC-MS/MS

시분석이 가능한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마크로라이드계 아미, , , ,

노글리코사이드계 등 개 계열 종 항생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5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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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전처리시료전처리시료전처리시료전처리3.2.23.2.23.2.23.2.2

시료전처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연수원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과정 항생물질 기(2009)

기분석법에 따라 처리 하였다.

기기분석조건기기분석조건기기분석조건기기분석조건3.2.33.2.33.2.33.2.3

조건(1) HPLC

표 조건9. HPLC (HPLC conditions for analysis of antibiotics)

HPLC Conditions

System Waters e2695(aiiiance)

Column XBridge C18(3.5 , 2.1×100 )㎛ ㎜

Sample temp. 4℃

Column temp. 30℃

Injection volume 10uL

Mobile phase gradient 계열별 별도조건

가 페니실린계 이동상 조건( )

표 10.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for Penicillins

Time(min) A(%) B(%) Flow rate( )㎖ Curve

0.0 90 10 0.2 1

10.0 50 50 0.2 6

15.0 25 75 0.2 6

15.1 90 10 0.2 6

20.0 90 10 0.2 6

A : 0.05% Formic acid in DW, B : 0.05% Formic acid in Acetonitrile

나 세팔로스포린계 이동상 조건( )

표 11.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for Cephalosporines

Time(min) A(%) B(%) Flow rate( )㎖ Curve

0.0 90 10 0.2 1

10.0 50 50 0.2 6

10.1 90 10 0.2 6

16.0 90 10 0.2 6

A : 0.05% Formic acid in DW, B : 0.05% Formic acid in Aceto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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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테트라사이클린계 이동상 조건( )

표 12.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for Tetracyclines

Time(min) A(%) B(%) Flow rate( )㎖ Curve

0.0 95 5 0.25 1

6.0 70 30 0.25 6

10.0 70 30 0.25 6

10.5 95 5 0.25 6

15.0 95 5 0.25 6

A : 0.3% Formic acid in DW, B : 0.3% Formic acid in Acetonitrile

라 마크로라이드계 이동상 조건( )

표 13.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for Macrolides

Time(min) A(%) B(%) Flow rate( )㎖ Curve

0.0 85 15 0.25 1

11.0 50 50 0.25 6

11.1 85 15 0.25 6

16.0 85 15 0.25 6

A : 1% Formic acid in DW, B : 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마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이동상 조건( )

표 14.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for Aminoglycosides

Time(min) A(%) B(%) Flow rate( )㎖ Curve

0.0 80 20 0.25 1

0.5 80 20 0.25 6

11.0 50 50 0.25 6

13.0 80 20 0.25 6

20.0 80 20 0.25 6

A : 20mM Heptafluorobutyric acid in DW,

B : 20mM Heptafluorobutyric acid in Aceto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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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분석기 조건질량분석기 조건질량분석기 조건질량분석기 조건(2)(2)(2)(2)

표 조건15. MS/MS (MS/MS conditions for analysis of antibiotics)

MS/MS Conditions

System Waters Quattro Premier XE

Ionization ESI (positive)

Capillary voltage(kV) 3.5

Extractor(V) 3

Source temp. 120℃

Desolvation temp. 350℃

Desolvation gas fiow(L/hr) 700

Cone gas fiow(L/hr) 50

Auxiliary gas N2

Collision gas Ar

MRM parameter 항생제별 별도조건

가 페니실린계( )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parameter

표 16. MRM parameter for Penicillins

Antibiotics
Precursor

ion(m/z)

Product

ion(m/z)

Dwell

time(s)

Cone

voltage(V)

Collision

energy(eV)

Retention

time(min)

Amoxicillin 366.22
114.07 0.5 17 15

2.13
349.23 0.5 15 9

Ampicillin 350.34
160.11 0.5 17 17

6.29
192.31 0.5 17 15

Penicillin G 335.25
160.24 0.5 18 15

12.25
176.24 0.5 18 15

Penicillin V 351.30
160.11 0.5 16 16

13.25
192.17 0.5 16 14

Oxacillin 402.30
160.24 0.5 18 17

13.79
243.33 0.5 17 13

Cloxacillin 436.26
160.17 0.5 16 14

14.65
277.30 0.5 16 10

Nafcillin 415.26
199.31 0.5 17 17

14.98
256.32 0.5 17 17

Dicloxacillin 470.07
160.24 0.5 17 11

15.66
311.25 0.5 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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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팔로스포린계( )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parameter

표 17. MRM parameter for Cephalosporines

Antibiotics
Precursor

ion(m/z)

Product

ion(m/z)

Dwell

time(s)

Cone

voltage(V)

Collision

energy(eV)

Retention

time(min)

Cefadroxil 364.20
114.21 0.5 17 17

2.43
208.31 0.5 17 10

Cephapirin 424.23
292.24 0.5 17 15

2.51
152.00 0.5 17 17

Cefquinome 529.35
134.35 0.5 20 20

3.66
396.10 0.5 18 12

Cephalonium 459.21
152.06 0.5 18 18

5.12
337.20 0.5 18 10

Cephalexin 348.23
158.23 0.5 16 14

6.48
174.32 0.5 16 14

Cefazolin 455.20
156.15 0.5 16 15

7.57
323.17 0.5 16 11

Cefuroxime 447.25
386.30 0.5 18 12

7.93
342.11 0.5 18 13

Cefoperazone 646.67
143.01 0.5 18 18

9.33
530.26 0.5 18 10

Ceftiofur 524.15
241.25 0.5 25 16

11.20
285.16 0.5 25 20

다 테트라사이클린계( )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parameter

표 18. MRM parameter for Tetracyclines

Antibiotics
Precursor
ion(m/z)

Product
ion(m/z)

Dwell
time(s)

Cone
voltage(V)

Collision
energy(eV)

Retention
time(min)

Oxytetracycline 461.10
426.31 0.5 20 20

7.94
443.06 0.5 20 18

Tetracycline 445.25
410.09 0.5 22 22

8.47
428.20 0.5 20 20

Chlortetracycline 479.23
444.15 0.5 25 25

10.29
462.20 0.5 20 17

Doxycycline 445.21
321.10 0.5 20 25

10.88
428.21 0.5 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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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크로라이드계( )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parameter

표 19. MRM parameter for Macrolides

Antibiotics
Precursor
ion(m/z)

Product
ion(m/z)

Dwell
time(s)

Cone
voltage(V)

Collision
energy(eV)

Retention
time(min)

Tilmicosin 869.79
522.44 0.5 63 48

9.84
696.66 0.5 63 45

Oleandomycin 688.67
158.22 0.5 25 25

9.87
544.49 0.5 25 16

Erythromycin 734.65
158.09 0.5 28 28

10.59
576.55 0.5 28 19

Tylosin 916.95
318.21 0.5 50 35

11.22
772.66 0.5 50 33

Kitasamycin 772.70
109.27 0.5 40 38

12.34
215.35 0.5 40 33

Josamycin 828.69
109.27 0.5 48 35

14.24
174.29 0.5 4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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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parameter

표 20. MRM parameter for Aminoglycosides

Antibiotics
Precursor
ion(m/z)

Product
ion(m/z)

Dwell
time(s)

Cone
voltage(V)

Collision
energy(eV)

Retention
time(min)

Spectinomycin 351.23
98.20 0.5 28 30

2.40
140.16 0.5 28 28

Hygromycin B 528.35
177.18 0.3 30 28

3.35
352.02 0.3 30 23

Streptomycin 582.31
246.31 0.3 60 40

3.90
263.26 0.3 60 30

Dihydro
streptomycin

584.35
246.15 0.3 35 35

4.09
263.16 0.3 35 30

Amikacin 586.37
163.15 0.5 25 35

6.56
264.24 0.5 25 25

Kanamycin 485.30
163.37 0.5 27 25

7.30
324.25 0.5 23 18

Apramycin 540.18
217.17 0.5 30 30

9.38
378.30 0.5 30 18

Tobramycin 486.30
163.18 0.5 22 25

9.77
324.30 0.5 22 15

Gentamicin 478.32
157.32 0.5 20 23

10.61
322.43 0.5 20 15

Neomycin 615.30
161.22 0.5 40 30

10.80
293.34 0.5 40 24

검출한계 및 회수율 시험검출한계 및 회수율 시험검출한계 및 회수율 시험검출한계 및 회수율 시험3.2.43.2.43.2.43.2.4

검출한계(1)

검출한계는 혼합표준액을 단계별 희석하여 시료 와 동일조건에서 분석 비Signal:Noise

가 을 나타내는 농도를 구하였다3:1 .

회수율(2)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공시험 검체에 혼합표준액을 이론상 최종농도 로 첨100 /L㎍

가한 후 시료 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한 다음 분석하여 검출되는 농도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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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판체1판체1판체1판체1

검출한계는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0.1 2 / , 0.3 0.5 /∼ ㎍ ㎏ ∼ ㎍ ㎏

마크로라이드계 로서 우수하였으나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는 로 나0.3 3 / 1 5 /∼ ㎍ ㎏ ∼ ㎍ ㎏

타나 약간 높은 검출한계를 보였고 회수율은 부터, Ampicillin 54.8% Cefazolin 119.9%

까지 항생제별로 다양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회수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료

전처리시 여러 가지 항생제를 계열별로 동시에 분석하기위해 단성분 분석법이 아닌 다성

분 동시분석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항생제별 검출한계 및 회수율은

표 과 같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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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출한계 및 회수율 분석결과21.

계 열 항생제명 검출한계( / )㎍ ㎏ 회수율(%)

페니실린계

Amoxicillin 0.1 59.3

Ampicillin 2 54.8

Penicillin GT 0.2 77.3

Penicillin V 0.1 65.8

Oxacillin 0.2 66.1

Cloxacillin 0.1 61

Nafcillin 0.1 62.6

Dicloxacillin 0.1 55.7

세팔로스포린계

Cefadroxil 0.2 54.8

Cephapirin 0.2 102.1

Cefquinome 2 116.0

Cephalexin 0.2 68.6

Cephalonium 0.5 100.1

Cefazolin 0.5 119.9

Cefuroxime 1 97.3

Cefoperazone 0.5 106.8

Ceftiofur 0.2 104.2

테트라사이클린계

Oxytetracycline 0.3 86.8

Tetracycline 0.3 79.1

Chlortetracycline 0.5 66.3

Doxycycline 0.3 59.1

마크로라이드계

Tilmicosin 3 85.3

Oleandomycin 0.3 69.7

Erythromycin 0.5 67.4

Tylosin 3 55.9

Kitasamycin 1 56.5

Josamycin 0.5 72.9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Spectinomycin 2 81.2

Hygromycin B 3 68.6

Streptomcin 3 71.2

Dihydrostreptomycin 3 78.3

Amikacin 3 66.4

Kanamycin 2 59.5

Apramycin 3 78.6

Tobramycin 1 77.9

Gentamycin 5 58.9

Neomycin 5 61.7



- 48 -

판체태판체태판체태판체태

항생제 분석결과 테트라사이클린계를 제외한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마크로라이, ,

드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인체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동물용으로 사용

되는 항생제로서 자연계 어류에서 검출되는 것은 동물용 항생제에 의한 오염이 주요 원

인인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계열의 항생제들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사용되는 동물용 항,

생제중 테트라사이클린계가 약 수준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 계열의 항생제는 상50%

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어 자연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에서 검출한계 이상으로 오염되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되나 최근 들어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의 사용량은 줄어드는 대신 다른

계열들의 항생제 사용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항생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상류지역인 삼천천 세내교 전주천 좁은목 고산천 삼기리, ,

등에서 채취된 시료 건은 전부 불검출 되었고 중 하류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 건 에서8 , 24

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는 건의 시료에서 는 건의 시료17 1.1 36.5 / , Tetracycline 8∼ ㎍ ㎏

에서 는 건의 시료에서 수준의 농도로 검출0.9 2.3 / , Doxycycline 6 0.6 1.4 /∼ ㎍ ㎏ ∼ ㎍ ㎏

되었으나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은 건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되어 우리나라 어류 중 항32

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종, , 3

합으로 이하 이하를 초과하는 시료는 한건도 없어 비교적200 / , Doxycycline 50 /㎍ ㎏ ㎍ ㎏

안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 등이 경기북부 중랑천 및 신천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에 대한 조사에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 중 이 평균 불검출Oxytetracycline 151( 1,717) / ,∼ ㎍ ㎏

이 평균 불검출 수준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보고와는tetracycline 167( 1,253) /∼ ㎍ ㎏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첫째 최근 들어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전체적인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사용 항생제 종류도 테트라사이클린

계는 점차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권 등이 보고당시인 년 경기북부 중랑천 및 신2007

천에 비하여 본 조사시점인 년 만경강 유역 서식어류 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가2010

능성이 있으며 둘째로는 분석방법이 권 등의 보고에서는 일반 를 사용한 기기분, HPLC UV

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감도가 우수하며 의 영향을 적게 받는, Matrix

를 이용한 기기분석을 실시하여 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HPLC MS/MS Matrix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일 어종인 붕어 건에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의 검출량은 하류지역인 백구7

제 수문 주변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만 검출 되었으며 시료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성

있는 검출농도 증가는 없었다 이는 중금속 같이 자연분해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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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체 내에 축적현상을 보여 오염농도가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

으로 항생제는 자연 상태 및 체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가 일어나고 체외로의

배출도 중금속 등과 비교할 때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농축 현상 등이 중금속등과 비교할 때 적다해도 항생제에 의한 부작용이 고농도의

항생제에 오염 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저 농도의 항생제 일지라도 항생

제의 종류 노출 빈도 노출 지속시간 등에 의해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 ,

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성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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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페니실린계 항생제 분석결과 단위22. : /㎍ ㎏

시료 Amoxicillin Ampicillin Penicillin-GT Penicillin V Oxacillin Cloxacillin Nafcillin Dicloxacillin

1-1 ND ND ND ND ND ND ND ND

1-2 ND ND ND ND ND ND ND ND

1-3 ND ND ND ND ND ND ND ND

1-4 ND ND ND ND ND ND ND ND

1-5 ND ND ND ND ND ND ND ND

1-6 ND ND ND ND ND ND ND ND

1-7 ND ND ND ND ND ND ND ND

1-8 ND ND ND ND ND ND ND ND

1-9 ND ND ND ND ND ND ND ND

1-10 ND ND ND ND ND ND ND ND

1-11 ND ND ND ND ND ND ND ND

1-12 ND ND ND ND ND ND ND ND

1-13 ND ND ND ND ND ND ND ND

1-14 ND ND ND ND ND ND ND ND

1-15 ND ND ND ND ND ND ND ND

1-16 ND ND ND ND ND ND ND ND

2-1 ND ND ND ND ND ND ND ND

2-2 ND ND ND ND ND ND ND ND

2-3 ND ND ND ND ND ND ND ND

2-4 ND ND ND ND ND ND ND ND

2-5 ND ND ND ND ND ND ND ND

2-6 ND ND ND ND ND ND ND ND

2-7 ND ND ND ND ND ND ND ND

2-8 ND ND ND ND ND ND ND ND

2-9 ND ND ND ND ND ND ND ND

2-10 ND ND ND ND ND ND ND ND

2-11 ND ND ND ND ND ND ND ND

2-12 ND ND ND ND ND ND ND ND

2-13 ND ND ND ND ND ND ND ND

2-14 ND ND ND ND ND ND ND ND

2-15 ND ND ND ND ND ND ND ND

2-16 ND ND ND ND ND ND ND ND

불검출ND : Not De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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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분석결과 단위23. : /㎍ ㎏

시료 Cefadroxil Cephapiri
n

Cefquino
me

Cephal-e
xin

Cephaloni
um Cefazolin Cefuroxi

me
Cefoper-a

zone Ceftiofur

1-1 ND ND ND ND ND ND ND ND ND

1-2 ND ND ND ND ND ND ND ND ND

1-3 ND ND ND ND ND ND ND ND ND

1-4 ND ND ND ND ND ND ND ND ND

1-5 ND ND ND ND ND ND ND ND ND

1-6 ND ND ND ND ND ND ND ND ND

1-7 ND ND ND ND ND ND ND ND ND

1-8 ND ND ND ND ND ND ND ND ND

1-9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0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1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2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3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4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5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6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 ND ND ND ND ND ND ND ND ND

2-2 ND ND ND ND ND ND ND ND ND

2-3 ND ND ND ND ND ND ND ND ND

2-4 ND ND ND ND ND ND ND ND ND

2-5 ND ND ND ND ND ND ND ND ND

2-6 ND ND ND ND ND ND ND ND ND

2-7 ND ND ND ND ND ND ND ND ND

2-8 ND ND ND ND ND ND ND ND ND

2-9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0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1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2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3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4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5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6 ND ND ND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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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분석결과 단위24. : /㎍ ㎏

시료 Oxytetracycline Tetracycline Chlortetracycline Doxycycline

1-1 ND ND ND ND

1-2 ND ND ND ND

1-3 ND ND ND ND

1-4 ND ND ND ND

1-5 ND 1.2 ND ND

1-6 2.4 ND ND ND

1-7 1.1 ND ND ND

1-8 36.536.536.536.5 ND ND ND

1-9 11.811.811.811.8 1.6 ND ND

1-10 ND 1.5 ND 0.6

1-11 ND ND ND ND

1-12 2.7 ND ND 0.9

1-13 2.1 ND ND 0.9

1-14 5.1 ND ND ND

1-15 3.7 ND ND ND

1-16 ND ND ND ND

2-1 ND ND ND ND

2-2 ND ND ND ND

2-3 ND ND ND ND

2-4 ND ND ND ND

2-5 2.1 ND ND ND

2-6 2.7 2.1 ND ND

2-7 4.3 1.3 ND ND

2-8 6.2 ND ND 1.4

2-9 2.2 ND ND ND

2-10 ND 1.9 ND ND

2-11 ND ND ND ND

2-12 1.8 ND ND ND

2-13 1.6 ND ND 1.0

2-14 4.8 0.9 ND 0.7

2-15 ND ND ND ND

2-16 5.5 2.3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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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분석결과 단위25. : /㎍ ㎏

시료 Tilmicosin Oleandomycin Erythromycin Tylosin Kitasamycin Josamycin

1-1 ND ND ND ND ND ND

1-2 ND ND ND ND ND ND

1-3 ND ND ND ND ND ND

1-4 ND ND ND ND ND ND

1-5 ND ND ND ND ND ND

1-6 ND ND ND ND ND ND

1-7 ND ND ND ND ND ND

1-8 ND ND ND ND ND ND

1-9 ND ND ND ND ND ND

1-10 ND ND ND ND ND ND

1-11 ND ND ND ND ND ND

1-12 ND ND ND ND ND ND

1-13 ND ND ND ND ND ND

1-14 ND ND ND ND ND ND

1-15 ND ND ND ND ND ND

1-16 ND ND ND ND ND ND

2-1 ND ND ND ND ND ND

2-2 ND ND ND ND ND ND

2-3 ND ND ND ND ND ND

2-4 ND ND ND ND ND ND

2-5 ND ND ND ND ND ND

2-6 ND ND ND ND ND ND

2-7 ND ND ND ND ND ND

2-8 ND ND ND ND ND ND

2-9 ND ND ND ND ND ND

2-10 ND ND ND ND ND ND

2-11 ND ND ND ND ND ND

2-12 ND ND ND ND ND ND

2-13 ND ND ND ND ND ND

2-14 ND ND ND ND ND ND

2-15 ND ND ND ND ND ND

2-16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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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분석결과 단위26. : /㎍ ㎏

시료 Spectin
omycin

Hygromy
cin B

Strepto
mcin

Dihydros
treptomy
cin

Amikaci
n

Kanamyc
in

Apramyc
in

Tobramy
cin

Gentamy
cin

Neomyci
n

1-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3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5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6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7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8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9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3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5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1-16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3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5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6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7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8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9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3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5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2-16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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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동일 어종인 붕어에서 검출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단위27. : /㎍ ㎏

중량(g) 번호 Oxytetracycline Tetracycline Chlortetracycline Doxycycline

32 2-4 ND ND ND ND

84 2-11 ND ND ND ND

123 1-11 ND ND ND ND

166 2-12 1.8 ND ND ND

197 1-12 2.7 ND ND 0.9

220 2-13 1.6 ND ND 1.0

341 1-13 2.1 ND ND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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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주요 하천인 만경강 유역에서 자생하는 어류에서 인체용 및

동물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를 이HPLC MS/MS

용하여 항생제 계열별 동시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테트라사이클린계를 제외한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계 마크로라이드계 아미노글, , ,

리코사이드계 항생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2. 테트라사이클린계는 총 건의 시료 중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건의 시료에서32 17

테트라사이클린이 건의 시료에서 독시사이클린이 건1.1 36.5 / , 8 0.9 2.3 / , 6∼ ㎍ ㎏ ∼ ㎍ ㎏

의 시료에서 수준의 농도로 검출 되었으나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은 모든0.6 1.4 / ,∼ ㎍ ㎏

시료에서 불검출 되어 우리나라 어류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한건도 없어

비교적 안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어종인 붕어에서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오염농도가 비례하여 증가 하지3.

않는 것으로 보아 항생제는 자연분해 및 체외로 배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금속과 같은

생체농축 현상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인체용으로는 사용량이 매우 적으며 주로 동물용으로 사4.

용되는 항생제로서 이러한 항생제가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어류에서 검출 되는 것은 그

만큼 동물용 항생제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을 줄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본 연구에서 검출되지 않은 다른 계열의 항생제도 사용 양상이 변화 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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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ddress the odor properties associated with swine production

facilities and effect to reduce odor by bacterial-enzymatic prepar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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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odorant was Ammonia in concentration, especially over 50ppm at

Bi-Yuk's housing in winter. But Hydrogen sulfide is more important

odorant, if concentrate convert into odor unit. Bacterial-enzymatic

preparation is almost not effect on the reduction of odor at swine

housing. However waste-water circulation and Bacterial-enzymatic

preparation showed possibility to decrease odo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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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돈 산업은 점차로 대형화 밀집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농가당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이전보다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가 늘어났다 또한 대형화된 돈사일수록 무창식.

돈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밀폐된 돈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의 악취가스가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어 돈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성장 및 생산

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질병 발생이 증가하며 작업자에게도 건강상 위해를 줄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돈장과 인근 마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아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고 민원으

로 이어지고 있다 즉 악취 문제는 돈사운영자와 민원인 모두에게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 환경부 시행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 , 2005) 1

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

역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분기에 회 이상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

악취배출사업자에게 악취방지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 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계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회( 2011. 2. 5) 3

이상 초과하는 시설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양돈시설과 관련된 악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돈 농가의 어려움이 더.

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실태를 조사하여 주요 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양돈장에서 악취저감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저감방법의

효과는 어떠한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악취를 저감하는 적절한 관리방안들.

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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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1태체1태체1태체1

악취 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는 여러 가지 성분.

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사람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나아가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로 즉 사람에게 특정 냄새 자체로 심리적정신적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의 한 형태이다.

악취는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활,

환경과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도 있어서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발생원을 관리하고 오염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악취의, .

인식도 생물체에 작용하여 자극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특수한 물질로서 생명체가 감

지하게 된다.

이렇듯 악취는 여러 복합물질이 작용하는 다성분계이며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며 산소 황 질소와 같은 원자가 있는 유기화합물은 냄새가 심한 특징을 갖고 있다, , .

또한 개별 물질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 농도나 냄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되는 최소의 농도를 최소감지농도 최소감지값 역( ,

치 또는 라고 하는데 물질마다 최소감지값이 다르기 때문에 악취강도의 비교Threshold)

시 최소감지값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악취물질은 다른 물질에 비해 최소감지농도가.

낮은데 이는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유발하므로 강한 냄새를 내는 것이다 주요 악취물.

질의 최소감지 농도를 표 에 나타내었다2.1 .

감지한 냄새의 인식강도와 냄새물질의 농도사이에는 직선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

고 다음과 같은 대수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법칙이라 한다, Weber-Fechner .

  

악취의 세기 악취물질의 농도I : , C : ,

냄새물질별 상수 상수 무취농도의 가상대수치k : , b : ( )

이 법칙은 악취물질의 농도가 감소하여도 악취의 세기는 농도의 대수에 비례하기 때문

에 농도감소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세기로 감소하지 않음을 뜻한다 예컨대 값이 인 경.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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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악취물질의 농도를 제거해도 악취세기는 절반만 감소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90% .

통해 인간의 냄새감각이 분석기기의 감도에 비해 대단히 높고 악취절감을 위한 투자비,

용에 대한 개선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악취물질과 최소감지농도2.1.

화학물질명 농도 (ppm) 화학물질명 농도 (ppm)

Ammonia 0.1 i-Butanol 0.01

Methyl mercaptane 0.0001 Ethyl acetate 0.3

Hydrogen sulfide 0.0005
Methyl isobutyl

ketone
0.2

Dimethyl sulfide 0.0001 Toluene 0.9

Dimethyl disulfide 0.0003 Stylene 0.03

Trimethylamine 0.0001 o-Xylene 0.38

Acetaldehyde 0.002 m-Xylene 0.041

Propionaldehyde 0.002 p-Xylene 0.058

n-Butyraldehyde 0.0003 Propionic acid 0.002

i-Butyraldehyde 0.0009 n-Butyric acid 0.00007

n-Valeraldehyde 0.0007 n-Valeric acid 0.0001

i-Valeraldehyde 0.0002 i-Valeric acid 0.00005

i-Butanol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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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태태체태태체태태체태

악취 발생원악취 발생원악취 발생원악취 발생원2.2.12.2.12.2.12.2.1

돈사의 주요 악취 발생원은 돈사 및 분뇨 저장조 퇴비장 분뇨 살포지 등 복합적으로, ,

농장 전역에서 발생하는데 분뇨를 분해하는 미생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은 약 여80~200

종의 원인 물질이 악취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물질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

으로 작용하며 먼 거리에서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생성으로 강한 악취를 감지할 수,

있다.

와 은 유럽의 축사시설에서 총 악취 배출은 축사 내에서 이Van't klooster Voermans 50%

상 분뇨 저장조에서 분뇨수송과 살포 중 정도로 평가 보고하였고 류희욱 등은, 25% 25% ,

악취발생 비율이 돈사에서 분뇨 저장과 처리공정에서 토양이용 라고 보고35%, 20%, 40%

하였는데 특히 돈사에서 사육밀도가 높은 경우 돼지의 분뇨와 사료 분진으로 점점 더러,

워지고 돼지 체온에 의해 악취발생이 심하게 되며 돼지분뇨가 슬레이트 바닥을 통해, ,

돈사하부의 저장조로 수집되지 않고 청소할 때가지 남아 있어 양돈 악취의 주원인이 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인자로 사료 돈사구조 고액분리 조건과 함께 환. , ,

경 조건을 언급하였는데 양돈장의 근본 악취원은 돈분뇨의 부패로 이러한 부패현상은 미

생물에 의한 작용이므로 온도 및 산소 농도 조건에 따라 악취발생량 및 성상에 차이가

생기고 미생물 활성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 증가하므로 고온에서 돈분뇨 분해10 2℃

속도가 빨라 겨울보다 여름철에 악취발생량이 많다고 하였다.

악취성분 및 특성악취성분 및 특성악취성분 및 특성악취성분 및 특성2.2.22.2.22.2.22.2.2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은 사료 기인성으로 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류 저, , ,

급지방산류 등이 있다 이런 악취물질은 농도가 낮아도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불쾌감.

을 주게 된다 암모니아는 무색 자극성의 수용성 가스로 습한 체조직을 자극하게 되는. ,

데 눈이 따갑거나 돼지 눈이 충혈 되어 있는 것으로 돈사 내에서의 발생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암모니아 농도 에 노출될 경우 에 비해 일당증체량이 가 적고 사료. 50ppm 5ppm 8%

효율이 나빠진다.

류희욱 등은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 및 이산화탄소 등을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

유해가스로 보고 그 유해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황화수소는 돈분에 함유된 단백질의 혐.

기분해과정과 환원세균에 의한 황산염의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공기보다 무겁고 물,

에 잘 녹기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는 지역의 바닥 측에 축적되는 특성을 가졌다 또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렴과 호흡기 질환에 점

점 민감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하를 황화수소의 권고농도로 보고하였다 암모니아3ppm .

는 가축사료의 단백질이 돼지분뇨 질소원의 주요인이며 분뇨 내에서 암모니아와 유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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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존재하는데 유기 질소원은 분뇨에 있는 세균의 작용에 의해 암모니아로 전환되어,

결국 모든 질소원이 암모니아 형태로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방출될 잠재 가능성이 있다

고 하였다 미국 의 조사에 의하면 돼지 분뇨의 질. EDF(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소원 중 약 가 암모니아로 기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암모니아의 권고농도80% ,

는 이하로 보고하였다15ppm .

돈사 환경 조건돈사 환경 조건돈사 환경 조건돈사 환경 조건2.2.32.2.32.2.32.2.3

돈사에서의 악취발생 관련요인으로는 분뇨의 저장 형태 및 경과일수 사료의 질 돈사, ,

구조 및 청소상태와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연환경이 영향을 준다 돈 분뇨는, , , .

배설직후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생물 분해가 되면 악취물질로 변화하는데 암모

니아 최대 발생시기는 분은 일째 뇨는 일째이고 분뇨가 혼합되면 일 만에 최대로 발8 , 4 1

생하는데 이는 뇨 중의 요소가 분으로부터 우레아제 작용을 받아 급격히 분해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축사 내에서 분뇨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혐기성 조건인 경우. .

취기 성분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호기성 조건하에서는 일을 경과하1~2

면 각 취기 성분이 대폭 감소하므로 분뇨를 신속히 반출하고 바닥과 피트 등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출된 분뇨는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된

다 양돈장에서의 악취는 분뇨 등의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

하게 되는데 혐기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 등이 발생하며 호기조건에서, ,

는 탄수화물 등의 수용성산물과 비유기성 질소 등이 생성되어 혐기조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악취 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취 저감 현황악취 저감 현황악취 저감 현황악취 저감 현황2.2.42.2.42.2.42.2.4

악취제어방법을 크게 분류하면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 등이 있는데 이중 돈사에, .

응용할 수 있는 악취저감 방법으로는 세정법 오존산화법 연소법 흡착법 생물탈취법, , , , ,

소취제분무법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양돈장 악취는 어느 한 가, .

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약 여종에 달하는 복합 물질의 완전한 제거 또한 쉽200

지 않은 일이다 또한 돈사를 비롯한 축사와 일반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가 짧은 경우가.

많아 악취 민원이 상존하고 돈사와 분뇨처리시설 등 양돈장 내 모든 장소에서 악취가 발

생하나 효과적인 저감방법은 제한적이고 고가의 악취저감시설을 농가가 설치하기에는,

부담인 것이 현 상황이다.

환기 및 시설관리1)

돈사 내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분뇨를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분뇨가 호기성 상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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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축사 밖으로 배출되고 축사 내 바닥과 슬러리피트의 관리가 중요하다 축사구조.

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쾌적한 장소나 사료통 주변에서 잠자는 등의 돼지 수면

습관과 굴곡이 많거나 통풍성이 나쁘고 시끄러우며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배설하는

습관을 고려하여 사료통과 배설장소를 정하는 등 돼지의 습관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그.

리고 통풍과 환기가 잘 이루어져 수분 증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기만을

잘 한다고 해서 악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나 돈사 벽과 바bedding material

닥표면의 청결과 건조상태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육돈수와 계절별 기후.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계식 환기시스템이 온도 습도 및 악취 제어에 적합하다, .

돈사내의 사료 및 토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는 악취물질이 흡착하여 멀리 이동하게

되는 악취의 주요 운반체이다 먼지 발생량이 감소 시 이에 비례하여 악취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돈사 내 분진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수분,

에 식용유를 일정량 혼합하여 장기적으로 살포하는 오일살포법이 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의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에 의한 노즐oil-water mixture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노즐의 크기와 종류에 대한 연구와 살포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지 발생 및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사료 급이를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하고 돈사에 부착된 배기팬으로부터 후방에 고3~4.5m

체 또는 다공성 벽을 설치하면 먼지 침전이나 악취물질 분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슬러.

리내의 분뇨는 일 이상 축적되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슬러리피트를3~5

자주 비워 분뇨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생물 제제의 종류 및 기대 효과2)

양돈장의 악취는 저농도 고유량이며 상대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악취는 고농도 저유량,

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악취 저감방법을 양돈장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돈사.

악취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저감방안이 있으나

양돈업 종사자들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악취저감방법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방법을 가

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가 잘 소화될수록 분뇨내의 악취유발물이 되는 질소화합물의 양이 적어

악취 저감에 유리한데 미생물제제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변화하여 계절 변화 및 사육두수 변화와 돈사 이동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양돈

농가가 악취 저감효과를 알기가 쉽지 않아 장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미생물제.

제 생균제 는 가축의 장내에 정착하여 유해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섭취한 사료의 소( )

화와 흡수를 도와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료효율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유익한 미생물의 유지 및 질병발생을 억제하고 독소물질 분해 및 생성억제로 면역

력 증가로 이어져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등 결과적으로 생산성 증가 및 사육환경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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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된다.

작용방법에 따른 미생물제제의 종류로는 유산균 효소와 같이 가축의 장내 미생물총의,

생성 및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소화력을 향상 시켜 분뇨 내 유기물 농도를 저감하

는 종류와 광합성세균과 같이 가축분뇨에 직접 살포하여 증식과정에서 휘발성저급지방산

과 황화수소 등을 영양물질로 활용하는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악취저감에 유효한 미생물.

로는 Basillus subtillus, Lactorbasillus acidophillus, Saccharomyces, Basillus

toyoi, Rhodopseudomonas 등이 있다.

이러한 미생물제제는 양돈장에서의 악취 감소와 함께 분뇨를 액비로 활용할 때 악취가

매우 적어져 양돈 분뇨의 액비 활용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과학

적인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며 탈취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일회성 및 간헐적인 사용,

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태체퇴태체퇴태체퇴태체퇴

전라북도 지역의 돼지 사육두수는 년 현재 두로 전체 사육두수의 약 를2009 1,111,197 12%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육 가구는 가구에서 가구로 감소한 반면 사육두수는. 3,055 925

두에서 두로 증가하여 가구당 사육두수는 두에서 두로 약888,113 1,111,197 290.76 1,200.97

배 증가하였다 사육규모별로 양돈 가구수를 살펴보면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가4 .

구 두 이하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년 현재 년 대비 약 에 불과한(1000 ) 2009 2000 20.5% 583

가구이며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가구 두 이상 수는 가구에서 가구로 배, (10,000 ) 5 10 2

증가하는 등 전라북도 양돈업은 점차 대규모로 기업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전라북도 양돈 가구당 사육두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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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라북도 사육 규모별 가구 수2.2. .

한편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 민원은 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2005) 2008 2009

년 도내 악취 민원 건수는 건으로 이 중 약 인 건이 돈사와 관련되어 있고 돈사190 51% 96

를 포함하여 소와 닭을 기르는 축산업에 대한 민원이 이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으로60% .

도내 양돈장 한 곳이 지정 년 월 되는 등 양돈업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시급히 해(2007 10 )

결해야할 중요 사안이다.

그림 년도별 악취 민원 건수 그림 년 악취민원 업종별 분류2.3. . 2.4.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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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시료채취는 개 농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농장의 돈사 내부 중앙 지점의 높이 에2 1.5m

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농장 은 돈사 종류별로 계절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씩을 선정. 1 1

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미생물제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 미생물제제를 급이살포한 비육사,

동과 대조군으로 동을 선택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하였다 농장 의 경우 비육돈을 기2 1 . 2

르고 있지 않아 분뇨순환공정이 적용된 자돈사 동과 적용되지 않은 자돈사 동을 각각1 1

선정하여 지정악취물질을 채취하였다 각 농장의 시설 현황은 표 과 같다. 3.1 .

차 시료채취는 농장 에서 사전조사 및 성장단계로 나뉜 돈사별로 동절기 배출특성과1 1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년 월부터 월까지 총 회2009 11 12 14

를 채취하였고 차는 년 월에 같은 농장 에서 돈사별로 하절기 악취배출특성을 보2 2010 8 1

기위해 회 시료를 채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는 농장 에서 분뇨순환공정을 이용한 악4 . 3 2

취저감방법을 실험하였고 년 월에서 월까지 총 회 채취하였다2010 10 11 3 .

표 시료채취 농장 시설 현황3.1.

구 분 농장 1 농장 2

총 사육두수 약 두11,000 약 두5000

돈사 종류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 , , 교배 임신 분만 자돈, , ,

돈사 및 분뇨처리 형태 무창식 슬러리, 무창식 슬러리,

돈사 바닥 형태 부분 슬랏 전면 슬랏

돈사 환기 방식 측벽 배기 덕트 입기 측벽 배기,

적용중인 악취저감방법 미생물제제 급이 및 살포
미생물제제 급이 및 살포와

분뇨순환※

분뇨순환공정은 일부 돈사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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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체태퇴체태퇴체태퇴체태

악취방지법에 지정악취물질로 정해진 항목은 가지로 표 에 나타내었다 돈사에서22 3.2 .

나오는 악취물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에서 지방산을 제외한 가지 항목을 채18

취 및 분석하였으며 이후 돈사의 주요 물질로 확인된 질소화합물과 황화합물을 조사하,

였다.

표 지정악취물질의 종류3.2.

질소화합물
Ammonia

휘발성유기화합물

Stylene

TolueneTrimethylamine

Xylene

황화합물

Hydrogen sulfide

Methyl ethyl ketone
Methyl mercaptane

Methyl isobutyl ketone
Dimethyl sulfide

Butyracetate

Dimethyl disulfide i-Butanol

카르보닐화합물

Acetaldehyde

지방산

Propionic acid

Propionaldehyde
n-Butyric acid

Butyraldehyde
n-Valeric acid

n-Valeraldehyde

i-Valeric acidi-Valeraldehyde

분석방법은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하였고 일부 항목은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

아 흡인유량과 흡인 시간을 조절하여 채취하였다 항목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암모니아는 붕산용액 흡수법으로 수행하였고 임핀저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붕산2 0.5%

용액을 각각 씩 넣은 후 의 유량으로 분간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흡수20mL 2L/min 5 .

액은 삼각플라스크로 옮기고 전량을 로 한 후 이중 를 취해 흡광광도계를 이용50mL 10mL

하여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640nm .

황화합물의 분석은 전기냉각저온농축 모세관칼럼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료채취는 흡- GC .

인상자에 용량의 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 백을 넣고 약 의 유량으로 공기를 흡20L 5L/min

인할 수 있는 펌프를 통해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관 전단에는 여지홀더를 장착하고 필터.

를 설치하여 먼지를 제거 하였다 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 백은 사용 전에 고순도 질소로.

회 세척하고 냄새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시료 중의 황화합물질을 저온 농축관3 .

을 이용하여 의 에 농축하고 의 온도로 간 탈착하여 를-15 cold trap 250 5min GC/PF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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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트리메틸아민은 산성수용액 흡수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증류수 에 진한 황산. 359mL

를 넣은 용액을 흡수액으로 사용하였다 이 흡수액을 임핀저 개에 씩 넣고 직렬1mL . 2 20mL

로 연결한 후 의 유량으로 분간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흡수액 중 를2L/min 5 . 40mL 4mL

취하여 바이알에 넣고 재질의 격막이 있는 마개로 밀봉한 후 분해시약인PTFE/Silicone

수용액을 넣은 후 분간 반응시킨 후 를 이용하여 바이알 상층부의50% KOH 20 SPME Fiber

기체를 흡착하여 농축한 후 탈착하는 과정을 거쳐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GC/TSD .

알데하이드류는 유도체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시DNPH (HPLC/UV) .

료는 유도화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의 유량으로 간 채취하였다 카트리DNPH 1L/min 10min .

지 전단에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오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약 의 가 충진된 오1.5 g KI

존 스크러버를 장착하여 시료를 흡착하였다 카트리지에 흡착된 알데하이드류는 아. DNPH

세토나이트릴 용매로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마개가 달린 바이알에 담았는데 추출 전후의.

바이알 무게 차이를 측정하고 아세토나이트릴의 밀도 를 이용하여 추출액의(0.7755 g/mL)

용량을 계산하여 농도를 산출하였다 이 추출액을 분석용액으로 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

피 를 이용하여 자외선 검출기로 파장에서 분석하였다(HPLC) (UV) 360nm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가 충전된 고체 흡착관을Tenax TA(150mg) + Carbopack B(130mg)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에서 시간동안 을 한 후에 의 유량으로335 1 Conditioning 1L/min℃

간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고체흡착관은 열탈착농축장치에서 에서10min . 290℃

으로 분간 탈착하면서 의 에 흡착시킨 후 에서 분 동안30mL/min 7 -10 cold trap 300 5℃ ℃

탈착시켜 로 분석하였다GC/M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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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판체1판체1판체1판체1

동절기 악취 배출 특성동절기 악취 배출 특성동절기 악취 배출 특성동절기 악취 배출 특성4.1.14.1.14.1.14.1.1

돈사별 배출 농도(1)

동절기의 돈사 악취배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총 회2009 11 2010 1 3

에 걸쳐 질소화합물과 황화합물 항목을 채취 하였다 표 에 성장단계에 따른 돈사별. 4.1

평균 배출농도를 나타내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와 트리메틸아민은 비육사에서의 배출. ,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황화수소를 제외한 다른 황화합물인 메틸머캅탄 디메틸설파이, ,

드 디메틸디설파이드는 자돈사가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

암모니아는 평균 의 범위로 배출 되었는데 암모니아의 농도가14.16 ~ 55.86( 26.71)ppm

수준일 경우 눈에 자극을 주며 호홉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상이면 생산성20ppm , , 50ppm

이 감소되며 일당 증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해볼 때 자돈사, 8% .

와 비육사에서 암모니아 농도 과 은 돈사 내의 가축은 물론 작업자에게29.14ppm 55.86ppm

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트리메틸아민은 평균 의 농도를 보였다 최고 농도는 비육사4.60 ~ 75.89( 32.22)ppb .

자돈사는 였다 그림 에 돈사별로 같은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와75.89ppb, 46.47ppb . 4.1

트리메틸아민의 농도를 비교하였는데 두 항목의 배출 경향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배 임신 분만사에 비해 자돈사와 비육사에서 사료중의 질소 성분이. , ,

돼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황화수소는 평균 의 범위로 조사 되었다 비육사와 자돈사는 각각0.23 ~ 1.70( 0.63)ppm .

과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황화수소 냄새1.70ppm 0.52ppm

로 인한 자극이 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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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동절기 돈사별 평균 배출농도4.1.

구분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평균 단위

NH3 14.46 19.38 14.71 29.14 55.86 26.71 ppm

H2S 0.28 0.40 0.23 0.52 1.70 0.62 ppm

MM 3.59 1.73 13.76 86.05 69.10 34.85 ppb

DMS 1.38 2.68 2.27 28.18 15.73 10.05 ppb

DMDS ND ND ND 21.33 6.31 5.53 ppb

TMA 12.21 4.60 21.94 46.47 75.89 32.22 ppb

그림 동절기 돈사별 질소화합물 농도 비교4.1. .

메틸머캅탄은 평균 의 농도를 보였으며 디메틸설파이드는1.73 ~ 86.05( 34.85)ppb 1.38

디메틸디설파이드는 불검출 평균 로 조사되었~ 28.18(10.05)ppb, ND( ) ~ 21.33( 5.53)ppb

다 황화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황화합물의 경우 비육사보다 오히려 자돈사가 높았다 그. .

러나 그림 는 돈사별 황화합물 농도 비교를 보면 황화합물의 대부분을 황화수소가 차4.2

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 에서 비육사에서의. 4.2

황화수소 농도가 다른 돈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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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절기 돈사별 황화합물 농도 비교4.2. .

동절기 돈사별 악취 강도(2)

악취는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대표적인 감각 공해이다 이는 같은 농도의 악취물질이.

존재하더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세기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악취는 여러 가.

지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각 물질의 농도의 합

으로 악취의 세기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냄새물질별 농도값을 최소감지농도(Threshold

로 나누어 악취강도 로 환산하고 각 항목의 악취강도를 합산하여 측정value) (Odor Unit) ,

돈사의 상대적인 악취 세기를 알아보았다 주요 악취물질의 최소감지 농도는 표 에. < 4-2>

나타내었다.

    





총악취강도SOU =

악취물질 농도Ci =

악취물질 최소 감지 농도Vi =

i = NH3, H2S, (CH3)SH, (CH3)2S, (CH3)2S2, (CH3)3N

표 주요악취물질 최소감지 농도4.2.

물질명 NH3 H2S (CH3)SH (CH3)2S (CH3)2S2 (CH3)3N 단위

최소감지농도 100 0.5 0.1 0.1 0.3 0.1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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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각 항목별 평균악취농도를 최소감지 농도로 나누어 악취 강도로 환산하고 측4.1

정 지점별로 합산하여 총 악취강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 과 그림 에 정리하였다4.3 4.3 .

교배사 임신사 분만사의 악취 강도는 으로 서로 비슷하였다 자돈사, , 879.53 ~ 1087.30 .

는 로 나타났고 비육사는 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동절기 중 돈사에서 발생3009.97 5588.35

하는 악취는 주로 비육사와 자돈사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청결히 관리되고

있는 돈사에서 악취강도가 낮았다 그리고 악취물질 농도는 암모니아가 평균 으. 26.71ppm

로 가장 높았으나 악취강도로 환산한 결과는 황화수소의 평균 악취강도가 로 가1254.32

장 높았으며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 , .

전체 악취강도 중 어떤 물질이 악취발생에 주원인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

로 악취강도를 더한 후 비율을 구해 기여율을 구한 결과를 그림 에 나타냈다 여기서4.4 .

도 황화수소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암54.28% , ,

모니아 순으로 나타나 표 의 결과를 잘 보이고 있다 물질별 최소감지농도를 보면 암4-3 .

모니아가 이고 황화수소는 로 황화수소가 훨씬 낮은 농도에서 감지가 됨을100ppb , 0.5ppb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돈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중 암모니아의.

양이 가장 많지만 악취강도는 황화수소가 가장 높아 주 악취 원인 물질은 황화수소임을

알 수 있다.

표 동절기 돈사별 주요 항목 악취 강도4.3.

구 분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평균

NH3 144.64 193.79 147.10 291.44 558.61 267.12

H2S 563.13 803.41 463.14 1040.38 3401.51 1254.32

MM 35.92 17.33 137.56 860.55 691.03 348.48

DMS 13.75 26.80 22.73 281.78 157.27 100.47

DMDS 0 0 0 71.10 21.03 18.43

TMA 122.07 45.97 219.42 464.72 758.90 322.22

SOU 879.53 1087.30 989.95 3009.97 5588.35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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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절기 돈사별 총 악취강도 그림 동절기 항목별 악취 기여율4.3. . 4.4. .

하절기 악취 배출 특성하절기 악취 배출 특성하절기 악취 배출 특성하절기 악취 배출 특성4.1.24.1.24.1.24.1.2

하절기 돈사별 배출 농도(1)

하절기의 돈사 악취배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년 월에 총 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2010 8 4

하였다 표 에 성장단계에 따른 돈사별 평균 배출농도를 나타내었다 동절기와 마찬. 4.4 .

가지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육사에서의 배출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디메틸설파이드는

자돈사가 트리메틸아민은 교배사가 비육사보다 약간 더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

암모니아는 평균 으로 비육사가 가장 높은 농도로 조사되었는데2.41 ~ 9.79( 4.80)ppm ,

동절기의 평균 암모니아 농도 에 비해 상당히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26.71ppm .

트리메틸아민은 평균 로 모든 돈사가 비슷한 농도로 조사되었12.59 ~ 18.76( 15.81)ppb

고 동절기의 평균농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2.22ppb .

그림 에 돈사별로 같은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의 하절기 농도를 비4-5

교하였는데 동절기에 비해 농도는 낮으나 두 항목의 배출 경향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의 배출은 온습도나 기온 등 환경인.

영향보다 사료 중 질소 성분을 적절히 조절하고 사료효율을 높여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

고 분뇨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된다.

황화수소는 평균 로 비육사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10.57 ~ 191.96( 104.6)ppb ,

동절기의 평균농도 에 비해 낮은 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머캅탄은627.16ppb . 0.81

평균 디메틸설파이드는 평균 디메틸디설파이~ 23.44( 10.10)ppb, 0.09 ~ 1.09( 0.53)ppb,

드는 평균 로 조사되어 역시 동절기에 비해 낮은 농도로 조사되었다ND ~ 0.75( 0.28)ppb .

하절기에도 황화합물 중 황화수소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육사에서의 배출량이 다른

돈사에 비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림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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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절기 돈사별 평균 배출농도4.4.

구분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평균 단위

NH3 4.07 2.41 3.19 4.52 9.79 4.80 ppm

H2S 118.12 122.46 10.57 79.91 191.96 104.60 ppb

MM 9.53 2.15 0.81 14.57 23.44 10.10 ppb

DMS 0.11 0.42 0.09 0.92 1.09 0.53 ppb

DMDS ND ND ND 0.75 0.63 0.28 ppb

TMA 18.76 12.59 14.39 16.30 17.00 15.81 ppb

그림 하절기 돈사별 질소화합물 농도 비교4.5. .

그림 하절기 돈사별 황화합물 농도 비교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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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돈사별 악취 강도(2)

표 의 각 항목별 하절기 평균악취농도를 최소감지 농도로 나누어 악취 강도로 환산4.4

하고 측정 지점별로 합산하여 총 악취강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 와 그림 에 정리하4.5 4.7

였다 비육사의 총 악취 강도는 로 동절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동절기에는. 899.24 .

교배사 임신사 분만사의 악취강도가 서로 비슷하고 자돈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하절기, , ,

에는 분만사가 로 가장 낮은 강도를 보였고 교배사와 자돈사 임신사는 비슷한 수206.07 ,

준을 보였다 분만사의 경우 황화수소의 기여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악취강도가 약해.

진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에도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로 비육사에서 발생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악취강도 중 어떤 물질이 악취발생에 주원인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

로 악취강도를 더한 후 비율을 구해 기여율을 구한 결과를 그림 에 나타냈다 동절기4.8 .

와 마찬가지로 황화수소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트리메틸아민의 기40.04%

여율이 로 동절기에 비해 높아졌고 메틸머캅탄 암모니아 순으로 높은 기여율로30.26% , ,

나타났다.

표 하절기 돈사별 주요 항목 악취 강도4.5.

구 분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평균

NH3 40.71 24.11 31.91 45.20 97.92 47.97

H2S 236.23 244.93 21.14 159.81 383.93 209.21

MM 95.26 21.54 8.14 145.66 234.38 101.00

DMS 1.09 4.22 0.94 9.19 10.91 5.27

DMDS 0.00 0.00 0.00 2.50 2.11 0.92

TMA 187.65 125.92 143.94 163.00 169.98 158.10

SOU 560.95 420.72 206.07 525.36 899.24 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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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절기 돈사별 총 악취강도 그림 하절기 항목별 악취 기여율4.7. . 4.8. .

동절기와 하절기 악취강도 비교동절기와 하절기 악취강도 비교동절기와 하절기 악취강도 비교동절기와 하절기 악취강도 비교4.1.34.1.34.1.34.1.3

하절기의 경우 외기온도가 올라가 슬러리피트에 저장되어 있는 슬러리온도도 올라가고,

동절기에는 반대로 슬러리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암모니아.

등의 악취 물질들이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양이 하절기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최소감지농도를 이용하여 악취강도로 환산한 값들을 돈사별로 비교한 결과를 그

림 에 나타내었는데 교배사와 임신사의 메틸머캅탄과 트리메틸아민 항목을 제외한4.9 ,

모든 항목에서 하절기에 비해 동절기의 악취강도가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동절기 및 하절기 돈사별 악취강도 비교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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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동절기 및 하절기 돈사별 악취강도 비교4.9( ). .

계절에 따라 악취강도를 항목별로 평균을 내고 그 값들을 더하여 총 악취강도와 악취물

질들이 차지하는 양을 그림 에 나타내었는데 동절기의 악취 강도가 하절기에 비해4.10

훨씬 높음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동절기의 악취 강도가 하절기보다 높은 이.

유는 무창식으로 지어진 돈사의 환기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무창.

돈사는 돈사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측벽에 설치된 환기 팬을 이용하여 조절하는데 하절,

기에는 환기팬의 가동률을 올려 환기량을 늘려 돈사 내의 온습도를 낮추고 동절기에는,

환기량을 줄여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한다 즉 여름철에 많은 양의 악취물질이 발생하더.

라도 환기량이 증가하여 돈사 내에서의 악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돈사 내부

에서의 악취강도가 약해지고 겨울철에는 환기량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악취

물질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돈사내부에 축적되어 높은 농도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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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절기 및 하절기 총 악취강도 비교4.10. .

판체태판체태판체태판체태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급이 및 살포미생물제제 저감실험 급이 및 살포미생물제제 저감실험 급이 및 살포미생물제제 저감실험 급이 및 살포4.2.1 1( )4.2.1 1( )4.2.1 1( )4.2.1 1( )

양돈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악취 저감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 1

에서 돈사 내 가지 지정악취물질을 채취하였다 미생물제제는 사료에 섞어서 먹이고18 .

또한 슬러리피트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러 돈사 중 가장 악취가 심한.

비육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년 월부터 월 사이 주간 주 회 실시하였다, 2009 11 12 7 2 .

먼저 미생물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육사 한 동과 종류가 다른 미생물 제제 가지를 사2

용하는 비육사 한 동씩을 선택하여 총 개 동에서 시료 채취 후 분석하였다 현장에서의3 .

미생물제제의 악취 저감효과만을 고려하기 위해 달 동안 입돈 및 출하 일정이 없는 비2

육돈사를 선택하였고 분석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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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분석결과4.6. 1

구 분
Unused microbe 1 microbe 2 단

위Min Max Avg SD Min Max Avg SD Min Max Avg SD

암모니아 10.98 82.38 50.59 23.78 11.47 92.26 56.81 25.97 11.51 81.62 47.30 20.24 ppm

황화수소 75.02 2287.35 872.80 635.39 265.23 2133.03 1051.66 550.89 577.22 1674.91 1022.09 353.83 ppb

메틸머캅탄 25.73 87.75 56.36 19.01 34.87 121.30 83.98 21.92 53.84 133.72 93.10 25.62 ppb

디메틸

설파이드
6.71 34.20 18.34 8.58 11.13 33.20 23.41 6.57 11.67 39.74 25.75 8.36 ppb

디메틸

디설파이드
0.72 6.59 3.79 2.11 1.32 9.77 6.29 2.48 0.44 4.38 3.00 1.06 ppb

트리메틸

아민
32.99 265.47 107.12 66.55 78.33 184.20 122.29 33.41 34.12 332.76 142.82 72.34 ppb

아세트

알데하이드
31.18 92.29 68.09 18.95 ND 60.85 43.61 19.11 24.98 121.54 79.97 25.09 ppb

프로피온

알데하이드
1.44 6.41 4.13 1.49 ND 4.48 3.32 1.56 1.05 7.45 5.50 1.69 ppb

뷰티르

알데하이드
2.94 13.13 9.04 2.79 2.12 13.04 8.96 3.66 2.31 11.45 8.81 2.25 ppb

i 발레르-

알데하이드
ND 5.58 2.76 1.95 ND 2.69 0.67 1.00 ND 4.38 0.61 1.36 ppb

n 발레르-

알데하이드
ND 3.37 0.75 1.09 ND 2.24 0.40 0.77 ND 1.10 0.15 0.39 ppb

톨루엔 ND 3.06 0.49 1.09 ND 5.99 0.78 1.71 ND 4.89 0.66 1.45 ppb

자일렌 ND 1.10 0.08 0.29 ND 1.79 0.16 0.48 ND 0.23 0.02 0.06 ppb

메틸에틸케톤 ND 17.22 5.66 5.62 ND 13.27 6.32 4.18 ND 16.87 6.61 4.88 ppb

메틸아이소

뷰티르케톤
ND ND - - ND ND - - ND ND - - ppb

뷰티르

아세테이트
ND ND - - ND ND - - ND ND - - ppb

스타이렌 ND ND - - ND ND - - ND ND - - ppb

i 뷰티르-

알코올
ND 6.97 2.50 3.08 ND 4.41 0.58 1.48 ND 17.71 3.45 5.22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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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악취강도 환산 결과4.7. 1

구분 Unused microbe 1 microbe 2 평균

암모니아 505.88 568.14 473.00 515.68

황화수소 1745.60 2103.31 2044.18 1964.36

메틸머캅탄 563.62 839.77 930.95 778.11

디메틸설파이드 183.43 234.10 257.53 225.02

디메틸디설파이드 12.63 20.96 10.00 14.53

트리메틸아민 1071.20 1222.89 1428.21 1240.77

아세트알데하이드 34.05 21.80 39.99 31.95

프로피온알데하이드 2.06 1.66 2.75 2.16

뷰티르알데하이드 30.14 29.88 29.37 29.80

i 발레르알데하이드- 13.80 3.35 3.05 6.73

n 발레르알데하이드- 1.07 0.56 0.22 0.62

톨루엔 0.00 0.00 0.00 0.00

자일렌 0.00 0.00 0.00 0.00

메틸에틸케톤 0.01 0.01 0.02 0.01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ND ND ND ND

뷰티르아세테이트 ND ND ND ND

스타이렌 ND ND ND ND

i 뷰티르알코올- 0.25 0.06 0.35 0.22

Sum 4163.74 5046.50 5219.60 48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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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감지농도를 이용하여 각 비육돈사의 항목별 평균 농도를4.6

악취강도로 환산한 결과를 표 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비육동에서의 주요 악취물질을4.7 .

알기 위해 항목별 평균 악취강도를 사용하여 전체 악취 강도에서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를 보면 황화수소의 기여율이 로 주요 악취원인 물질이었으며 트리메틸4-11 40.88% ,

아민 메틸머캅탄 암모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알데하이드류와 휘25.82%, 16.19%, 10.63% .

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해당 항목의 악취강도를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 비육동에서의 기

여율은 각각 로 미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1.48%, 0.00% .

그림 와 그림 에는 비육동별 평균 황화수소 농도와 암모니아 등 주요 악취물질4.12 4.13

의 농도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항목이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을 사용한 돈사의 농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에는 각 동별 총 악취강도를 비교하였는데. 4-14

역시 미생물을 사용한 동의 총 악취강도가 오히려 약 정도 더 높아 유의미한 악취1000

저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주요악취항목 기여율4.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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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황화수소 농도 비교4.12. 1 .

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주요항목 농도 비교4.13. 1 .

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비육동 별 총악취강도 비교4.1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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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에서 악취 저감효과가 적게 나타난 원인은 돈사 구조에 따른 돈1

사 내 분뇨 처리 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장 의 경우 슬러리피트 및 돈사 내부를. 1

청소한 후에 입돈을 하고 돼지들이 배출하는 분뇨는 슬러리피트에 쌓이게 된다 이후, .

약 주 정도 후에 피트 내 분뇨가 일정 수위에 이르면 일시에 분뇨를 배출하게 된다 이2 .

과정에서 급이 및 살포를 통해 자리를 잡은 분뇨 중 미생물들도 분뇨와 함께 배출되어

악취저감에 효과적인 미생물들의 우점상태를 지속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그림 에 동별로 시료채취기간 동안의 총 악취강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각 차트의4.16 .

세로선이 그려져 있는 시점이 슬러리피트에서 분뇨를 배출한 때로 총 악취강도가 이전시

점보다 약한 시점이 분뇨 배출을 한 시점과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의 번째 시료채취 결과 총 악취강도가 약화된 것은 비육돈의 출하가 일부 시Microbe 1 14

작되어 돈사내의 개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농장 의 미생물제제 처리 및 분뇨 처리 방법4.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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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각 동별 총 악취강도 변화4.1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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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급이 살포 및 분뇨순환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급이 살포 및 분뇨순환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급이 살포 및 분뇨순환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급이 살포 및 분뇨순환4.2.2 2( , )4.2.2 2( , )4.2.2 2( , )4.2.2 2( , )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악취저감방법 중 분뇨를 속성발효 시켜 처리하는 공법을 활용한

시스템이 제주지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 공법은 슬러리피트 구조의 양돈장에 적.

용할 수 있고 슬러리피트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분뇨를 포기조 및 발효조에 유입시켜

미생물에 의해 처리한 후 침전조와 저류조를 거쳐 분뇨처리가 완료된다 이 때 최종 처.

리수 중 일부는 돈사 내 슬러리피트로 재반송시키고 일부는 돈사 내부 세척수로 활용하,

며 일부는 저장조에 보관 후 액비로서 외부로 반출시키는 공법이다 도내에도 이 공법을.

이용하여 분뇨처리와 함께 악취저감방법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장 이하 농장( 2)

이 있어 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료 채취 후 분석하였다.

농장 는 교배사 임신사 분만사 및 자돈사가 있으며 비육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2 , , ,

다 시료 채취 당시 농장 내의 일부 돈사에만 분뇨순환공법을 적용 중이었고 나머지 돈.

사는 시공 계획 단계였다 공법이 적용된 돈사들은 미생물 효소제 급이와 슬러리피트에. ( )

미생물을 살포하고 있었으며 공법 도입 초기에는 분뇨처리장에도 미생물을 살포하였다.

미적용 돈사에서는 미생물 급이 와 슬러리피트에 미생물 살포만 실시하고 있었다 분뇨.

순환공법은 시스템 적용 후 약 개월에서 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6 1

져 있는데 시료채취당시는 공법 적용 후 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분뇨순환공법이 아직, 3

안정화기간 중이었다.

시료 채취는 년 월부터 월 사이 실시했으며 분뇨순환공법이 적용된 자돈사2010 10 11 , 1

동과 적용되지 않은 돈사 동 모두 동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농장 의 경우 비육사1 , 2 . 2

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자돈사에서 측정 분석하였다 시료채취는 분뇨순환공법이 적용된.

돈사는 회 적용되지 않은 돈사는 회 채취하였다 자돈사는 비육사에 비해 입돈 기간2 , 3 .

이 짧아 분뇨순환공법 적용 돈사 내의 돼지들이 이동하여 빈 돈사로 남아 채취 횟수가 1

회 적었다.

농장 에서의 분석결과를 표 와 그림 에 나타내었다 암모니아는 분뇨순환2 4.8-4.9 4.17 .

돈사에서 평균 미순환 돈사에서는 이었고 황화수소는2.01ppm, 4.68ppm 2.44ppm, 2.84ppm

이었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미순환 돈사에 비해 분뇨순환공법이 적용된 돈사에서 각.

각 낮게 나왔다 메틸머캅탄은 분뇨순환돈사가 미순환 돈사에서57%, 14.3% . 92.94ppb,

였고 분뇨순환돈사가 약 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디메틸설파이드는54.54ppb 1.5 . 10.82ppb

와 디메틸디설파이드는 와 트리메틸아민은 와7.93ppb, 2.06ppb 0.56ppb, 14.24ppb

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분뇨순환공법이 적용된 돈사가 더 높게 나왔다11.41p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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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분뇨 순환 돈사 분석 결과4.8. 2

구분 월 일10 28 월 일11 3 평균 비고

NH3 1.11 2.92 2.01 ppm

H2S 1.98 2.89 2.44 ppm

MM 106.68 79.19 92.94 ppb

DMS 12.72 8.93 10.82 ppb

DMDS 2.07 2.04 2.06 ppb

TMA 12.92 15.56 14.24 ppb

표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분뇨 미순환 돈사 분석 결과4.9. 2

구분 월 일10 28 월 일11 3 월 일11 11 평균 비고

NH3 5.01 4.68 4.35 4.68 ppm

H2S 3.42 2.30 2.80 2.84 ppm

MM 37.18 31.59 94.83 54.54 ppb

DMS 9.51 4.62 9.67 7.93 ppb

DMDS 0.45 0.38 0.86 0.56 ppb

TMA 12.48 11.42 10.34 11.41 ppb

그림 분뇨순환돈사와 미순환돈사 악취 농도 비교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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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최소감지농도를 이용하여 악취강도로 환산한 결과를 표 그림 과 그림4.10, 4.18

에 정리하였다 총 악취강도는 분뇨순환돈사가 미순환돈사 로 분뇨4.19 . 6078.05, 6471.61

순환공법이 적용된 돈사가 낮게 나왔다 시료를 채취한 때가 농장에 순환공법이393.56 .

도입 된지 개월이 지난시점으로 아직 안정화단계인 것을 고려하면 안정화가 완료된 이3

후 시점에는 현재보다 악취저감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미생물제제 악취 저감실험 악취강도 환산결과4.10. 2

구분 순환 미순환

NH3 20.14 46.81

H2S 4871.03 5684.10

MM 929.37 545.35

DMS 108.25 79.33

DMDS 6.86 1.88

TMA 142.40 114.14

SOU 6078.05 6471.61

그림 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총 악취강도 비교4.1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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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악취항목별 기여율4.19. 2 .

추후 악취 저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뇨순환돈사와 미순환 돈사의 슬러리피트내의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질분석 항목은 분뇨 중의 부유물질 을 거른 후 생물학적. (SS)

산소요구량 과 총질소 을 측정하였다 농도가 높은 경우 분뇨 중의 유기(SBOD) (T-N) . SBOD

물 함량이 많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슬러리피트 내 폐수의 혐기 혹은 호기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돈사의 주요악취물질로 확인된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및 트리. ,

메틸아민 등은 혐기상태에서 더욱 활발하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를 통해SBOD

악취물질발생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뇨중의 은 암모. T-N

니아와 트리메틸아민으로 전환되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 농도로 악취생성 가능성, T-N

을 알아볼 수 있다.

수질분석 결과는 표 에 정리하였다 순환돈사의 경우 가 이4.11 . SBOD 835.6 mg/L, T-N

였으며 미순환 돈사는 가 이 였다 미순1,128.8mg/L SBOD 21,996.6 mg/L, T-N 2,859.0mg/L .

환 돈사에 비해 순환돈사의 농도는 로 슬러리피트내 유기물함량이 훨씬 적기 때SBOD 3.8%

문에 상대적으로 호기성 상태로 분뇨 순환 돈사에서의 악취발생이 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은 로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의 발생 가. T-N 39.5%

능성이 미순환돈사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돈사별 수질분석 결과4.11. 2 .

구 분 SBOD T-N 단위

순환 돈사 835.6 1,128.8 mg/L

미순환 돈사 21,996.6 2,859.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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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저감의 효과가 시료 채취 당시 눈에 띄게 보인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제제 실험, 1

에서의 결과보다 저감 가능성을 보인 이유는 슬러리피트내의 분뇨를 장시간 적체한 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분뇨처리장으로 유입시켜 호기성처리를 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

다 또한 최종 처리수를 돈사에 재순환하여 악취저감에 유효한 미생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점상태를 지속적으로 확보한 것도 악취발생 저감에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농장 의 분뇨순환공법 처리 및 분뇨 처리 방법4.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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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퇴판체퇴판체퇴판체퇴

현재 많은 종류의 미생물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실

험된 미생물제제는 극히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또한 농장 의2

경우 공정이 안정화 이후의 악취저감이 기대되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의 실험결과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악취저감방법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관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장의 악. 2

취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악취를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미생물제제의 급이 및 살.

포 등의 방법을 범위를 넓게 고려하여 차 처리 악취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 으로1 ( )

보고 다양한 차 및 차 처리 발생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 를 병행함으로서 효과적인, 1 2 ( )

악취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방법들로는 무창돈사의 측벽배기 팬에 바이오필터를 부착하여 돈사에서 발생하

는 악취와 먼지 등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슷한 원리로 배기 팬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지점에 악취확산 방지벽을 세우고 수세식 장치 혹은 이산화염소분(4~6m)

무장치 등을 설치하여 악취가 돈사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새벽이나 초저녁 등

저기압시에 분무하는 방법이 있다.

또 바닥구조가 부분 슬랏인 경우 콘크리트 부분에 있는 분뇨가 돼지의 피부에 접촉하게

되고 돼지의 체온으로 인한 증발과정을 통해 악취발생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바닥구조를,

전면 슬랏으로 바꾸어 돼지와 분뇨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환기 방식을 개선하여 돈사,

내의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악취 발생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돈사 내 슬러리피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하나로 통합하고 피트 내 퇴적,

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부패에 의한 악취 발생을 줄이고 분뇨이송시,

설 액비화시설 및 퇴비화 시설 등을 밀폐하여 악취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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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본 연구에서 돈사의 주요 악취물질을 파악하고 양돈농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악취,

저감방법의 하나인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악취저감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 항목 중 암모니아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동절기의 비육사에서의 농도는1. .

이상으로 돼지의 생산능력과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고농도였다 그리고 암모니50ppm .

아와 트리메틸아민의 돈사별 배출경향이 비슷해 사료 중 질소량의 조절이 악취제어의 중

요한 요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악취물질의 농도를 악취강도로 환산한 결과는 황화합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황화수소가 돈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로 조사되었다.

돼지 성장단계에 따른 돈사 종류 중 동절기와 하절기 모두 비육사에서의 악취강도가2.

가장 강했고 자돈사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교배사 분만사 및 임신사는 비슷한 수준, , ,

으로 상대적으로 청결히 관리되고 있는 돈사에서는 악취발생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절별로 비교한 결과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악취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3.

돈사의 환기량이 증가하여 발생악취물질의 외부 유출로 인해 돈사 내 악취 농도는 낮았

으며 환기량이 극히 제한적인 겨울철의 농도는 높았다, .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돈사에서의 악취저감효과 실험결과 사료와 함께 급이하고 슬러4.

리피트에 뿌리는 방법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돈사내의 슬러리.

피트를 통합하고 미생물의 작용과 함께 분뇨의 호기성처리방식을 포함한 분뇨순환시스템

을 적용한 돈사에서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악취저감의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미생물제제의 이용과 함께 바이오필터 악취확산 방지벽 등의 설치와 돈사구조,

개선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한 적극적인 악취저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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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nstruct geography information ststem of

Cl- distribution chart as measured coordinates about 620 sampled from

area Gunsan city, Kimjae city, Buan gun and Gochang gun in the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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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 of Jeollabuk-do, and analyzed Cl- of groundwater.

In the gross area 2,029.6 , the area of more than 250 / the standard㎢ ㎎ ℓ

of drinking water and more than 500 / the standard of industrial water㎎ ℓ

was investigated 24.9% and 18.1%, respectively.

Out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55.3% of Gunsan city area excessed

the standard of drinking water. It is showed up this region was heavily

influence sea-water intrusion. But on the other hand, the lowest area was

investigated in Gochang gun as 13.1% excess area of the standard of

drinking water, because of located in hilly section mountai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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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서해연안 임해지역이 새만금 관광 및 경제 산업 활동 증가와 인구 집중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등 많은 수자원이 필요하게 되면서 부족한 수자원 확보,

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양산되는 고

염분의 폐공과 무계획적인 과다 양수는 지하수에 해수침투를 유발하는 또 다른 주요 원

인이 되고 있다.

년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 이용량은 약 억 년으로 전체 수자원의 약 를 차2005 37 / 11%㎥

지할 만큼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시설수도 년 만 지하수공에서 년 만공으1994 63 2005 127

로 급속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관광 및 초정밀 산업이 중.

점 육성 될 계획이므로 많은 청정 수자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댐 건설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청정 지하수 자원을 지키고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

에서 년에 황토의 겔화를 이용한 지하수 불용공 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및 연구2008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지하수 개발 시 관정개발 성공률이 정도로 낮아 폐공의 발생은30%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공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는 지하수 개발에 충분한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관정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서해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의 주 원

인이 되는 바닷물의 염분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

록 연안지역 중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의 구현을 위해.

대상 연안지역에 대한 지하수 염소이온을 조사하여 염소이온 분포도 를 구축하고 공GIS

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을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제공하여.

지하수 개발 시 발생하는 폐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무계획적인 과다 양수

로 인한 해수침투로 폐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 용도별 이용 목적에 따른 지

하수 개발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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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1태체1태체1태체1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염수화는 가장 흔한 오염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침.

투에 의한 염수화 과정은 대상지구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해

수체의 이동에 따른 침투과정과 담수체와의 혼합과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의 대수층이 다공질 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해수침투과정에 대하여는 해수체와 담수에의 밀도차 등 상호관계를 기초로 한 방

면으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균열대로 이루어진 암반대수층의 경우는 그 침

투양상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뚜렷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염수의 발생원인염수의 발생원인염수의 발생원인염수의 발생원인2.1.12.1.12.1.12.1.1

지하수의 염수화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반적으로 천부 대수층인 경우 지표

오염물질에 의한 사례 관개에 의한 염류의 농집에 의한 경우 분포 지질에서 기인된 염,

류에 의한 경우 해수침투에 의한 경우가 있으며 심부 대수층에서는 지질학적 기원의 염

수 상승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등이 알려져 있다 특히 심부 대수층의 경우는 수리지질학

적 특성상 염수이동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대수층내의 염수발생 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의 해수 침투.

나 지질학적 시간단위에서의 염수 침투.

다 암염 등 지질학적 단위에 의한 염분 발생.

라 특정지역내의 높은 증발산에 의한 염분 농집.

마 관개에 의한 염분 농집.

바 지표 오염물질에 의한 염분 농집 등.

이론이론이론이론2.1.2 Ghyben-Herzberg(G-H)2.1.2 Ghyben-Herzberg(G-H)2.1.2 Ghyben-Herzberg(G-H)2.1.2 Ghyben-Herzberg(G-H)

년 전후에 에 의해 각각 발표된 논문을 기초로 구성된 이론에1900 Ghyben-Herzberg G-H

의하면 아래 그림 에서와 같이 자유면 대수층의 경우 해수면 아래 담수체의 깊이2.1 (Z)

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지하수의 높이(hf 의 약 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

즉 정수압적 평행 이론을 근거로 담수체와 해수체의 밀도와 자하(hydrostatic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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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안지방의 담수체 및 해수체의 이론적 모형2.1. .

수면의 고도를 알면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담수체까지의 깊이를 구할 수 있다.

   

이때 ρs는 해수의 밀도 ρs는 지하수의 밀도 는 중력가속도, g , hf는 지하수면의 고도,

는 해수면 아래 담수체의 깊이다z .

위 식을 해수면 아래 담수체의 깊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식과 같은데 이를

관계식이라고 한다Ghyben-Herzberg .




만약 일정한 조건하에서 해수의 밀도를 지하수의 밀도를 라고 하1.025g/ , 1.000g/㎤ ㎤

면 담수체의 깊이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z .

z = 40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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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에서 양수에 의한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추 형성해안지역에서 양수에 의한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추 형성해안지역에서 양수에 의한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추 형성해안지역에서 양수에 의한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추 형성2.1.32.1.32.1.32.1.3

해안지역 관정에서 양수에 의한 지하수두의 하강은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을 야기하는

데 이는 이론에 근거한다 그림G-H . 에서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 형태를 상승추라 하며2.2




   

이때 는 새롭게 형성되는 상승추의 평형고도 는 수리전도도 는 양수량 는 원래z , K , Q , d

의 해수체 경계면으로부터 관정바닥 까지의 거리이다.

과 에 의하면 새롭게 형성되는 상승추의 평형고도 가 원래의 해수체Dagan Bear(1968) (Z)

경계면으로부터 관정바닥 까지 거리 의 보다 작은 경우에 안정되는 것으로 밝혀졌(d) 1/3

으며 만약 인 경우에는 최대 허용양수량은 다음식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z = 0.3d

함을 밝혀냈다.

ρs-ρf
Qmax 0.6πdk(------)

ρf

그림 양수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평형고도 모식도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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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 고창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그 지점의 경, , ,

위도를 조사하고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염소이온농도를 분석 또한

염소이온 농도의 주 요인인 바닷물로 인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HCO3 중탄산( ) 이온을 분석하여 Cl/HCO3 몰비를 산출 바닷물의 침투여부를 확인하고 염소,

이온 분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GIS) .

퇴체태퇴체태퇴체태퇴체태

지하수 채수 지점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격자식으로 채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

정용 먹는물 및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를 채수하였고 지점의 좌표 측정은 그림,

의 기기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측정하였고 염소이온은 그림 의3.1 etrex 3.2 4-star

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해수침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porta ORION . Cl/HCO3

몰비 측정을 위한 중탄산염의 측정은 브로모크레졸그린의 수방울을 지시약으로하여

용액으로 적정하여 측정하였다0.02N HCl .

그림 기기 그림 기기3.1. etrex . 3.2. 4-star porta ORION .

퇴체퇴퇴체퇴퇴체퇴퇴체퇴

조사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동안 실시하였다2009 1 2010 12 2 .

표 단계별 조사내용3.1.

구분 조사일시 추진사항
단계1 2009. 1 ~ 2009. 6 조사지역 및 채수지점 선정
단계2 2009. 7 ~ 2010. 9 시료채수 및 분석
단계3 2010.10 ~ 2010.12 시스템 구축 및 연구 논문작성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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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판체1판체1판체1판체1

도내 서해안 지역의 염소이온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조사한 지점의 경위

도좌표를 타원체 기반의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지점별 위치정보GRS 80 .

에 채수한 염소이온 농도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염소이온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역거리가중치

를 비롯하여 스플라인 크리깅 보간법(IDW; Inverse Distance Weight) (Spline), (Kriging)

등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추정 시 각 지점별 편차가 크지 않은 역거리 가중치.

보간법을 적용하여 격자자료를 구축하였다 공간보간을 통해 추정된 염소이온농도를10m .

지자체별로 분석하기 위해 각 지자체 레이어를 존 그리드로 지정하여 각 존GIS (Zone)

별 염소이온농도의 통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판체태판체태판체태판체태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검사정수를 군산 개 김, , , 124 ,

제 개 부안 개 고창 개 지점 등 총 개 지점의 지하수를 채수하여 염소이210 , 150 , 136 620

온 농도를 분석 한 결과 그 중 먹는물수질기준 을 초과한 지점이 개로 지점으250 /L 158㎎

로 전체의 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5.5% .

군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4.2.14.2.14.2.14.2.1

군산시는 년 현재 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충남과 전2009 91.1% ,

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금강이 남쪽으로는 김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만경강을 따

라 내륙 깊숙이 들어 왔던 곳으로 지금은 북쪽의 비응도동 오식도동과 남쪽으로 옥서면

과 회현면 일대의 평야지에서 지하수에 아직도 염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것으로 보아 과

거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바다의 갯벌지역이 육지화 되면서 아직도 토양에는 고농도의 염

분이 분포되어 있고 또한 중부지역의 경암동 조촌동 미장동 등에서는 경포천에서 바닷, ,

물이 내륙 깊숙이 유입되면서 염소이온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산 지역에서 지하수.

염소이온 분포도를 로 나타내기 위해서 채수 가능한 지하수 개 지점을 조사한 결GIS 125

과 그 중 개 지점이 염소이온 먹는물수질기준 을 초과 하였으며 공업용수43 250 /L , 500㎎ ㎎

을/L 초과한 지점도 개로 나타났다34 .

시료채수 분석 결과 나포면이 염소이온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암동 시외버스6 /L㎎

터미널에서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암동은 내륙 지역이면서 경포천의 영향7,721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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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부지역에서 염소이온이 높게 나타나 표준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외버스터

미널은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하루 터미널 이용객이 사용하는 지하수가1.5Km 5㎥

이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추 평형고도가 높아지게 되어 바닷물 침

투의 영향으로 염소이온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염소이온 분포도 분석 결과 군산시 읍면동 염소이온 분포 현황은 그림 및 표GIS 4.1

과 같이 내륙지역인 서수면 나포면 일대는 염소이온농도가 평균 로4.2 , 53 /L, 45 /L㎎ ㎎

전 지역에서 먹는물수질기준 이하로 조사되고 해망동 대명동 등 주택 밀집지역과 간척,

지역인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등은 전 지역이 공업용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 ,

타났다 등급별 분포 현황은 그림 및 표 에 나타낸 것처럼 군산시 면적. 4.2 4.3 370.3㎢

중 인 이 먹는물수질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업용수55.3% 204.8 250 /L㎢ ㎎

질기준 초과지역도 로 나타났다40.9% .

군산시 염소이온 분포현황(1)

그림 군산시 염소이온 분포도4.1. .

표 군산시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1. : /L㎎

구 분 Min Max Mean StD.

Value 6 7,720 541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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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읍면동별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2. : /L㎎

읍면동 Min Max Mean StD.

임피면 7 371 57 48
신흥동 1,378 2,343 1,780 218
금동 1,423 2,933 2,142 311
월명동 928 1,654 1,280 131
오식도동 226 3,200 1,962 684
삼학동 310 1,944 984 247
금광동 789 1,120 990 73
신풍동 62 1,151 171 241
송풍동 755 1,483 1,015 166
선양동 151 618 389 114
둔율동 168 1,155 377 203
서수면 7 124 53 15
해망동 550 3,972 2,077 972
중앙로 가1 941 1,681 1,336 158
영화동 1,467 1,934 1,667 98
장미동 1,240 2,206 1,798 185
중앙로 가2 350 2,826 1,251 537
영동 1,221 1,663 1,378 112
신영동 2,026 5,226 2,796 693
죽성동 1,371 2,116 1,735 201
평화동 1,473 3,895 2,406 576
중앙로 가3 1,336 4,630 2,974 761
대명동 3,292 7,721 5,849 1,157
장재동 1,815 5,776 3,507 969
미원동 147 2,707 1,028 590
중동 2,936 6,258 4,258 670
금암동 2,153 5,819 3,226 687
조촌동 39 1,237 628 330
경장동 62 3,928 998 750
경암동 281 7,621 2,326 1,573
개정동 13 257 109 45
사정동 92 1,225 470 265
신관동 73 494 182 103
개사동 118 1,182 524 227
개정면 12 650 195 120
성산면 14 466 39 30
나포면 9 86 45 12
옥서면 12 1,310 720 278
회현면 28 1,608 937 325
내초동 58 1,260 929 247
나운동 6 776 210 146
내흥동 16 257 79 50
소룡동 21 2,146 876 388
지곡동 38 856 31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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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Min Max Mean StD.

수송동 90 4,611 1,461 945
문화동 222 1,054 666 199
옥산면 24 1,622 404 249
미장동 827 4,243 1,532 587
명산동 635 1,189 881 134
구암동 16 624 99 86
비응도동 1,768 3,300 2,636 403
신창동 947 1,626 1,301 170
미룡동 70 320 125 61
대야면 14 1,622 607 436
옥구읍 24 1,495 605 269
동흥남동 1,491 3,866 2,460 533
오룡동 586 1,011 882 99
산북동 24 1,182 464 277
서흥남동 522 1,968 956 360
개복동 602 1,138 873 111
송창동 502 870 652 91
창성동 330 1,003 621 158

군산시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현황(2)

그림 군산시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도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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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군산시 읍면동 등급별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4.3.

읍면동
< 250 /L㎎

( )㎢
(%)

250~500 /L㎎

( )㎢
(%)

> 500 /L㎎

( )㎢
(%)

합 계

( )㎢

임피면 21.597 98.5 0.338 1.5 -　 - 21.935

신흥동 - - -　 - 0.149 100 0.149

금동 - - - - 0.285 100 0.285

월명동 - - -　 - 0.288 100 0.288

오식도동 0.002 - 0.137 1.5 9.288 98.5 9.427

삼학동 - - 0.008 2.7 0.287 97.3 0.295

금광동 - - -　 - 0.118 100 0.118

신풍동 1.986 92.8 -　 - 0.154 7.2 2.140

송풍동 - - -　 - 0.397 100 0.397

선양동 0.010 2.0 0.052 69.3 0.014 18.7 0.075

둔율동 0.015 30.6 0.023 46.9 0.011 22.4 0.049

서수면 24.211 100 -　 - -　 - 24.211

해망동 - - -　 - 1.558 100 1.558

중앙로 가1 - - -　 - 0.085 100 0.085

영화동 - - -　 - 0.086 100 0.086

장미동 - - -　 - 0.275 100 0.275

중앙로 가2 - - 0.006 6.3 0.089 93.7 0.095

영동 - - -　 - 0.017 100 0.017

신영동 - - -　 - 0.101 100 0.101

죽성동 - - -　 - 0.038 100 0.038

평화동 - - -　 - 0.032 100 0.032

중앙로 가3 - - -　 - 0.035 100 0.035

대명동 - - -　 - 0.208 100 0.208

장재동 - - -　 - 0.083 100 0.083

미원동 0.008 6.3 0.019 15.1 0.099 78.6 0.126

중동 - - -　 - 0.175 100 0.175

금암동 - - -　 - 0.199 100 0.199

조촌동 0.461 17.6 0.489 18.7 1.666 63.7 2.616

경장동 0.047 9.6 0.085 17.3 0.358 73.1 0.490

경암동 - - 0.027 2.1 1.193 97.9 1.219

개정동 3.060 99.8 0.005 0.2 -　 - 3.065

사정동 0.420 20.5 0.807 39.4 0.820 40.1 2.047

신관동 2.222 79.3 0.582 20.7 -　 - 2.803

개사동 0.962 11.9 3.311 40.9 3.826 47.2 8.099

개정면 12.479 74.1 3.991 23.7 0.365 2.2 16.835

성산면 27.005 99.3 0.192 0.7 -　 - 2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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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250 /L㎎

( )㎢
(%)

250~500 /L㎎

( )㎢
(%)

> 500 /L㎎

( )㎢
(%)

합 계

( )㎢
나포면 31.007 100 -　 - -　 - 31.007
옥서면 0.961 4.6 4.315 20.8 15.511 74.6 20.787
회현면 1.402 3.6 3.324 8.7 33.596 87.7 38.322
내초동 0.153 2.8 0.354 6.6 4.866 90.6 5.373
나운동 2.794 66.6 1.148 27.4 0.250 6.0 4.192
내흥동 3.725 99.5 0.016 0.5 -　 - 3.742
소룡동 1.450 9.0 2.197 13.6 12.503 77.4 16.150
지곡동 0.279 15.7 1.465 82.3 0.036 2.0 1.779
수송동 0.103 4.8 0.232 10.7 1.822 84.5 2.157
문화동 0.045 6.7 0.056 8.4 0.570 84.9 0.671
옥산면 4.547 27.2 8.310 50.0 3.867 22.8 16.723
미장동 -　 - -　 - 1.425 100 1.425
명산동 -　 - -　 - 0.073 100 0.073
구암동 1.750 93.4 0.115 6.1 0.009 0.5 1.874
비응도동 -　 - -　 - 5.112 100 5.112
신창동 -　 - -　 - 0.063 100 0.063
미룡동 3.496 89.4 0.416 10.6 -　 - 3.912
대야면 9.980 26.5 10.037 26.7 17.576 46.8 37.593
옥구읍 5.827 15.2 6.361 16.6 26.105 68.2 38.293
동흥남동 -　 - -　 - 0.257 100 0.257
오룡동 -　 - -　 - 0.149 100 0.149
산북동 3.453 25.8 4.797 35.8 5.138 38.4 13.388
서흥남동 -　 - -　 - 0.257 100 0.257
개복동 -　 - -　 - 0.044 100 0.044
송창동 -　 - -　 - 0.034 100 0.034
창성동 -　 - 0.015 25.4 0.044 74.6 0.059
합계 165.457 44.7 53.227 14.4 151.604 40.9 370.288

김제시김제시김제시김제시4.2.24.2.24.2.24.2.2

김제시는 북쪽으로는 군산시와 만경강을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부안군과 동진강을

경계하고 있으며 년 현재 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2009 79.5% .

넓은 김제평야인 광활면과 진봉면 일대가 자리잡고 있어 이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

척지역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형고도가 낮아 지하수면의 고도가 짧고 해수면 아래

담수체의 깊이가 낮게 분포되어 있어 지하수에 염소이온농도가 고농도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신평천을 따라서 복죽동 일대 내륙 깊숙이 해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김제시 지역에서 지하수 염소이온 분포도를 로 규명하기 위해서 채수 가능한GIS

지하수 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그 중 개 지점이 염소이온 먹는물수질기준210 , 59 250 /L㎎

을 초과 하였고 공업용수질기준 을 초과한 곳도 개 지점 이었다 채수지점의500 /L 55 .㎎

좌표를 상에서 입력 그리고 염소이온 농도를 입력하여 로 분석한 결과 염소이ArcGIS GIS

온 분포 현황은 그림 및 표 에서와 같이 진봉면 심포리에서 염소이온농도4.3 4.5 17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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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으면서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륙으로는 산악지역 이어서

염소이온 농도가 낮게 분포된 것으로 생각되며 등급별 분포도에서는 그림 및 표4.4 4.6

에 나타낸 것처럼 김제시 면적 중 인 에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544.5 21.0% 114.6㎢ ㎢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업용수기준 초과지역도 의 면적으로 나타났다16.0% 87.2 .㎢

또한 읍면동 등급별 염소이온 분포 특성을 보면 광활면은 전지역에서 진봉면 지역은,

의 면적에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87.3% 41.03 .㎢

광활면 년 진봉면은 년도에 상수도 보급률이 완료되었으며 김제평야지대1968 1981 100%

의 농업상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경지정리로 농수로가 잘 정리되어 있다.

김제시 염소이온 분포현황(1)

그림 김제시 염소이온 분포도4.3. .

표 김제시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4. : /L㎎

구 분 Min Max Mean StD.

Value 9 1,725 173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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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김제시 읍면동별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5. : /L㎎

읍면동 Min Max Mean StD.

용동 58 117 80 14
검산동 29 104 50 16
순동 11 39 22 6
서암동 37 200 74 30
신곡동 41 102 60 16
봉남면 18 81 53 8
옥산동 47 94 64 11
갈공동 38 117 67 21
흥사동 21 48 31 7
상동동 12 28 21 3
황산동 12 86 30 13
입석동 43 71 53 4
금산면 12 70 30 8
요촌동 23 150 78 20
명덕동 77 451 188 91
제월동 45 65 54 4
도장동 18 66 39 14
서정동 35 67 53 6
백구면 16 130 56 12
공덕면 18 359 84 32
성덕면 10 991 291 230
양전동 53 71 59 3
신월동 52 62 56 2
연정동 32 110 57 13
복죽동 45 1,026 413 258
백학동 9 41 22 7
용지면 12 57 41 10
청하면 45 908 161 128
광활면 135 1,150 631 89
진봉면 28 1,725 626 317
교동 40 136 54 10
월성동 46 80 62 8
오정동 23 94 48 12
부량면 38 71 49 5
죽산면 20 951 305 229
만경읍 21 1,117 224 244
신덕동 42 56 48 3
월봉동 42 56 52 3
금구면 14 58 44 8
장화동 44 55 50 2
하동 16 56 37 8
난봉동 14 92 30 13
황산면 11 58 3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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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현황(2)

그림 김제시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도4.4. .

표 김제시 읍면동별 염소이온농도 등급 분포특성 단위4.6. : /L㎎

읍면동
< 250 /L㎎

( )㎢
(%)

250~500 /L㎎

( )㎢
(%)

> 500 /L㎎

( )㎢
(%)

합 계

( )㎢

용동 1.201 100 -　 - -　 - 1.201

검산동 3.782 100 -　 - -　 - 3.782

순동 3.921 100 -　 - -　 - 3.921

서암동 1.722 100 -　 - -　 - 1.722

신곡동 1.511 100 -　 - -　 - 1.511

봉남면 23.757 100 -　 - -　 - 23.757

옥산동 1.074 100 -　 - -　 - 1.074

갈공동 1.570 100 -　 - -　 - 1.570

흥사동 3.641 100 -　 - -　 - 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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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250 /L㎎

( )㎢
(%)

250~500 /L㎎

( )㎢
(%)

> 500 /L㎎

( )㎢
(%)

합 계

( )㎢

상동동 3.328 100 -　 - -　 - 3.328

황산동 3.309 100 -　 - -　 - 3.309

입석동 2.815 100 -　 - -　 - 2.815

금산면 66.779 100 -　 - -　 - 66.779

요촌동 1.449 100 -　 - -　 - 1.449

신풍동 1.986 100 -　 - -　 - 1.986

명덕동 1.869 76.3 0.579 23.7 　 2.448

제월동 1.722 100 -　 - -　 - 1.722

도장동 1.873 100 -　 - -　 - 1.873

서정동 3.018 100 -　 - -　 - 3.018

백구면 21.974 100 -　 - -　 - 21.974

공덕면 28.918 99.4 0.170 0.6 　 29.088

성덕면 10.762 48.5 5.480 24.7 5.960 26.8 22.201

양전동 2.586 100 -　 - -　 - 2.586

신월동 2.265 100 -　 - -　 - 2.265

연정동 3.884 100 -　 - -　 - 3.884

복죽동 1.554 36.5 0.732 17.2 1.972 46.3 4.258

백학동 3.165 100 -　 - -　 - 3.165

용지면 34.931 100 -　 - -　 - 34.931

청하면 16.216 82.4 2.921 14.9 0.530 2.7 19.668

백산면 29.401 100 -　 - -　 - 29.401

광활면 0.010 - 0.092 0.3 31.885 99.7 31.986

진봉면 5.970 12.7 7.856 16.7 33.174 70.6 47.000

교동 1.260 100 -　 - -　 - 1.260

월성동 2.782 100 -　 - -　 - 2.782

오정동 3.272 100 -　 - -　 - 3.272

부량면 20.086 100 -　 - -　 - 20.086

죽산면 19.213 53.0 6.757 18.6 10.311 28.4 36.280

만경읍 18.206 74.6 2.857 11.7 3.340 13.7 24.403

신덕동 1.523 100 -　 - -　 - 1.523

월봉동 2.662 100 -　 - -　 - 2.662

금구면 42.488 100 -　 - -　 - 42.488

장화동 2.423 100 -　 - -　 - 2.423

하동 2.766 100 -　 - -　 - 2.766

난봉동 3.061 100 -　 - -　 - 3.061

황산면 18.177 100 -　 - -　 - 18.177

합 계 429.879 79.0 27.443　 5.0 87.172　 16.0 54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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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안군부안군부안군4.2.34.2.34.2.34.2.3

부안군은 년 현재 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김제시와 동2009 97.7%

진강을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고창군과 곰소만을 경계하고 있다 간척지역인 계화면.

과 동진면 주변 지하수에서 염소이온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산악지역으,

로 지하수 수위가 해수면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어서 해수면 아래 담수채의 깊이가 깊게

형성되어 지하수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변산면 격포리 일대는 지대가 높은 산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격포해수욕장 주변은

관광지로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 대명리조트에서 의 많은 염소이온이 검출된 것13000 /L㎎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하수 하루 사용량이 성수기 여름에 이상으로 양수에20 /day㎥

의한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을 야기하고 또한 관정이 까지 굴착 개발로 인한 지하수800m

채수지점이 담수체 밑에 위치하여 지하수에 많은 염소이온 농도가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

다 보안면 우등리 전분공장이 물 사용량이 많은 관계로 염소이온 농도가 로 조. 294 /L㎎

사되었으며 부안군 지역 지하수 염소이온 분포도를 로 나타내기 위해서 채수 가능한GIS

지하수 개 지점을 채수 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 개 지점이 염소이온 먹는물수질기151 33

준 을 초과 하였고 공업용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점도 개로 나타났다250 /L 31 .㎎

채수지점 경위도 좌표를 상에서 입력하고 염소이온 농도 를 입력하여 염소이ArcGIS DB .

온 분포도를 로 분석한 결과 염소이온 분포 현황은 그림 및 표 에서 같이 변GIS 4.5 4.8

산면 지역에서 표준편차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 현황은 그림

및 표 에 나타낸 것처럼 부안군 면적 중 인 면적이 먹는물4.6 4.9 507.8 21.1% 107.0㎢ ㎢

수질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업용수기준초과 면적도 인250 /L 15.9% 80.8㎎

로 나타났다 내륙 지역인 줄포면 부안면 상서면 주산면 전지역에서 먹는물수질기준.㎢

이하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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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염소이온 분포현황(1)

그림 부안군 염소이온 분포도4.5. .

표 부안군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7. : /L㎎

구 분 Min Max Mean StD.

Value 14 12,987 272 688

표 부안군 읍면동별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8. :mg/L

읍면동 Min Max Mean StD.

줄포면 17 65 35 6

하서면 17 726 112 139

부안읍 19 151 47 18

행안면 33 739 218 144

상서면 18 188 47 21

백산면 9 314 56 34

변산면 14 12,988 517 1,215

주산면 17 114 33 12

보안면 18 294 52 33

진서면 15 1,179 51 58

계화면 33 7,096 1,044 995

동진면 26 1,076 357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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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현황(2)

그림 부안군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도4.6. .

표 부안군 읍면동별 염소이온농도 등급 분포특성 단위4.9. : /L㎎

읍면동
< 250 /L㎎

( )㎢
(%)

250~500 /L㎎

( )㎢
(%)

> 500 /L㎎

( )㎢
(%)

합 계

( )㎢

줄포면 23.066 100 -　 - -　 - 23.066

하서면 38.228 88.3 3.171 7.4 1.873 4.3 43.271

부안읍 24.735 100 -　 - -　 - 24.735

행안면 14.539 72.4 4.020 20.0 1.531 7.6 20.090

상서면 51.720 100 -　 - -　 - 51.720

백산면 65.345 99.2 0.507 0.8 -　 - 65.853

변산면 56.747 66.6 7.983 9.4 20.536 24.0 85.266

주산면 24.689 100 -　 - -　 - 24.689

보안면 41.230 99.6 0.166 0.4 -　 - 41.396

진서면 38.915 98.4 0.519 1.3 0.113 0.3 39.547

계화면 3.048 6.2 4.227 8.6 41.855 85.2 49.130

동진면 18.508 47.5 5.583 14.3 14.902 38.2 38.993

합 계 400.770 78.9 26.176 5.2 80.809 15.9 50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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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고창군고창군고창군4.2.44.2.44.2.44.2.4

고창군은 년 현재 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곰소만이 부2009 88.1%

안군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전라남도 영광군과 경계하고 있어 고창군 연안지역은

대부분 해수면보다 높은 산림지역으로 형성되어서 일부 연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이 지하수면의 고도가 높고 해수면 아래 담수체의 깊이가 깊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산면 부안면 심원면 해리면 일부에서 염소이온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연안지역, , ,

이 장어양식업의 어업용수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양수하는 관계로 해수체 경계면의 상승

으로 염소이온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고창에서 지하수 염소이온 분포도를.

로 나타내기 위해서 채수 가능한 지하수 개 지점을 조사하여 그 중 개 지점이GIS 136 24

염소이온 먹는물수질기준 을 초과 하였고 공업용수 을 초과한 곳도 개250 /L 500 /L 21㎎ ㎎

지점 이었다.

채수지점의 경위도 좌표를 상에서 입력하고 염소이온 농도 를 입력하여 를ArcGIS DB . GIS

분석한 결과 염소이온 분포 현황은 그림 및 표 과 같이 심원면 만도리 일대에서4.7 4.11

의 뱀장어 양식업을 하는 양만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염소이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표준편차가 크게 조사되고 등급별 분포 현황은 그림 및 표 에서 고창군 면적4.8 4.12

중 인 이 먹는물수질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607.1 13.1% 79.2 250 /L㎢ ㎢ ㎎

업용수기준 초과지역도 인 로 면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읍면동 등급별 염소이7.9% 47.8 ,㎢

온농도에서 심원면 지역에서 인 의 면적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으88.6% 35.4㎢

며 고창군 의 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 지역으로 조사 되었다527.8 86.9% .㎢

고창군 염소이온 분포현황(1)

그림 고창군 염소이온 분포도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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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창군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10. /L㎎

구 분 Min Max Mean StD.

Value 14 22,857 210 766

표 고창군 읍면동별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11. /L㎎

읍면동 Min Max Mean StD.

아산면 21 1,690 137 230

공음면 36 67 50 5

성송면 36 65 51 6

무장면 32 89 52 7

대산면 39 58 47 4

신림면 26 54 38 5

부안면 17 8,541 322 775

심원면 14 22,857 1,630 2,309

해리면 15 4,682 360 601

성내면 14 199 59 31

상하면 22 2,189 124 101

흥덕면 29 93 52 11

고창읍 18 96 38 12

고수면 18 54 3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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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현황(2)

그림 고창군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도4.8. .

표 고창군 읍면동별 염소이온농도 등급 분포특성 단위4.12. : /L㎎

읍면동
< 250 /L㎎

( )㎢
(%)

250~500 /L㎎

( )㎢
(%)

> 500 /L㎎

( )㎢
(%)

합 계

( )㎢

아산면 63.306 85.0 3.911 5.3 7.233 9.7 74.449

공음면 49.992 100 -　 - -　 - 49.992

성송면 36.255 100 -　 - -　 - 36.255

무장면 43.687 100 -　 - -　 - 43.687

대산면 43.779 100 -　 - -　 - 43.779

신림면 40.906 100 -　 - -　 - 40.906

부안면 38.819 72.8 6.124 11.5 8.354 15.7 53.297

심원면 4.533 11.4 9.307 23.3 26.078 65.3 39.917

해리면 24.401 61.8 9.154 23.2 5.945 15.0 39.499

성내면 30.739 100 -　 - -　 - 30.739

상하면 29.844 90.5 2.952 9.0 0.175 0.5 32.971

흥덕면 33.351 100 -　 - -　 - 33.351

고창읍 42.599 100 -　 - -　 - 42.599

고수면 45.621 100 -　 - -　 - 45.621

합계 527.830 86.9 31.447 5.2 47.784 7.9 60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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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지역 분석결과전체지역 분석결과전체지역 분석결과전체지역 분석결과4.2.54.2.54.2.54.2.5

서해연안지역 염소이온 분포현황(1)

그림 서해연안지역 염소이온농도 분포도4.9. .

표 서해연안지역 염소이온농도 분포특성 단위4.13. : /L㎎

구 분 Min Max Mean StD.

Value 6 22,857 276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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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서해 연안 지역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의 지하수 염소이온 분포도, , ,

를 로 분석한 결과 염소이온 분포 현황은 그림 과 같고 등급별 분포 현황은 그림GIS 4.9

및 표 에 나타낸 것처럼 총면적4.10 4.14 2,029.6 중 인24.9%㎢ 505.7 면적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용수질기준 을 초과한 지역도250 /L 500 /L㎎ ㎎

인18.1% 367.4 로 조사되었다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유역은 상수도 시설이. 505.7㎢ ㎢

완비되었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형도가 낮은 서해연안 평야지에서 염소이온 농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도내 평야지는 농수로가 완비되어 있어서 오랜 가뭄이 아니고는 지하수를 농

업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서해연안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현황(2)

그림 서해연안지역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도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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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군 염소이온농도 등급별 분포특성 단위4.14. : /L㎎

시 군 < 250 /L㎎
( )㎢ (%) 250~500 /L㎎

( )㎢ (%) > 500 /L㎎
( )㎢ (%) 합 계

( )㎢

군산시 165.457 44.7 53.227 14.4 151.604 40.9 370.288

김제시 429.879 79.0 27.443　 5.0 87.172　 16.0 544.494

부안군 400.770 78.9 26.176 5.2 80.809 15.9 507.755

고창군 527.830 86.9 31.447 5.2 47.784 7.9 607.061

합계 1,523.936 75.1 138.293 6.8 367.369 18.1 2,029.598

판체퇴판체퇴판체퇴판체퇴

지하수중의 해수오염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는Revelle(1941) Chloride- Bicarbonate

(Cl/HCO3 비를 이용하였다) .... 는 해수 중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 지하수중Chloride

에는 소량이 존재하고 는 와는 반대로 해수 중에는 비교적 소량으로Bicarbonate Chloride

존재하고 지하수중에는 다량으로 함유된 음이온이다 또한 해수와 지하수가 혼합하는 경.

우에 발생 할 수 있는 염기치환현상 황산이온의 환원이나 탄산과 기타 약산기의 상호치,

환 그리고 침전현상과는 무관하게 과Cl HCO3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응용하여

Cl/HCO3값을 계산하여 해수의 오염지표로 사용한다 표 에서와 같이. 4.15 Cl/HCO3의 비가

이하인 경우 해수에 의한 오염은 전혀 없고 인 경우 약간 문제가 되며0.5 0.5~1.3

인 경우 약간의 해수 영향을 받고 인 경우 보통정도의 오염을 이상은1.3~2.8 2.8~6.6 6.6

매우 심한 오염 정도를 나타낸다.

표 4.15. Cl/HCO3 몰비를 이용한 해수침입 가능성 평가

Cl/HCO3 몰 비 영 향

이하0.5 해수 영향이 전혀 없음

0.5 ~ 1.3 약간 문제 있음

1.3 ~ 2.8 약간의 해수 영향을 받음

2.8 ~ 6.6 해수에 의한 보통 정도의 오염

이상6.6 매우 심한 정도의 해수 영향을 받음

서해연안 개 조사지점 중 먹는물 수질기준 을 초과한 곳은 개였고 그 중620 250 /L 159 ,㎎

대부분인 개 지점에서 해수침입이 심한 오염정도를 나타내는148 Cl/HCO3 몰비가 이6.6

상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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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도내 서해연안 지역인 군산시 개 김제시 개 부안군 개 고창군 개 지점124 , 210 , 150 , 136

총 지하수 개 지점의 경위도 좌표와 지하수를 채수하여 염소이온을 분석하고 결과620

개 지점에서 먹는물수질기준 을 초과하였으며 공업용수 을 초과한 곳도159 250 /L 500 /L㎎ ㎎

개 지점으로 조사되었다 경위도 좌표에 의한 염소이온분포도 지하수 지리정보시스템141 .

구축 결과 및(GIS) Cl/HCO3 몰비에 의한 해수 침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지역을 를 이용하여 분석한 염소이온 등급별 분포 현황은 총 면적GIS 370.3㎢

중 인 에서 먹는물수질기준 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공업55.3% 204.8 (250 /L)㎢ ㎎

용수기준 을 초과면적도 인 로 나타나 서해연안 조사지역 중 가장500 /L 40.9% 151.6㎎ ㎢

많은 면적에서 염소이온 농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김제시 지역을 분석 결과 김제시 면적 중 인 에서 먹는물수2. GIS 523.3 21.9% 114.6㎢ ㎢

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업용수기준 을 초과지역도 로 나(500 /L) 16.7%㎎

타났다

부안군 지역을 염소이온 분포도를 로 분석결과 부안군 면적 중 인3. GIS 507.8 21.1%㎢

에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업용수기준107.0㎢ 을 초과한 지역도

로 나타났다15.9% .

고창군을 분석 결과 고창군 면적 중 인 에서 먹는물수질기을4. GIS 607.1 13.1% 79.2㎢ ㎢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한 지역도 인 로 나타나 조7.9% 47.8㎢

사 지역 중 해수 침투가 가장 적었다.

지하수중에 해수침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5. Cl/HCO3 몰비를 분석한 결과 먹는물수질

기준을 초과한 곳 개 지점 중 대부분인 개 지점에서159 148 Cl/HCO3 몰비 을 초과한6.6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도내 지하수 개발 시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지양하6.

도록 시군 및 관계 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개인 불법 지하수 현황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정

부의 법제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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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경도 위도 염소

Cl/HCO3

몰비
주소

1 126.6443889 35.93583333 1040 36.6 군산시 개사동 송종옥26-3
2 126.7641111 35.96458333 13 0.3 군산시 개정동 번지129-11
3 126.7661667 35.96330556 135 1.2 군산시 개정동 번지 로얄주유소2-4
4 126.7599444 35.97008333 83 1.5 군산시 개정동 번지 군산간호대학413
5 126.7907500 35.95633333 73 1.7 군산시 개정면 번영로 682
6 126.7636389 35.98497222 132 1.9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금강701-4 lpg
7 126.7700833 35.98161111 87 1.0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군산한증막
8 126.7717222 35.98300000 23 1.7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계곡가든187-1
9 126.7800833 35.95802778 650 11.4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서해안주유소
10 126.7242778 35.97738889 7721 13.6 군산시 경암동 시외버스터미털614-2
11 126.7338889 35.96947222 60 2.8 군산시 경작동 파라다이스모텔515-2
12 126.7526389 35.98152778 67 1.6 군산시 구암동 송정꽃송원125-3
13 126.7586667 35.98391667 16 0.4 군산시 구암동 웰빙주유소31-28
14 126.7443611 35.98400000 158 2.2 군산시 구암동 전일우드택404-5
15 126.7515833 35.97827778 16 0.7 군산시 구암동 신애원63-21
16 126.7019722 35.95366667 23 0.6 군산시 나운동 낙시터매운탕191-69
17 126.6891389 35.96163889 6 0.5 군산시 나운동 해뜨는집86-2
18 126.7034444 35.96405556 373 5.3 군산시 나운동 나운금호길 은파보석32
19 126.8480833 36.04811111 9 0.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31-1
20 126.8003611 36.01680556 66 2.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서왕부락
21 126.8569444 36.04694444 78 1.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혜곡
22 126.8190833 36.00547222 13 0.5 군산시 나포면 대명리
23 126.8385278 36.01272222 50 3.5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24 126.8080556 36.01408333 86 1.0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140
25 126.8308056 36.02630556 11 0.5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동도
26 126.8390556 36.03119444 58 2.7 군산시 나포면 옥군리 외곤
27 126.8587778 36.02272222 55 3.9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28 126.8221389 36.00800000 56 1.1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원주곡
29 126.8327778 36.00102778 13 1.0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진장마을
30 126.6246667 35.94686111 1182 41.6 군산시 내초동 농어촌공사옥녀저수지
31 126.6123611 35.94930556 1260 44.4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방조제가는길
32 126.5916944 35.95113889 58 2.0 군산시 내초등 번지 내초초등학교60
33 126.7655000 35.99763889 54 1.3 군산시 내흥동 안정길 60
34 126.8608056 35.93522222 541 1.8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번영로
35 126.8060000 35.94280556 12 0.9 군산시 대야면 군산남고등학교
36 126.8183056 35.94802778 20 0.9 군산시 대야면 반월리 448
37 126.8248889 35.93205556 1580 55.6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태인농장281-20
38 126.8354167 35.92330556 298 1.6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406-4
39 126.8086111 35.91122222 1587 55.9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경창마을
40 126.8273889 35.91502778 1622 28.6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대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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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26.8184167 35.94000000 1573 27.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행운농장닭372

42 126.8170000 35.94808333 57 2.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동오산

43 126.8103889 35.95438889 15 0.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오동

44 126.8470000 35.93811111 102 0.6 군산시 대야면 주산리

45 126.8521389 35.94444444 70 5.0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168

46 126.7124722 35.96841667 522 12.3 군산시 문화동 서흥중학교

47 126.6871389 35.94300000 70 4.9 군산시 미룡동 미룡주공 APT

48 126.7162778 35.97802778 147 3.5 군산시 미원동 금강레저타운

49 126.7163889 35.97838889 188 3.3 군산시 미원동 금강사우나

50 126.7234444 35.95886111 4611 16.2 군산시 미장동 공단대로 옥산농장178

51 126.7309167 35.95913889 877 30.9 군산시 미장동 새군산충전소 짠물지역

52 126.5252500 35.96161111 3300 77.5 군산시 비응도동

53 126.6397500 35.94991667 350 12.3 군산시 산북동

54 126.6825833 35.96461111 24 0.9 군산시 산북동 산북중학교3581

55 126.6744167 35.95886111 494 6.8 군산시 산북동 사계절사우나3621

56 126.6750278 35.95900000 89 1.6 군산시 산북동 탕간오리3622

57 126.7883611 35.98305556 14 0.3 군산시 상산면 고봉리 와이엔제172-6

58 126.8173333 35.98413889 58 1.4 군산시 상산면 상산로 창오상회373-14

59 126.8067778 35.98275000 16 0.6 군산시 상산면 상산로 거시기가든269

60 126.7910556 35.98947222 21 0.8 군산시 상산면 성산로 은성주유소87

61 126.8852222 36.00600000 20 0.9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상장곤 1

62 126.8850278 36.00475000 104 3.7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상장곤 2

63 126.8817778 36.00383333 48 3.4 군산시 서수면 말영리

64 126.8847778 36.01030556 27 0.4 군산시 서수면 서수공동오폐수처리장

65 126.8624722 35.97769444 7 0.3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360-4

66 126.8828333 35.99308333 124 1.5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옥화마을

67 126.8622222 36.00519444 45 3.2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68 126.8963889 35.99780556 24 1.7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69 126.8968611 35.99319444 72 5.1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162-1

70 126.7879444 35.98961111 47 3.3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매동길6

71 126.7942500 35.99577778 40 1.4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72 126.7624722 36.01872222 19 1.4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강촌마을

73 126.8141667 35.98466667 55 3.9 군산시 성산면 찬고리

74 126.8250000 35.98425000 28 1.0 군산시 성산면 창월리 동영주유소

75 126.8173056 35.98133333 14 0.7 군산시 성산면 행복리 산곡 길2 13

76 126.7966111 36.01119444 40 2.8 군산시 성상면 여망리 남전

77 126.7933611 36.00558333 23 0.7 군산시 성상면 여망리 동요

78 126.6794167 35.97180556 145 2.7 군산시 소룡동 가야장1550

79 126.6854722 35.96966667 21 1.5 군산시 소룡동 중앙주유소161-5

80 126.6820556 35.98136111 512 4.5 군산시 소룡동 거성냉동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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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26.5889167 35.95627778 1232 43.4 군산시 소룡동 군장산업단지내 금화

82 126.6447500 35.96697222 1182 41.6 군산시 소룡동 군장산업단지내 자동차

83 126.6093333 35.97177778 1118 52.5 군산시 소룡동 군장산업단지내 현대

84 126.7160000 35.95747222 161 1.6 군산시 수송동 제일중계사무소50-21

85 126.6724167 35.94894444 60 4.2 군산시 신광동 449

86 126.5585556 35.96938889 3200 75.1 군산시 오식도동

87 126.6490833 35.89769444 1026 24.1 군산시 옥구읍 군산 옆cc

88 126.7158611 35.89602778 919 16.2 군산시 옥구읍 김제마을노인정

89 126.7121944 35.92602778 40 2.8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90 126.6802500 35.91747222 24 1.1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군산여객664-3

91 126.6960278 35.90136111 1495 52.6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심은동집된장

92 126.6771389 35.90580556 444 12.5 군산시 옥구읍 어언리 140

93 126.7420556 35.92102778 100 3.5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94 126.7614444 35.93491667 150 5.3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95 126.7150556 35.94902778 38 1.2 군산시 옥산면 단독리 만남의 주유소

96 126.7235278 35.94077778 256 9.0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7 126.7150556 35.95288889 356 7.2 군산시 옥산면 신토불이

98 126.6382500 35.89327778 1310 46.1 군산시 옥서면 군산비행장옆

99 126.6262222 35.92322222 316 7.4 군산시 옥서면 군산비행장옆

100 126.6524444 35.91386111 799 14.1 군산시 옥서면 신성산

101 126.6457778 35.90380556 884 20.8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02 126.6400833 35.92847222 53 3.8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박순자612-1

103 126.6406389 35.92750000 12 0.9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옥봉초등학교88

104 126.8485000 35.97383333 38 2.7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105 126.8622500 35.96508333 11 0.4 군산시 임피면 보성리 대청마루150-2

106 126.8596944 35.97075000 43 1.0 군산시 임피면 보성리 건흥레미콘5-5

107 126.8623333 35.96591667 12 0.2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호원골프

108 126.8520278 35.97680556 11 0.2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약탕골황토160

109 126.8486389 35.98408333 11 1.5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엘도라도224

110 126.8536389 35.98572222 114 4.0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최충식450-1

111 126.8537500 35.98263889 17 1.2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동광금속87

112 126.7102500 35.95961111 90 3.2 군산시 지곡동 스마일주유소

113 126.7006944 35.99116667 3972 13.3 군산시 해망동 번지1000

114 126.8023056 35.90891667 1608 75.5 군산시 회현면 구복마을

115 126.7590556 35.89600000 520 12.2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16 126.7701111 35.89888889 1551 36.4 군산시 회현면 신기촌

117 126.7441667 35.89402778 1466 51.6 군산시 회현면 옥상마을

118 126.7572500 35.89850000 1537 27.1 군산시 회현면 옥성교회

119 126.7700278 35.93013889 24 0.5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번지 사랑120

120 126.7252222 35.88919444 530 12.4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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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6.7336667 35.89125000 371 1.2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122 126.7089722 35.89255556 96 0.3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양만장468-5

123 126.7277222 35.88916667 1026 24.1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대성양만장

124 126.7276111 35.89077778 1416 66.5 군산시 회현면 중야마을

1 126.8985833 35.80866667 17 1.3 김제시 검산동 452-5

2 126.9043056 35.80527778 34 1.2 김제시 검산동 890-6

3 126.9128611 35.90169444 160 1.4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4 126.9216111 35.90322222 135 4.8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5 126.9195556 35.87777778 75 5.3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6 126.8905556 35.90783333 51 3.6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7 126.9175000 35.86191667 211 14.9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922-4

8 126.8816111 35.89113889 27 1.9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9 126.7554444 35.82988889 628 12.6 김제시 광활면

10 126.7611667 35.83552778 579 16.3 김제시 광활면

11 126.7373333 35.82655556 614 14.0 김제시 광활면 광활 길10

12 126.7518056 35.81280556 621 14.6 김제시 광활면 광활 길5

13 126.7241389 35.83508333 600 21.1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신광마을( )

14 126.7269167 35.83869444 593 16.7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603-4

15 126.7406667 35.83527778 522 9.2 김제시 광활면 광활화합관

16 126.7641111 35.82019444 607 14.3 김제시 광활면 근평마을

17 126.7441389 35.82908333 593 13.9 김제시 광활면 보건지소

18 126.7707222 35.82030556 550 12.9 김제시 광활면 선광 은파공장( )

19 126.7724167 35.81763889 607 12.2 김제시 광활면 선광 은파공장( )

20 126.7823611 35.81261111 593 13.9 김제시 광활면 선광마을

21 126.7421389 35.82147222 607 10.7 김제시 광활면 시농길 330

22 126.7779722 35.82341667 643 30.2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선광

23 126.7799167 35.81808333 643 15.1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선광부락

24 126.7592500 35.82261111 593 20.9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십자마을

25 126.7555278 35.81772222 614 21.6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진흥

26 126.7725833 35.82880556 593 27.8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회진

27 126.7615556 35.81961111 579 10.2 김제시 광활면 진흥마을 은파슈퍼

28 126.7167222 35.83944444 508 17.9 김제시 광활면 창제길 95

29 126.7007778 35.84169444 1150 27.0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30 126.6951111 35.84175000 1200 33.8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31 126.7066944 35.84372222 557 11.2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구복마을 경노당(

32 126.8774444 35.79650000 45 1.1 김제시 교동

33 126.8826944 35.80105556 200 2.0 김제시 교동 10-7

34 126.8753889 35.79958333 44 2.1 김제시 교동 232

35 127.0046944 35.79916667 45 3.2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36 127.0012500 35.80791667 14 0.7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미래병원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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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27.0423056 35.79275000 58 4.1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38 127.0000556 35.77744444 55 1.9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39 127.0196111 35.75919444 53 1.9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40 127.0446944 35.75600000 54 1.9 김제시 금구면 신월리

41 127.0694167 35.77633333 52 1.8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42 126.9841111 35.79763889 38 2.7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43 126.9647778 35.81569444 28 1.0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666

44 127.0207778 35.71905556 21 0.6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45 127.0127222 35.71750000 22 1.6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2

46 127.0330000 35.68875000 12 0.9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용복마을 453-1

47 126.9945833 35.72188889 45 2.1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439-9

48 126.9983889 35.71530556 32 2.3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746-9

49 127.0152500 35.70122222 23 0.2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249-1

50 127.0118056 35.69919444 70 2.5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소용마을

51 127.0164167 35.70858333 50 1.8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247

52 127.0440000 35.74683333 27 1.9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53 127.0485278 35.74038889 21 0.6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46-2

54 127.0450833 35.73561111 20 0.6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57

55 127.0419722 35.68538889 17 0.5 김제시 금산면 평지리

56 127.0410000 35.68733333 16 0.4 김제시 금산면 평지리 87

57 126.9371667 35.79063889 14 0.5 김제시 남봉동 동부주유소

58 126.9445000 35.76886111 18 0.6 김제시 도장동 721-5

59 126.8093611 35.86291667 21 1.5 김제시 만경읍 봉산리 공회부락

60 126.8205833 35.86347222 305 14.3 김제시 만경읍 봉산리 새만금농원

61 126.8220278 35.86311111 82 5.8 김제시 만경읍 봉산리 장등부락

62 126.8287222 35.87580556 67 4.8 김제시 만경읍 율리마을

63 126.7861111 35.85747222 543 19.1 김제시 만경읍 해망마을

64 126.9996667 35.87833333 16 0.3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백구주유417-2

65 126.9957500 35.87808333 73 1.4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번영분재442-3

66 126.9967222 35.87819444 80 1.1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만나블루442-4

67 126.9509167 35.90413889 68 0.8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전병희301-3

68 126.9578333 35.90302778 33 2.4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백구정 49

69 126.9477500 35.89638889 50 1.2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번지이병관234

70 126.9518889 35.89152778 75 3.5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번지 서판암33

71 126.9720278 35.88808333 31 1.8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백구농협584-1

72 126.9993056 35.87658333 48 1.7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번영슈퍼331-10

73 126.9464444 35.87133333 33 0.9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나길성565

74 126.9443333 35.87655556 45 0.8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동양시멘624-11

75 126.9885556 35.86847222 57 2.0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

76 126.9788333 35.88088889 70 2.5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 구 양기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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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26.9203611 35.86022222 22 1.6 김제시 백산면

78 126.9282778 35.83919444 9 0.3 김제시 백산면 요교마을

79 126.9302500 35.85447222 18 0.6 김제시 백산면 번지396

80 126.9326111 35.84933333 52 3.7 김제시 백산면 상리

81 126.9266111 35.85647222 68 4.8 김제시 백산면 상리 유명

82 126.9325000 35.84700000 41 2.9 김제시 백산면 상리 204

83 126.9244722 35.85675000 31 2.2 김제시 백산면 상리 두동

84 126.9284167 35.84327778 55 3.9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170-1

85 126.8508889 35.81988889 31 4.3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전석 723-6

86 126.8632500 35.85233333 37 2.6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87 126.9408056 35.81050000 9 0.2 김제시 백학동 김제폴리텍대학841

88 126.8541389 35.80361111 45 1.6 김제시 복죽동 210

89 126.9820000 35.74630556 81 1.6 김제시 봉남면 등룡리

90 126.9329444 35.74386111 62 2.9 김제시 봉남면 신응리

91 126.9477222 35.76058333 66 4.6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92 126.9298611 35.73647222 65 3.1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93 126.9783611 35.74800000 18 0.5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94 126.9782778 35.75361111 63 4.4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95 126.9860000 35.73711111 29 0.5 김제시 봉남면 화복리 12-4

96 126.9456389 35.72966667 64 3.0 김제시 봉남면 회성리

97 126.8151944 35.74205556 51 2.4 김제시 부량면 금강리

98 126.8371667 35.73536111 38 2.7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99 126.8641111 35.75375000 39 1.8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00 126.8625556 35.74288889 42 3.0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101 126.8501944 35.73702778 54 2.5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102 126.8134722 35.80586111 650 15.3 김제시 북죽동 신평

103 126.8276944 35.80450000 664 31.2 김제시 북죽동 신평마을

104 126.7946111 35.85530556 124 17.5 김제시 진봉면 오산

105 126.7944444 35.85669444 33 1.2 김제시 진봉면 오산

106 126.9445556 35.81938889 12 0.9 김제시 상동동 1-10

107 126.9323611 35.83758333 14 0.3 김제시 상동동 34-1

108 126.7707500 35.80861111 621 14.6 김제시 성덕면 남포단지 광활 길1 181-4

109 126.7876667 35.81113889 664 23.4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구1

110 126.8346389 35.83100000 23 1.3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다복마을

111 126.8345556 35.82966667 10 0.7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다복마을 경로당

112 126.8356111 35.82544444 84 3.0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대목산 마을회관

113 126.8231944 35.82908333 26 0.6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모라부락

114 126.8156667 35.83066667 16 0.4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후리마을

115 126.8519722 35.82927778 35 1.6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후석마을회관

116 126.8094167 35.82188889 20 0.7 김제시 성덕면 석동 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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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26.8130556 35.81958333 17 0.4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859-2

118 126.8250278 35.81852778 31 2.2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대석마을회관

119 126.8040833 35.80641667 72 1.3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양지모인복지회

120 126.7845556 35.81602778 21 1.5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나시

121 126.7888333 35.82436111 219 3.9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나시부락

122 126.8050833 35.80183333 21 1.2 김제시 성덕면 수교마을 광명주유소

123 126.8021944 35.80769444 671 23.6 김제시 성덕면 신평마을

124 126.8114167 35.82652778 26 0.4 김제시 성덕면 장사내

125 126.8705556 35.82797222 38 1.1 김제시 성덕면 진교마을 오성모텔

126 126.9217222 35.81330556 11 0.5 김제시 순동 472-6

127 126.9153333 35.80855556 28 1.3 김제시 순동 770-21

128 126.9011944 35.79175000 148 4.2 김제시 신풍동 13-305

129 126.8996667 35.79558333 109 2.6 김제시 신풍동 197-1

130 126.8963611 35.79611111 118 5.5 김제시 신풍동 269-5

131 126.9005000 35.75850000 54 2.5 김제시 양전동

132 126.8635833 35.78775000 62 2.9 김제시 연정동

133 126.8637500 35.79605556 32 0.8 김제시 연정동

134 126.8649167 35.79727778 36 0.7 김제시 연정동 78-8

135 126.9162222 35.77555556 49 1.2 김제시 오정동 351

136 126.8316389 35.82188889 27 1.5 김제시 옥동부락

137 126.8313333 35.82444444 21 1.0 김제시 옥동부락

138 126.8795556 35.79447222 45 1.1 김제시 옥산동 305-1

139 126.8818611 35.79722222 40 0.4 김제시 옥산동 34-4

140 126.8868889 35.79947222 82 1.9 김제시 요촌동 197-1

141 126.8891944 35.80391667 51 1.8 김제시 요촌동 593-2

142 126.8916944 35.80744444 19 0.9 김제시 요촌동 8-2

143 126.9568056 35.83480556 54 3.8 김제시 용지면 반교리

144 126.9787778 35.81625000 13 0.6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지성미곡195

145 126.9787778 35.85038889 55 3.9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146 126.9743056 35.85594444 52 1.2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

147 126.9453889 35.84516667 27 1.3 김제시 용지면 와용리 67-11

148 126.9926944 35.83911111 45 1.6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149 126.8744167 35.76616667 56 2.6 김제시 월봉동

150 126.9092778 35.75991667 80 2.8 김제시 월성동 만부석152

151 126.8809444 35.78552778 47 2.2 김제시 입석동

152 126.8629167 35.77675000 54 2.5 김제시 장화동

153 126.8891667 35.77577778 45 2.1 김제시 제월동

154 126.8376667 35.78288889 45 1.6 김제시 죽산면

155 126.8286667 35.77172222 20 0.7 김제시 죽산면

156 126.8397222 35.77025000 49 1.4 김제시 죽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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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26.7978889 35.78994444 671 23.6 김제시 죽산면

158 126.8179167 35.77030556 66 1.6 김제시 죽산면 삼정주유소781-8

159 126.7852222 35.78936111 692 24.4 김제시 죽산면 대왕리 화동

160 126.7897500 35.78147222 685 24.1 김제시 죽산면 대왕리 화동마을

161 126.8038611 35.79577778 671 15.8 김제시 죽산면 대장마을

162 126.7884722 35.79852778 671 31.5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163 126.8186111 35.80011111 699 24.6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신평

164 126.7883056 35.79247222 699 32.8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장돌노인정

165 126.8114444 35.78380556 951 5.6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해창 이만준

166 126.7881111 35.76958333 212 0.5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289-43

167 126.7906389 35.76444444 146 0.8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방목 최준호

168 126.8396944 35.80613889 1026 2.5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176-3

169 126.8040833 35.80641667 1693 7.0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나종렬

170 126.8127778 35.75902778 192 1.2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25-30

171 126.8167500 35.77030556 72 1.7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조덕식600-48

172 126.7975833 35.78105556 80 2.3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명량 구송명숙2

173 126.7095000 35.84408333 614 12.4 김제시 진보면

174 126.7800278 35.82588889 600 14.1 김제시 진봉면 가신성마을

175 126.8090000 35.83433333 45 2.1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부광산업6-10

176 126.7968611 35.83925000 692 19.5 김제시 진봉면 가실마을

177 126.8057500 35.85533333 28 1.1 김제시 진봉면 갈전 최정용

178 126.6912500 35.84230556 522 8.2 김제시 진봉면 거전마을 거전양수장( )

179 126.7498333 35.86408333 1650 46.5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180 126.7180833 35.84413889 529 9.3 김제시 진봉면 남하마을

181 126.7950833 35.85386111 781 30.6 김제시 진봉면 상관리 오산

182 126.7802222 35.82791667 486 22.8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상광

183 126.7730278 35.83575000 543 25.5 김제시 진봉면 상궐리 상광교회

184 126.7781389 35.84861111 550 25.8 김제시 진봉면 상궐부락 상궐교회

185 126.7848056 35.84238889 614 43.3 김제시 진봉면 상궐부락 석교부락

186 126.7748889 35.83300000 621 17.5 김제시 진봉면 상수내마을

187 126.7778889 35.85430556 593 20.9 김제시 진봉면 신흥 1849-4

188 126.7790278 35.84158333 607 14.7 김제시 진봉면 신흥마을

189 126.6907222 35.84766667 1725 48.6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90 126.7157500 35.85977778 33 1.0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망해사1004

191 126.8059167 35.85983333 53 1.1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1222

192 126.8053333 35.84480556 77 9.0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서주봉1228

193 126.8017500 35.84263889 478 5.6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최규웅?

194 126.7683333 35.84705556 621 21.9 김제시 진봉면 중앙마을입구

195 126.7889167 35.85463889 600 14.1 김제시 진봉면 해망마을

196 126.8562222 35.87375000 55 1.9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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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26.8579167 35.88586111 75 5.3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198 126.8711389 35.90377778 165 5.8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99 126.8510556 35.89891667 170 6.0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200 126.8407500 35.89758333 383 9.0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922-3

201 126.8415278 35.90430556 50 1.0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시장부락

202 126.8766389 35.87208333 45 1.6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203 126.8962778 35.81233333 56 2.6 김제시 하동 367-21

204 126.8898611 35.81550000 16 0.4 김제시 하동 427-4

205 126.9260833 35.77733333 12 0.4 김제시 황산동 봉산마을

206 126.9184444 35.78119444 14 0.4 김제시 황산동 일광 주유소

207 126.9527778 35.79783333 35 2.5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208 126.9515833 35.77986111 36 2.5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209 126.9793333 35.79088889 11 0.4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1-19

210 126.9538889 35.81502778 58 2.0 김제시 황산면 홍정리

1 126.6893889 35.76919444 7096 124.9 부안군 계화면 물

2 126.6864722 35.76725000 872 20.5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3 126.6856944 35.77200000 578 20.4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4 126.6851667 35.77594444 674 15.8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5 126.6776944 35.75247222 689 24.3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6 126.6809722 35.73916667 598 21.1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7 126.6787500 35.74875000 745 17.5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8 126.6858611 35.74972222 706 16.6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9 126.6389722 35.78863889 7096 35.2 부안군 계화면 물없음

10 126.6455833 35.74986111 650 18.3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1 126.7213333 35.77586111 745 17.5 부안군 계화면 조포리 조포마을

12 126.7079167 35.75408333 46 1.6 부안군 계화면 창북 리2

13 126.7138333 35.75341667 26 0.9 부안군 계화면 창북 리2

14 126.7056389 35.75508333 42 1.0 부안군 계화면 창북 리2

15 126.6980833 35.75508333 111 3.1 부안군 계화면 창북 리 용화마을2

16 126.6986944 35.75716667 75 2.7 부안군 계화면 창북 리 용화마을근처2

17 126.6974722 35.76347222 104 1.0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8 126.6885556 35.77655556 687 19.4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9 126.6808889 35.78300000 856 11.0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0 126.6511944 35.75883333 852 20.0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1 126.6538889 35.76602778 745 13.1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2 126.6422222 35.76144444 754 17.7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단지14

23 126.6450000 35.76816667 748 17.6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단지3

24 126.6978889 35.76338889 32 0.6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439-18

25 126.6986667 35.76022222 55 1.9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484-6

26 126.6478611 35.77580556 775 27.3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단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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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6.6552500 35.78044444 870 20.4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단지5

28 126.6640556 35.78130556 706 16.6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단지6

29 126.6927500 35.76438889 153 2.2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889-1

30 126.7041111 35.77019444 864 24.3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창북마을

31 126.7000278 35.76122222 69 2.4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하상부락
32 126.7026389 35.76025000 58 2.1 부안군 계화면 하상리 버섯가공공장
33 126.4899722 35.59788889 16 0.6 부안군 도청리 언포길
34 126.7187222 35.75219444 33 1.6 부안군 동진면
35 126.7499444 35.76486111 746 21.0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36 126.7693611 35.76841667 785 22.1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37 126.7488889 35.75797222 68 1.9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매잔
38 126.7475556 35.75697222 58 3.4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매잔
39 126.7471111 35.75636111 35 1.6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매잔 김규철
40 126.7476389 35.77394444 728 17.1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산월길 20-9
41 126.7616944 35.76705556 1076 23.7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신척
42 126.7640556 35.75619444 1005 17.7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장진마을
43 126.7367778 35.77211111 706 16.6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죽림마을
44 126.7324167 35.74227778 66 1.0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번지 쌍용489
45 126.7312500 35.74538889 37 1.4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논
46 126.7376111 35.74750000 36 1.7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백제가든
47 126.7257500 35.77641667 40 0.9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산월마을
48 126.7251111 35.75211111 89 2.5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지비마을
49 126.7539722 35.75780556 58 2.3 부안군 동진면 신농리
50 126.7501667 35.75316667 87 6.2 부안군 동진면 신농리 신농
51 126.7784444 35.73758333 140 5.8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52 126.7843056 35.69733333 44 1.6 부안군 백산면
53 126.7824722 35.69116667 73 2.1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611-1
54 126.7834444 35.71766667 36 2.5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55 126.8083333 35.71336111 34 1.2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56 126.4693889 35.63227778 12989 914.8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대명콘도
57 126.4707222 35.62750000 19 1.4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채석리조트
58 126.5168611 35.58600000 14 1.0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36
59 126.4898611 35.59227778 82 1.6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학생해양수련원
60 126.5000278 35.63163889 45 2.1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61 126.5344722 35.64969444 18 0.4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153
62 126.7580278 35.67166667 41 1.9 부안군 변산면 죽림리
63 126.5981944 35.65561111 42 1.5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64 126.5803611 35.64808333 28 1.3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65 126.5432778 35.63163889 35 1.2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66 126.5438611 35.65616667 23 0.7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207-39
67 126.5328333 35.67133333 80 2.8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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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26.5307222 35.66808333 245 4.9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지동주유소
69 126.6551944 35.63136111 35 1.6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70 126.6685000 35.63855556 23 0.3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49-1
71 126.6708056 35.61400000 21 0.4 부안군 보안면 망전리 버섯공장
72 126.7111667 35.63330556 29 2.0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
73 126.6790278 35.62891667 18 2.5 부안군 보안면 상립식리 축사
74 126.6250000 35.62827778 38 2.7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5 126.6404444 35.61002778 294 4.1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138
76 126.6319444 35.61138889 34 1.2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76-1
77 126.6933889 35.62983333 55 1.9 부안군 보안면 월촌리 한곡마을
78 126.6526389 35.61069444 28 1.0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795-1
79 126.6850556 35.61400000 33 2.3 부안군 보안면 제내리 23
80 126.7285278 35.71297222 36 1.3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온누리702-2
81 126.7393889 35.72408333 22 0.8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행복816-5
82 126.7397778 35.72350000 19 1.4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목원웨딩8181-1
83 126.7269444 35.71808333 48 3.4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매창주유576-4
84 126.7419722 35.72433333 50 1.2 부안군 부안읍 소은리 서부중기
85 126.7276944 35.69427778 38 2.3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구 화송농원2
86 126.7252778 35.68783333 27 1.9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구 소축사2 ( )
87 126.7337500 35.69905556 19 0.9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소축사
88 126.7321944 35.70841667 26 1.8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부안골프455-2
89 126.6735278 35.70144444 135 3.4 부안군 산서면 논
90 126.6774444 35.71158333 40 1.1 부안군 상서면 유 미성산업( )
91 126.6748889 35.66011111 23 0.5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감교농장
92 126.6752778 35.67150000 22 0.9 부안군 상서면 장진마을
93 126.6332222 35.65897222 52 2.4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94 126.6213333 35.66480556 18 0.6 부안군 상서면 청림마을 변산반도식당
95 126.6298056 35.65283333 47 2.2 부안군 상서면 청림지
96 126.5999167 35.62352778 51 3.6 부안군 상서면 청림지
97 126.6315000 35.66844444 47 3.3 부안군 상서면 청림지
98 126.7115278 35.72933333 49 1.2 부안군 위도면 거린앞
99 126.7180556 35.71719444 47 0.7 부안군 위도면 깊은금
100 126.7138889 35.72400000 67 1.3 부안군 위도면 위도해수욕장
101 126.7045278 35.72991667 60 0.9 부안군 위도면 진리 면사무소앞
102 126.7143889 35.67494444 17 0.3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주산농협38-27
103 126.7105278 35.67255556 34 1.6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골목식당
104 126.6845833 35.66086111 25 1.8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번지37
105 126.6768333 35.65977778 22 1.0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신흥마을
106 126.6981111 35.65033333 35 1.6 부안군 주산면 석산리
107 126.6875833 35.60177778 17 1.2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108 126.6980833 35.60255556 36 1.7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517-4
109 126.7019167 35.60727778 65 1.1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원대동
110 126.7061111 35.60522222 29 1.0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축사
111 126.7027500 35.59313889 33 1.6 부안군 줄포면 신리 359-29
112 126.6728611 35.60033333 32 0.6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932-25
113 126.7156944 35.60050000 20 0.7 부안군 줄포면 파산리 298
114 126.5793056 35.59569444 66 1.9 부안군 지서면 석포리 697-1
115 126.5286111 35.59836111 33 0.8 부안군 진사면 운호리 마동
116 126.5885278 35.61038889 18 1.1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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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26.6014722 35.59577778 59 2.1 부안군 진서면 연동리
118 126.6181389 35.60330556 21 1.5 부안군 진서면 연동리 1183
119 126.6195000 35.60461111 53 3.8 부안군 진서면 연동리 31-16
120 126.6182500 35.60294444 57 4.0 부안군 진서면 연동리 423
121 126.5917222 35.59363889 50 3.6 부안군 진서면 연동리 엄마손젓갈
122 126.5550833 35.58930556 28 0.5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123 126.5319444 35.61516667 38 2.7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124 126.5284444 35.59683333 16 1.1 부안군 진서면 윤호리 마동
125 126.5616389 35.59402778 15 0.7 부안군 진서면 윤호리 윤호마을
126 126.5962778 35.59116667 133 6.2 부안군 진서면 전서리 작도부락
127 126.6040556 35.70694444 68 4.8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28 126.5933889 35.70916667 45 2.1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29 126.5849167 35.69725000 35 1.2 부안군 하서면 비득치부락
130 126.6335556 35.69438889 59 2.1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131 126.6544444 35.71244444 116 5.4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논
132 126.6601111 35.71141667 34 1.0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187-5
133 126.6539167 35.71252778 76 5.4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하서농협288-2
134 126.6544444 35.71244444 116 5.4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하서농협288-2
135 126.6543889 35.70877778 21 1.5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구암 709-10
136 126.6548889 35.70827778 30 1.2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구암 709-4
137 126.6556389 35.71294444 17 0.8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최규석 하우스( )
138 126.5806667 35.69025000 32 1.5 부안군 하서면 소광부락
139 126.6731944 35.71658333 38 1.3 부안군 하서면 송정리 6-3
140 126.6815278 35.70963889 39 0.9 부안군 하서면 장동
141 126.6250000 35.73313889 39 1.8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142 126.6269167 35.71475000 44 1.0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김형식68-12
143 126.6825278 35.72547222 706 16.6 부안군 행안면
144 126.7045278 35.72844444 134 3.8 부안군 행안면 계시정미소
145 126.7039167 35.71188889 138 3.3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대초부락
146 126.7115278 35.72933333 19 1.1 부안군 행안면 부안소방서
147 126.7139722 35.72400000 739 3.7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농기계107-1
148 126.7045278 35.72991667 62 1.1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632
149 126.7139722 35.71822222 739 3.7 부안군 행안면 신월마을
150 126.7180556 35.71719444 33 0.7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현대자동189-3
1 126.6829167 35.36308333 52 3.7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2 126.6797778 35.41844444 30 2.1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3 126.6909444 35.39463889 18 0.5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봉룡마을
4 126.6567500 35.42669444 54 3.8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5 126.6834167 35.40491667 20 0.7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평촌
6 126.6959722 35.43741667 96 1.1 고창군 고창읍 금호세차장281-144
7 126.6969167 35.45136111 30 1.1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현대주유464-1
8 126.7376667 35.41991667 23 1.7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솔재해물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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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6.5079167 35.40066667 38 1.3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10 126.4991667 35.39158333 62 2.2 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11 126.5571667 35.38150000 65 1.5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12 126.5302222 35.38136111 36 1.7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13 126.5206111 35.39269444 47 2.2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14 126.5995833 35.35041667 51 3.6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5 126.5671389 35.33794444 39 1.8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16 126.5733056 35.31500000 41 1.0 고창군 대산면 청산리
17 126.5295556 35.33011111 45 2.1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18 126.5618333 35.42119444 60 3.5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무장위탁영농
19 126.6014722 35.41430556 89 3.2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덕산부락
20 126.5670556 35.42280556 32 2.3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무장주유소
21 126.5549444 35.43352778 54 1.5 고창군 무장면 도곡리
22 126.5533333 35.43275000 40 1.1 고창군 무장면 도곡리 양곡마을
23 126.5612778 35.41636111 62 1.4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24 126.5677500 35.41408333 51 2.4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25 126.5933889 35.39352778 55 1.9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26 126.5763056 35.42977778 39 0.4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금곡마을
27 126.6717500 35.45091667 18 1.3 고창군 부안면
28 126.6737500 35.47913889 49 1.7 고창군 부안면 백운리
29 126.6312500 35.55313889 25 1.2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30 126.6714167 35.49863889 21 0.8 고창군 부안면 사창리 세계농장266-1
31 126.6741111 35.51266667 47 0.8 고창군 부안면 상등리 406-1
32 126.6301389 35.56547222 75 3.5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33 126.6323611 35.53541667 41 2.9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산 99
34 126.6183333 35.53488889 37 2.6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산 37
35 126.6448611 35.54705556 35 1.6 고창군 부안면 성리 산 43
36 126.6015556 35.51188889 43 1.5 고창군 부안면 연기마을
37 126.6373889 35.50850000 21 1.5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178
38 126.6006389 35.50983333 63 0.7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36-1
39 126.6469722 35.50502778 17 0.3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선운산607
40 126.6735000 35.48483333 48 0.9 고창군 부안면 운양리 신용일595
41 126.6732500 35.49052778 18 1.3 고창군 부안면 운양리 축사
42 126.4560556 35.44897222 110 3.1 고창군 상하면 섬포길( )
43 126.4802778 35.43905556 82 2.9 고창군 상하면 가산마을
44 126.5580556 35.44830556 50 1.8 고창군 상하면 검산리 막정마을
45 126.4419167 35.44308333 22 0.8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수욕장 모텔
46 126.4356111 35.44391667 29 0.5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수욕장 털보횟
47 126.4365556 35.44627778 2190 77.1 고창군 상하면 만선횟집
48 126.4834167 35.45152778 85 3.0 고창군 상하면 방산리 246
49 126.5121389 35.45841667 55 1.9 고창군 상하면 상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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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26.4499167 35.44000000 71 3.3 고창군 상하면 상하치즈
51 126.4616111 35.43988889 95 2.7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석남초등학교
52 126.4885556 35.43675000 71 3.3 고창군 상하면 에벤에셀의집
53 126.4902222 35.42238889 60 2.8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54 126.4615278 35.43541667 75 3.5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55 126.4428333 35.44738889 64 3.0 고창군 상하면 자룡마을
56 126.4682500 35.46961111 78 3.7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장호마을
57 126.4687500 35.45369444 146 5.1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판정마을
58 126.4677222 35.47805556 557 2.2 고창군 상하면 장화 용두리 853
59 126.5147778 35.46408333 60 1.4 고창군 상하면 지로마을
60 126.4941944 35.41097222 59 2.8 고창군 상하면 풍천마을
61 126.7253333 35.48644444 40 0.9 고창군 성내면 도림리 백마레미콘
62 126.7333611 35.49386111 43 1.5 고창군 성내면 도림리 왕림주유소
63 126.6962222 35.45763889 31 0.7 고창군 성내면 부송리 부송주유소
64 126.7469167 35.55438889 17 0.8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65 126.7547778 35.52916667 199 4.7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석양마을
66 126.7480278 35.53469444 23 0.5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운산마을
67 126.7525556 35.50708333 41 0.8 고창군 성내면 용조리 학동마을
68 126.7622222 35.56241667 14 0.5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69 126.7607500 35.55538889 19 1.4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중앙교회
70 126.6212222 35.41158333 54 2.5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71 126.6202778 35.39769444 47 3.3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412
72 126.6253611 35.39494444 36 0.8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575-2
73 126.6287500 35.34594444 65 1.5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74 126.7101389 35.49472222 34 2.4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75 126.7013611 35.49555556 26 1.0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고산주유소559
76 126.6948333 35.48391667 33 1.2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벽송마을
77 126.6973889 35.46150000 29 0.4 고창군 신림면 부송리 현대자동차31-3
78 126.7229167 35.47883333 36 1.7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79 126.5221944 35.52038889 77 2.2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고전 구1
80 126.5461389 35.52230556 70 1.4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대농수산
81 126.5365000 35.52300000 4505 105.8 고창군 심원면 두어골짜기
82 126.5349722 35.52880556 2993 105.4 고창군 심원면 두얼리 두얼양만장384
83 126.5296389 35.52988889 22858 459.9 고창군 심원면 만도리 해성영농조합2
84 126.5153889 35.53025000 14338 84.1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갯벌체험학습장
85 126.5175556 35.53261111 13202 93.0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해성양만
86 126.5954167 35.52663889 9581 96.4 고창군 심원면 연기리 장수양만장
87 126.5545000 35.52111111 75 1.5 고창군 심원면 연하리 금산부락
88 126.5566389 35.51863889 23 0.5 고창군 심원면 연하리 금산부락
89 126.5986944 35.50513889 671 18.9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고바우풍천자어
90 126.5476389 35.52444444 160 3.8 고창군 심원면 원산리 마산양만장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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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26.5558889 35.52627778 307 6.2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패형양만장1170
92 126.5506389 35.53400000 7025 247.4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우리수산1404
93 126.5533611 35.53688889 8729 102.5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금단양만548
94 126.5537222 35.53038889 763 17.9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월산양만
95 126.5186667 35.51405556 529 18.6 고창군 심원면 정동 762
96 126.5186111 35.52219444 572 14.4 고창군 심원면 정동 임판기762-1
97 126.5223889 35.51361111 300 21.2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98 126.5268333 35.50347222 54 1.1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기산부락
99 126.5246389 35.50880556 166 11.7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진주
100 126.5619444 35.53736111 43 1.0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1045
101 126.5743611 35.54205556 1353 47.6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해원양만1187
102 126.5646667 35.53988889 1587 27.9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하전갯벌709-1
103 126.5730278 35.53975000 58 2.0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국순당 복분자
104 126.5683333 35.54136111 63 1.8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상전마을 210-7
105 126.5690278 35.54169444 82 1.9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상전마을농업
106 126.5746389 35.54116667 990 19.9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해원양어장
107 126.5941944 35.44230556 32 2.3 고창군 아산면 육묘장
108 126.6170833 35.46452778 42 3.0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109 126.5889444 35.47408333 42 1.5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110 126.6084722 35.43411111 32 2.3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111 126.6150278 35.48627778 47 1.7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112 126.6192500 35.49147222 21 0.5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선운산주유965
113 126.5970278 35.44108333 28 1.3 고창군 아산면 오리농장
114 126.5832778 35.43366667 40 2.8 고창군 아산면 우사
115 126.4793611 35.48216667 109 3.1 고창군 해리면 각동길 화평교회( )
116 126.4718333 35.49466667 204 4.6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상부양만956
117 126.4762222 35.49200000 45 0.6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상부마을
118 126.4879167 35.49163889 93 2.6 고창군 해리면 광승마을 광승원길( )
119 126.5013611 35.50602778 4682 274.8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120 126.5158056 35.49161111 14 0.5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오성수산
121 126.4838056 35.48375000 422 1.8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바다장어622
122 126.4933889 35.51138889 711 10.0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광명수산
123 126.5466667 35.44363889 37 1.0 고창군 해리면 사미동
124 126.4646111 35.48355556 799 3.1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대부두산101
125 126.5225278 35.48288889 380 12.2 고창군 해리면 선문대로
126 126.6965833 35.51761111 60 1.3 고창군 흥덕면 고창북고등학교 주변
127 126.7064722 35.52244444 84 2.4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중앙주유502-1
128 126.7061944 35.52488889 90 2.3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84
129 126.7057500 35.51616667 33 1.2 고창군 흥덕면 봉사리 흥덕주유소384
130 126.6948056 35.50930556 42 1.3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김태호153-1
131 126.6758056 35.56091667 45 1.6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132 126.7031667 35.54683333 42 2.0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133 126.7116944 35.52575000 60 3.5 고창군 흥덕면 제하리 부근
134 126.7145556 35.52577778 68 0.9 고창군 흥덕면 제하리 흥덕교
135 126.6846389 35.54891667 47 2.2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136 126.7095278 35.52505556 93 2.6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꿈의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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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lutants from industry, mining, agriculture, and other sources have

contaminated sediments in many surface water bodies. Sediment

contamination poses a severe threat to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because many toxic contaminants that are barely detectablein the water

body can accumulate in sediment at much higher levels.



- 142 -

This research is focused on developing important essentialfor studying

the effect of long term internal pollution source when riverbed sediment

at the entrance of Saemangeum Lake flows into the lake.

Following researches were conducted in purpose of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sediments as internal pollution source. Brief summary of

the results gathered from this research activity will be discussed below.

From the experiment result of the heavy metals in riverbed sediment,

the concentration was in the order : Fe > Mn > Zn > Pb > Cu > As >

Cd > Hg. For forced elution, the elution rate was estimated around

0~12.96% and was in the order : Cd > As > Mn > Zn > Pb > Cu > Fe

> Hg.

Therefore, result gathered from this research can be used asimportant

base material for studying the long term internal pollutanteffect when

riverbed sediments flow into the lake hereafter. Also this research result

can be used as base material for predicting improvement of the water

quality by constructing sedimentation basin that can suppress the sediment

inflow and determining validity of dredging the sediment after

constructing sedimentatio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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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만경강에 대한 적극

적이고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에 따라. 2001

발표된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대책은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선 하수고도처리시,

설 하수관거정비 등 주로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년 월 민간투자사업에, . 2008 6

따라 개 하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21

지금은 점오염원 보다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호수나 하천의 오염은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폐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등과 같, ,

은 외부오염원에 의하여 발생한다 유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은 수층에 용존 상태로 존.

재하거나 입자상태의 물질로 변하여 수체의 바닥에 침강퇴적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들

을 퇴적물 저니 저질 라고 부르며 호소나 하천의 장기적인 내부오염원으로sediment( , , )

작용하여 수층을 오염시키게 된다 생태학적으로 는 저서생물이 부착 또는 생활. sediment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수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수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산업폐수 생활오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도시 및 농촌의 강우 유출수에 포함되어. , , ,

하천으로 유입된 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을 함유하는 입자상 오염물, , ,

질은 하류로 운반되어 비교적 유속이 적은 호소 하구 해양 등의 바닥에 침강된다 또, , .

한 침강된 오염물질은 일단 수중으로부터 제거되어 퇴적물 속에 축적되었다가 확산 재,

부유 생물교란 등의 생물 물리 화학적 과정에 의해 다시 수중으로 용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며 수저 퇴적물의 경우 지속적인 오,

염원으로 수체에 작용하여 오염부하 기여율은 호소인 경우 댐의 경우 정도로20~30%, 3%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역에 존재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의 오염을 적.

절하게 제어한다 하더라도 하천 바닥 층 퇴적물의 지속적인 관리 없이는 효과적인 수질

개선을 꾀하기 어렵다 국내에서의 퇴적 저질토의 제거는 년 후반에 들어서야 관심. 1980

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마산항의 퇴적물 제거사업을 비롯하여 년에는 팔당호 수질개, 1993

선을 목적으로 팔당호 퇴적물 준설사업 기본계획 의 수립시에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

하여 준설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팔당호 준설 계획은 여러 사정으로 무산되었으나 현. ,

재 서울시에서 한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년부터 한강하류의 퇴적 저질토 준설사1994

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소규모 호소나 하천의 관리를 위한 정비가 환경부 주관하에 지자,

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호소나 하천의 오염 퇴적물 정화 방안에 대한 국내 연.

구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오염도 파악이 구체적이지 않아 오염되지 않

은 퇴적물까지 준설하여 처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준설된 퇴적물의 처리 방안

에 대한 연구와 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 하상퇴적물 오염현황을 파악하여 준설 작업 시 오염된 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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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만을 준설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하상퇴적물의 강제용출 자연용출실험을 통, ,

하여 만경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한

다.

2222

태체1태체1태체1태체1

만경강 일반현황만경강 일반현황만경강 일반현황만경강 일반현황2.1.12.1.12.1.12.1.1

만경강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원등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른다 고산천과.

합류한 후 남서측으로 방향을 바꿔 유하하고 완주군 소양면 만덕산 에서 발(EL. 761.8m)

원한 소양천과 합류하며 다시 서측으로 유하하여 완주군 상관면 박이뫼산 에(EL. 315.8m)

서 발원한 전주천과 합류한 후 만경평야를 서측으로 관류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역면적 유로연장1,527.1 , 77.4㎢ ㎞로 이루어져 있다.

본 유역은 동측으로부터 소백산맥의 분기인 노령산맥이 서서히 낮아지는 곳으로 노년기

에 해당하며 동측은 높고 서측은 낮은 구릉지 및 평야를 이루고 있다 하상경사는 하류.

부 중류부 상류부 정도이며 소양천 및 전주천이 정도1/4000, 1/500, 1/100 1/360, 1/700

로서 만경강 하류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은 경사가 비교적 급한 상태이다.

만경강은 본류 전구간이 하천 개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하폭은 하류부 구간이, 3.0∼

하류 전주천 합류점 구간이 전주천 합류점 고산천 합류점 까지는1.3 , 900 500m,㎞ ∼ ∼ ∼

이고 소양천 및 전주천은 정도이다400 200m 200 150m .∼ ∼

만경강 수계의 형상은 대체적인 수지상 이며 유역의 경계는 망해산(Detrictic) (EL.

미륵산 옥녀봉 운장산 만덕산230.3m), (EL. 430.2m), (EL. 410.4m), (EL. 112.6m), (EL.

을 분수령으로 금강유역과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박이뫼산 오봉761.8m) (EL. 315.8m),

산 모악산 성덕산 을 분수령으로 섬진강 및 동진(EL. 513.2m), (EL. 793.5m), (EL. 24.2m)

강 유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만경강 하천현황만경강 하천현황만경강 하천현황만경강 하천현황2.1.22.1.22.1.22.1.2

만경강은 본류를 포함하여 개의 직할하천과 개의 지방하천이 있고 총연장3 2 , 469.2㎞의

준용하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경강을 형성하는 수계는 완주군 고산에서 발원하는 고산천에서 시작하여 소양천과 합

류하여 만경강을 이루게 된다 전주 시내를 직통하는 삼천이 전주천에 합류되며 전주천.

이 대천지점에서 만경강에 합류하게 된다 익산시의 왕궁면 및 금마면을 흐르는 익산천.

이 합류하면 만경강은 큰 수계를 이루게 된다 고산천 등의 상류유역에서 오염정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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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나 전주천과 익산천이 유입하는 만경제 수문지점은 가장 오염정도가 심할 것으

로 예상된다.

표 만경강 하천현황2.1.

수 계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계

하천명

개소( )
연장( )㎞

하천명

개소( )
연장( )㎞

하천명

개소( )
연장( )㎞

하천명

개소( )
연장( )㎞

만경강

본류 54.0 전주천 14.9 - - - -

전주천 6.8 삼천 8.9 - - - -

소계

소양천 7.0 - - - - - -

3 67.8 2 23.8 22 469.2 75 571.7

고산천은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에서 발원하여 경천지와 대아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류

하여 만경강의 상류를 이루게 되며 유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수질도 양호한 편이다 그, .

러나 유역상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와 각 가정에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

수의 유입으로 경천지와 동상지는 계절적으로 부영양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소양천.

은 만경강과 완주군 삼례읍 하리에서 합류하게 되는 유로 연장 유역면적24.5 , 153.0㎞

의 하천으로서 상류유역에 임야가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나타,㎢

내고 있다.

전주천은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유역면적 유로연장 의 큰, 283.9 , 37.0㎢ ㎞

하천이며 완주군의 상관저수지에서 발원하며 구이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삼천과 합류하여,

전주 시내를 흐르다가 완주군 삼례지점에서 만경강과 합류하게 된다 특히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흘러 전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유역내의 밀집되어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하천의 수질이 불량하며 계절적으로 변하는 유황에 따라 오염농도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익산천은 익산시 금마면에서 발원하여 춘포면에서 만경강과 합류하게 되는 연장 10.6㎞

의 준용하천이다 만경강의 지천 중 가장 오염이 심한 곳으로 유역에 산재하고 있는 축.

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와 가정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유입된다 특히 강우. ,

시 축산분뇨의 유출에 따른 오염물질의 증가가 많은 하천으로서 만경강 수질에 크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탑천은 익산천과 분수계를 이루며 익산시 금마면에서 발원하여 만.

경대교 상류 지점에서 만경강으로 유입하게 되며 합류지점에서 입석갑문이 설치되어 있

다 입석갑문에 의해 저류되는 물은 전북농조 대간선수로에 재이용 용수로 이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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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넓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재이용되므로 영양물질의 농도가 높아서 만경대교 지.

점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천으로는.

유천이 있는데 이 소하천은 만경제수문 통과 전 만경강으로 유입된다 익산시 하수종말.

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의 방류수와 익산시내 공단 등에서 배출되는 오 폐, , , ·

수도 이곳으로 유입되고 있다.

태체태태체태태체태태체태

하천의 침식 운반 퇴적작용을 총칭하여 하천 작용이라고 한다 하천 작용 중에 유로, , .

를 따라 퇴적물이 쌓여 하천의 계곡을 메우는 현상을 충적 작용이라 하고 이때 퇴( )

적된 쇄설물을 하상 퇴적물 또는 하성층이라고 한다 하천에 의한 퇴적 작용은 범람원. ,

선상지 하안단구에서 우세하다, .

수계의 과도한 퇴적물 유입은 저수용량의 감소 수로 변경 투명도 감소 등의 원인이, ,

되어 수영 뱃놀이 낚시 등 수체가 가지는 위락 또는 심미적 가치를 크게 감소시킨다, , .

건설골재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모래 자갈 등은 집중적인 채취의 대상으로 수로 및, ,

수심 감소의 원인이 되는 퇴적물은 준설대상이 되어 왔으며 하천 총수량의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홍수통제 사업의 대부분도 하상퇴적물의 준설을 수반한다, .

준설된 퇴적물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운반의 편의를 위해 준설수역 주위의 준설 퇴적

물 투기장에 투기되는 것이 보통인데 준설 시 퇴적물의 재 부유를 초래하여 수질에 대한

악영향은 물론이고 투기해역의 바닥에 퇴적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퇴적물은 저서생물이 부착 또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수생생물

의 산란장 또는 양육장 역할을 하고 있다 어류의 산란에 적절한 조성을 가진 하상에 세.

립퇴적물이 유입되어 쌓이게 되면 산란장을 덮게 되고 해당어류의 증식에 지대한 악영향

을 미치며 퇴적으로 인한 하상의 변화는 서식지 환경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생물다양,

성 감소의 원인이 된다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산소를 소모하면서 분.

해되며 만일 이 과정에서 수층의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중단된

다면 유기물이 다량 포함된 퇴적물 주위의 산소는 고갈되고 따라서 퇴적물 내의 저서생

물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더욱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은 무산소 환경에서는.

메탄 황화수소 등의 유독성 가스를 생성하는데 이는 저서생물의 생존에 치명적인 악영,

향을 미치게 된다.

하상퇴적물은 하천수에 비해 시간적 변화가 적고 함량이 높아서 지속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지구 화학적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하상퇴적물내의 중금속은.

존재형태와 물리화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중으로 재 용출이 일어날 수 있어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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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거된 후에도 계속적인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태체퇴태체퇴태체퇴태체퇴

새만금호는 규모나 수질 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 등은 새만금 갯벌 내의 중금속 흡착특성에 관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고 황 은 새만금 갯벌퇴적물의 침강속도 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침강,

속도를 정량화 하였으며 방 등은 새만금 유입하천 퇴적물 및 하천수의 주요 용존 이온,

과 중금속 원소 분포 특성에서 만경강유역과 동진강유역의 중금속원소의 분포특성을 갯

벌내의 함량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하상퇴적물에 관한 연구로는 이 등과 박 등은 대구시 금호강 하상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에 관한 환경지화학적 연구와 이화학적 환경요인의 동태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김 등과,

정 등은 대전지역 하천수 및 하상퇴적물에서의 중금속오염과 물리화학적 특성 등에 관하

여 연구하였으며 조 등은 영산강의 류 등은 동두천 부근 신천의 중금속오염을 연구하였,

고 김 등은 영산강과 광주천을 연구하였다 또한 박 은 하상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과, .

오염물질 용출에 관한 연구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하상퇴적물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환

경변화에 따른 오염물질들의 용출현상을 연구하였고 손 등은 동진강 퇴적물의 오염도,

현황과 오염물질별 상관관계를 분석 연구하였다.

오염퇴적물의 처리방법이 많이 있지만 퇴적물은 근본적으로 수저에서 제거한다는 점에

서 준설을 통한 퇴적물의 제거가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처리방법이다 이러한 준설.

의 기준에는 미국의 경우 에는 주정부 차원의 규제기준으로 퇴적물질 기준을 설정하WSDE

였고 는 텍사스 주에서 오염퇴적물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항목으로, TNRCC

보아 안전한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로 퇴적물질 예비기

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는 플로리다 주의 퇴적물 예비기준을 나타내어 오염평가 오, FEDP ,

염우심지역 파악 습지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환경오염에 대한 추이 평가에 도움을, ,

주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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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만경강 하상퇴적물 오염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대조지역으로 비교3.1

적 오염이 덜 된 소양천 개 지점과 만경강 본류에서 백구제수문 등 개 지점 유입하천1 3 ,

인 전주천 익산천 유천 목천포천 각 개 지점씩 총 개 지점을 선정하여 월에서, , , 1 8 4 10

월 사이에 회에 걸쳐 시료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주천과 유천 개 지점에서 회4 . 2 3

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강제용출 및 자연용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하상퇴적물 시료채취 지점3.1. .

퇴체태퇴체태퇴체태퇴체태

본 연구에서는 하상퇴적물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기물 중금속 등 개, 10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또한 하상퇴적물의 용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금속,

등 개 항목에 대해서 강제용출 자연용출 실험을 실시하였다11 , .

가 하상퇴적물의 화학적 특성 분석.

중금속 : As, Cd, Cu, Fe, Hg, Mn, Pb, Zn○

유기물 강열감량:○

일반항목 :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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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출실험.

중금속 : As, Cd, Cu, Fe, Hg, Mn, Pb, Zn○

유기물 : COD○ Cr

영양염류 : T-N, T-P○

퇴체퇴퇴체퇴퇴체퇴퇴체퇴

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3.3.13.3.13.3.13.3.1

채취한 하상퇴적물을 폴리에틸렌제 밧트 위에 균일한 두께로 하여 직사광선이 닿지(vat)

않는 장소에서 통풍이 잘 되도록 펼쳐 놓고 풍건시킨 다음 나무망치로 분쇄하여 눈금간,

격 의 표준체 메쉬 로 체 걸음 한 시료를 각각 균등량씩 취하여 사분법에 의0.15mm (100 )

해 균일하게 혼합한 분석용 시료 을 염산과 질산을 가하여 분해시킨 다음 원자흡수분3g

광광도법 으로 분석하였다(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유기물유기물유기물유기물3.3.23.3.23.3.23.3.2

강열감량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료를 천천히 가열하여 탄화시킨 다음 600±25

의 전기로 안에서 시간 강열하고 황산데시케이터 안에서 방냉하여 그 무게 차이에 의3℃

해서 구한다 용출실험 시 유기물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CODCr법으로 분석하였다.

영양염류영양염류영양염류영양염류3.3.33.3.33.3.33.3.3

강제용출 자연용출 실험시 는 용출 후 상등액을 취하여 여과지로 여과한 후, T-N, T-P

자동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3.4 pH3.3.4 pH3.3.4 pH3.3.4 pH

풍건시킨 후 분쇄하여 의 표준체 메쉬 로 체 걸음 한 분석용 시료 을 증류수 를2mm (10 ) 5g 25ml

가하여 가끔 유리막대로 저어주면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 pH .

용출실험용출실험용출실험용출실험3.3.53.3.53.3.53.3.5

하상퇴적물이 홍수나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최대한 탈착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강제용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채취한 하상퇴적물 을 차 실험 시, 50g 1

증류수 차와 차 실험 시 만경강에서 채수한 하천수 에 넣고 진탕회수가500ml, 2 3 500ml

매분당 약 회 진폭이 의 진탕기를 사용하여 시간 연속 진탕한 다음 여과지로200 , 4~5cm 6

여과하고 여과액을 적당히 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용출 실험을 실시

하였으며 내경 높이 의 아크릴 통에 퇴적물 을 넣고 증류수 또는 하천수, 28 × 38 2kg㎝ ㎝

에 담수시킨 다음 일 동안 상등액을 취하여 분석하였다4L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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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판체1판체1판체1판체1

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4.1.14.1.14.1.14.1.1

중금속은 용해되기 매우 어려운 산화물이나 황화물을 형성하며 유기물이나 무기물 입,

자와 안정한 화합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미량 으로. (<0.1%)

하상퇴적물에 존재한다 그러나 중금속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과용으로 인해 하상퇴적.

물에 축적된 다량의 중금속이 수체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 본류 및 유입하천 등 개 지점에 대해 차에 걸쳐 등 중8 4 Cd, Pb

금속 개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기술적 통계값을 표 에 나타내었고8 , 4.1 ,

각 항목에 대한 조사지점별 상자도표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4.1 .

분석결과 이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Fe 13,286.4 ~ 32,213.8 mg/kg , Mn > Zn > Pb >

순으로 조사되었다Cu > As > Cd > Hg .

각 항목별 오염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은 동 식물의 필수 미량 원소가 아니며 맹독, Cd ,

성이고 신장과 간에 축적된다 저농도에서 장기간 섭취되는 경우 신장기능에 이상을 일.

으키기도 하는 은 로 조사되었고 평균적으로 보면 본류 지점에Cd 0.070 ~ 1.070 mg/kg , 1

서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최대값은 목천포천에서 로 조사되0.824 mg/kg , 1.070 mg/kg

었다.

은 보통 수중에서Pb Pb2+ 형태로 존재하며 동, hydroxide and carbonate complexes ,

식물의 필수요소는 아니고 섭취에 의해 독성이 유발되며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 ,

다 의 농도범위는 로 평균적으로 대조지역인 소양천에서. Pb 7.38 ~ 45.36 mg/kg 8.99

로 가장 낮게 검출되었고 전주천에서 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mg/kg 31.70 mg/kg .

는 동 식물의 필수미량 원소이며 수내에서Cu , Cu2+, Cu(OH)2, CuHCO3
+ 의 형태로 존재

하고 호흡 섭취에 의해 독성을 유발하는 화합물로 존재한다 개 지점 평균, . 8 18.25

이며 목천포천에서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mg/kg 29.45 mg/kg .

은 동 식물의 필수원소이며 생물체에 독성을 가하기도 한다 수체에 농도가Zn , . 5 mg/L

이상이 되면 수렴제의 쓴맛을 내며 알칼리수에서는 흰 우유빛을 일으킨다 은. Zn 30.53 ~

로 비교적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평균적으로 목천포천에서335.25 mg/kg , 193.72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mg/kg .

은 과 잘 결합되며 일반적으로 수중에서Mn iron-mineral , Mn2+, Mn4+ 형태로 존재한다.

공기나 다른 산화물에 노출되면 검은색의 MnO2 형태로 침전되며 동 식물에 필수원소이,

다 분석결과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적으로 본류 지점에서. 59.27 ~ 556.55 mg/kg , 1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372.94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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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범위는 로 나타났으며 목천포천에서 로 가장 높As 0.8 ~ 4.96 mg/kg , 4.96 mg/kg

게 조사되었고 전주천에서 로 가장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는 많은 중금속, 0.80 mg/kg . As

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광물에 들어 있어 금속광,

산의 탐사에 활용되는 원소이다.

은 평균적으로 목천포천에서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본류 에서Hg 0.128 mg/kg , 2 0.015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의 농도범위를 나타내었다mg/kg , 0.010 ~ 0.340 mg/kg .

중금속 분석결과 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의 농도범위Fe , 13,286.4 ~ 32,213.8 mg/kg

를 나타내었다 평균적으로 본류 에서 로 가장 높고 소양천에서. 1 28,744.0 mg/kg ,

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최고농도는 본류 과 익산천에서 조사되었다15,752.9 mg/kg , 1 .

전체적으로 조사지점간 각 항목별 중금속 농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대조지역인,

소양천이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본류 과 목천포천에서 가장, 1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각 지점별 중금속의 기술적 통계값 단위4.1. :mg/kg

항목 조사지점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95%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Cd

소양천 0.326 0.141 0.102 0.551 0.210 0.520

전주천 0.508 0.386 -0.106 1.121 0.070 0.950

본류1 0.824 0.266 0.401 1.248 0.430 0.990

익산천 0.708 0.189 0.407 1.010 0.430 0.850

본류2 0.735 0.094 0.585 0.885 0.650 0.870

유천 0.571 0.314 0.071 1.070 0.290 0.870

목천포천 0.766 0.349 0.211 1.321 0.360 1.070

본류3 0.448 0.283 -0.003 0.899 0.290 0.870

합계 0.611 0.290 0.506 0.715 0.070 1.070

Pb

소양천 8.99 1.21 7.06 10.92 7.38 10.31

전주천 31.70 13.90 9.58 53.81 16.33 45.36

본류1 30.27 8.07 17.43 43.12 19.99 36.99

익산천 21.85 10.54 5.07 38.62 12.92 36.99

본류2 10.69 1.43 8.41 12.97 8.64 11.96

유천 15.64 0.92 14.18 17.10 14.43 16.66

목천포천 20.54 5.76 11.38 29.70 15.93 28.96

본류3 10.91 2.49 6.95 14.88 7.87 12.96

합계 18.82 10.50 15.04 22.61 7.38 45.36

Cu

소양천 6.34 1.29 4.28 8.40 5.20 7.94

전주천 21.15 9.34 6.29 36.01 13.81 33.67

본류1 25.50 3.33 20.21 30.79 22.12 28.63

익산천 24.23 6.64 13.66 34.79 18.25 31.59

본류2 7.55 1.42 5.28 9.81 6.21 9.35

유천 23.88 1.12 22.09 25.67 22.53 25.26

목천포천 29.45 11.00 11.94 46.96 23.70 45.95

본류3 7.91 2.06 4.62 11.19 5.28 10.03

합계 18.25 10.30 14.54 21.96 5.20 45.95

Zn
소양천 40.67 10.82 23.45 57.89 30.76 53.13

전주천 122.49 21.68 87.99 156.99 97.93 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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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중 본류 호남고속도로 밑 본류 백구제수문 본류 익산시 오산면 신동리1: , 2: , 3:※

본류1 145.58 14.97 121.76 169.39 128.00 163.99

익산천 103.78 24.30 65.10 142.45 70.28 128.00

본류2 59.20 20.12 27.18 91.22 30.53 75.93

유천 85.06 15.16 60.94 109.18 68.33 100.99

목천포천 193.72 97.77 38.14 349.29 114.33 335.25

본류3 56.53 19.43 25.61 87.44 32.17 75.79

합계 100.88 59.73 79.34 122.41 30.53 335.25

Mn

소양천 180.41 56.28 90.86 269.95 125.19 231.07

전주천 265.85 121.41 72.67 459.04 172.55 436.20

본류1 372.94 209.36 39.80 706.07 120.67 556.55

익산천 289.14 169.74 19.05 559.24 147.67 533.33

본류2 223.02 87.12 84.39 361.65 100.00 294.22

유천 191.46 87.93 51.54 331.37 62.40 256.67

목천포천 183.59 84.04 49.87 317.31 59.27 239.33

본류3 223.36 89.15 81.49 365.22 108.00 321.33

합계 241.22 124.98 196.16 286.28 59.27 556.55

As

소양천 1.92 0.79 0.66 3.17 1.09 2.90

전주천 2.15 1.28 0.11 4.19 0.80 3.58

본류1 3.60 1.05 1.93 5.27 2.62 4.81

익산천 2.69 1.24 0.70 4.67 0.89 3.66

본류2 2.26 1.21 0.34 4.19 1.25 3.73

유천 2.19 1.18 0.31 4.08 1.13 3.58

목천포천 2.78 1.91 -0.25 5.82 1.08 4.96

본류3 1.97 1.22 0.04 3.91 0.89 3.65

합계 2.45 1.24 2.00 2.89 0.80 4.96

Hg

소양천 0.027 0.004 0.021 0.032 0.020 0.030

전주천 0.042 0.008 0.030 0.054 0.040 0.050

본류1 0.079 0.054 -0.006 0.165 0.050 0.160

익산천 0.033 0.013 0.011 0.054 0.020 0.050

본류2 0.015 0.003 0.010 0.020 0.010 0.020

유천 0.037 0.014 0.015 0.058 0.020 0.050

목천포천 0.128 0.148 -0.108 0.363 0.030 0.340

본류3 0.044 0.061 -0.054 0.142 0.010 0.140

합계 0.050 0.063 0.028 0.073 0.010 0.340

Fe

소양천 15752.9 2638.7 11554.2 19951.7 13286.4 19237.2

전주천 17929.3 766.1 16710.2 19148.3 17226.8 19003.0

본류1 28744.0 3918.2 22509.3 34978.7 23790.0 32213.8

익산천 24674.3 5722.2 15569.0 33779.5 19355.0 32213.8

본류2 19410.4 445.7 18701.2 20119.6 18989.0 19853.0

유천 19655.3 868.1 18273.8 21036.7 18409.0 20329.5

목천포천 19730.3 2189.9 16245.8 23214.9 17385.0 22646.0

본류3 19411.8 292.7 18946.1 19877.5 19101.5 19763.8

합계 20663.5 4601.6 19004.5 22322.6 13286.4 3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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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지점별 중금속 농도 상자도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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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각 지점별 중금속 농도 상자도표4.1( ). .

표 하상퇴적물 중금속 함량 분산분석 결과4.2.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Cd
집단 간- 0.857 7 0.122

1.675 0.163집단 내- 1.754 24 0.073
합계 2.611 31

Pb
집단 간- 2177.604 7 311.086

6.023 0집단 내- 1239.582 24 51.649
합계 3417.186 31

Cu
집단 간- 2468.846 7 352.692

10.348 0집단 내- 817.975 24 34.082
합계 3286.821 31

Zn
집단 간- 74689.413 7 10669.916

7.129 0집단 내- 35919.703 24 1496.654
합계 110609.117 31

Mn
집단 간- 121597.414 7 17371.059

1.15 0.367집단 내- 362647.48 24 15110.312
합계 484244.894 31

As
집단 간- 8.765 7 1.252

0.777 0.612집단 내- 38.659 24 1.611
합계 47.424 31

Hg
집단 간- 0.037 7 0.005

1.458 0.229집단 내- 0.087 24 0.004
합계 0.124 31

Fe
집단 간- 471978946.4 7 67425563.77

8.774 0집단 내- 184434741.4 24 7684780.891
합계 656413687.8 31

각 조사지점별 중금속 함량의 차이유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와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그림 과 같이 상자도표를 그려 각4.2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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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항목별 이상치 및 극한치의 유무를 조사하였고 이들 값이 농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이 유의확. Pb, Cu, Zn, Fe

률 보다 낮게 분석되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조0.05 .

사지점별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중비교는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유의. LSD

확률 이하로 분석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는 표 과 같다0.05 4.3 .

표 과 같이 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조사지점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4.3 As

석되었다 은 소양천과 본류 와 목천포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Cd 1,2

며 은 소양천과 본류 본류 과 목천포천에서 농도 차이가 있고 은 목천포천과 소, Mn 1, 1 , Hg

양천 유천 익산천과 유의확률 이하로 지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 0.05 .

한 은 대부분 지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Pb, Cu, Zn, Fe ,

으로 조사지점 간에 중금속 농도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하상퇴적물 내 중금속 함량 다중비교 결과4.3.

종속
변수

조사
지점

조사
지점

표준
오차

유의
확률

신뢰구간종속95%
변수

종속
변수

조사
지점

조사
지점

표준
오차

유의
확률

신뢰구간종속95%
변수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Cd 소양천

본류1 0.1911 0.015 -0.893 -0.104

Zn

소양천

전주천 27.356 0.006 -138.3 -25.36

본류2 0.1911 0.043 -0.803 -0.014 본류1 27.356 0.001 -161.4 -48.45

목천포천 0.1911 0.030 -0.834 -0.045 익산천 27.356 0.030 -119.6 -6.651

Pb

소양천

전주천 5.0818 0.000 -33.19 -12.22 목천포천 27.356 0.000 -209.5 -96.59

본류1 5.0818 0.000 -31.77 -10.79

전주천

본류2 27.356 0.030 6.8284 119.75

익산천 5.0818 0.018 -23.34 -2.367 목천포천 27.356 0.016 -127.7 -14.77

목천포천 5.0818 0.032 -22.04 -1.062 본류3 27.356 0.024 9.5034 122.42

전주천

본류2 5.0818 0.000 10.517 31.493

본류1

본류2 27.356 0.004 29.918 142.84

유천 5.0818 0.004 5.5667 26.543 유천 27.356 0.037 4.0584 116.98

목천포천 5.0818 0.038 0.6667 21.643 본류3 27.356 0.003 32.593 145.51

본류3 5.0818 0.000 10.294 31.271 익산천 목천포천 27.356 0.003 -146.4 -33.48

본류1

본류2 5.0818 0.001 9.0942 30.071 본류2 목천포천 27.356 0.000 -191 -78.06

유천 5.0818 0.008 4.1442 25.121 유천 목천포천 27.356 0.001 -165.1 -52.2

본류3 5.0818 0.001 8.8717 29.848 목천포천 본류3 27.356 0.000 80.733 193.65

익산천
본류2 5.0818 0.038 0.6667 21.643

Mn
소양천 본류1 86.92 0.037 -371.9 -13.14

본류3 5.0818 0.042 0.4442 21.421 본류1 목천포천 86.92 0.039 9.9551 368.74

Cu

소양천

전주천 4.1281 0.001 -23.33 -6.29

Hg
목천포

천

소양천 0.0426 0.026 -0.189 -0.013

본류1 4.1281 0.000 -27.68 -10.64 유천 0.0426 0.043 -0.179 -0.003

익산천 4.1281 0.000 -26.41 -9.368 익산천 0.0426 0.035 0.0071 0.1829

유천 4.1281 0.000 -26.06 -9.023

Fe

소양천
본류1 1960.2 0.000 -17037 -8945

목천포천 4.1281 0.000 -31.63 -14.59 익산천 1960.2 0.000 -12967 -4876

전주천
본류2 4.1281 0.003 5.0825 22.123

전주천
본류1 1960.2 0.000 -14860 -6769

본류3 4.1281 0.004 4.72 21.76 익산천 1960.2 0.002 -10791 -2699

본류1
본류2 4.1281 0.000 9.435 26.475

본류1

익산천 1960.2 0.049 24.093 8115.4

본류3 4.1281 0.000 9.0725 26.113 본류2 1960.2 0.000 5287.9 13379

익산천
본류2 4.1281 0.000 8.16 25.2 유천 1960.2 0.000 5043.1 13134

본류3 4.1281 0.001 7.7975 24.838 목천포천 1960.2 0.000 4968 13059

본류2
유천 4.1281 0.001 -24.86 -7.815 본류3 1960.2 0.000 5286.5 13378

목천포천 4.1281 0.000 -30.42 -13.38

익산천

본류2 1960.2 0.013 1218.2 9309.5

유천 본류3 4.1281 0.001 7.4525 24.493 유천 1960.2 0.017 973.34 9064.7

목천포천 본류3 4.1281 0.000 13.02 30.06 목천포천 1960.2 0.019 898.27 8989.6

본류3 1960.2 0.013 1216.8 9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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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별 하상퇴적물 내 함량 비교중금속별 하상퇴적물 내 함량 비교중금속별 하상퇴적물 내 함량 비교중금속별 하상퇴적물 내 함량 비교4.1.24.1.24.1.24.1.2

대조지역 등 개 지점에 대해 차에 걸쳐 중금속 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각 중금속8 4 8 ,

항목별 평균농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과 그림 와 같이 이 으로4.1 4.2 Fe 20,663.5 mg/kg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n(241.22mg/kg) > Zn(100.88mg/kg) > Pb(18.82mg/kg) >

순으로 조사되었Cu(18.25mg/kg) > As(2.45mg/kg) > Cd(0.611mg/kg) > Hg(0.050mg/kg)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 의 만경강 하상퇴적물의 중금속 성분 분석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박 은 분석결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Zn > Pb > As > Cd .

그림 하상퇴적물 내 중금속 함량 비교 상자도표4.2. .

유기물유기물유기물유기물4.1.34.1.34.1.34.1.3

하상퇴적물 내 유기물함량을 분석하여 각 조사지점별 유기물 함량 수준을 조사하고 각,

조사지점별 차이여부를 조사하여 하상퇴적물의 오염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차에 걸4

쳐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강열감량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그림, 4.4, 4.3



- 157 -

과 같다.

분석결과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적으로 대조지역인 소양천과 전주천1.4 ~ 13.2% , ,

본류 본류 등이 로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본류 과 익산천 유천 목천포2, 3 3.2 ~ 3.6% , 1 , ,

천에서 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 중 전주천이 로 가장 낮고 본류 이5.2 ~ 10.5% . 3.2% 1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본류 은 조사지점들 중 하천의 폭이 가장 넓고 유속이10.5% . 1

가장 느려서 하상퇴적물의 침적현상이 용이하고 하천부지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어 다른

지점에 비해서 높은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표 각 지점별 강열감량의 기술적 통계값 단위4.4. : %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95%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소양천 3.4 1.452 1.114 5.736 1.4 4.8

전주천 3.2 1.448 0.846 5.454 1.8 4.5

본류1 10.5 2.119 7.154 13.896 8.2 13.2

익산천 5.3 1.246 3.317 7.283 4.0 6.6

본류2 3.6 0.685 2.535 4.715 2.8 4.4

유천 5.2 2.310 1.474 8.826 2.9 8.1

목천포천 7.5 1.568 5.004 9.996 5.2 8.7

본류3 3.3 1.348 1.105 5.395 1.9 4.6

합계 5.2 2.841 4.217 6.265 1.4 13.2

그림 각 지점별 강열감량 상자도표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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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지점별 유기물 함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를 이용하여 분산분석SPSS

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와 같이 조사지점별 유기물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 4.5

로 분석되어 다중비교를 실시하였고 유의확률 이하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0.05

표 에 나타내었다 표와 같이 대체적으로 본류 과 다른 지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4.6 . 1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하상퇴적물 강열감량 분산분석 결과4.5.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189.125 7 27.018

10.631 0집단 내- 60.992 24 2.541

합계 250.117 31

표 하상퇴적물 강열감량 다중비교 결과4.6.

조사지점 조사지점 표준오차 유의확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소양천
본류1 1.1272 0.000 -9.427 -4.773

목천포천 1.1272 0.001 -6.402 -1.748

전주천
본류1 1.1272 0.000 -9.702 -5.048

목천포천 1.1272 0.001 -6.677 -2.023

본류1

익산천 1.1272 0.000 2.898 7.552

본류2 1.1272 0.000 4.573 9.227

유천 1.1272 0.000 3.048 7.702

본류3 1.1272 0.000 4.948 9.602

본류2 목천포천 1.1272 0.002 -6.202 -1.548

유천 목천포천 1.1272 0.048 -4.677 -0.023

목천포천 본류3 1.1272 0.001 1.923 6.577

4.1.4 pH4.1.4 pH4.1.4 pH4.1.4 pH

의 연구에 따르면 가 감소할수록 자기 강도가 줄어들어 저질Katari and Tauxe(2000) , pH

토로 부터의 용출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또한 은 가 저질토내로 흡착. Sun et al.(2001) Cu

되는 양이 가 증가할수록 빠르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중금속은 적정 수준까지pH . pH

가 낮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며 금속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호소, .

저부 수체와 저질토사이의 조건에 따라 용출경향이 달라지게 된다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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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등의 기술적 통계값은 표 과 같고 분석결과에 대한pH , , 4.7 ,

상자도표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4.4 .

평균적으로 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최대값은 본류 에서 최소값은 익산천4.4 ~ 6.3 , 3 7.0,

에서 으로 조사되었다2.6 .

표 각 지점별 의 기술적 통계값 단위4.7. pH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95%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소양천 5.5 0.450 4.8089 6.2411 5.0 5.9

전주천 6.2 0.499 5.3807 6.9693 5.8 6.9

본류1 5.8 0.129 5.5446 5.9554 5.6 5.9

익산천 4.4 1.402 2.1685 6.6315 2.6 5.7

본류2 5.8 0.676 4.6747 6.8253 4.9 6.5

유천 5.6 0.206 5.297 5.953 5.4 5.8

목천포천 5.6 0.408 4.9504 6.2496 5.1 6.1

본류3 6.3 0.497 5.5097 7.0903 5.9 7.0

합계 5.6 0.788 5.3566 5.9246 2.6 7.0

그림 각 지점별 상자도표4.4. 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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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pH SPSS

하였고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분산분석결과 유의확률이 로 조사지점에 따라서4.8 . 0.017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중비교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와 같다4.9 .

다중비교 결과 익산천과 다른 개 지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

익산천을 제외한 조사지점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하상퇴적물 분산분석 결과4.8. pH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9.195 7 1.314

3.139 0.017집단 내- 10.042 24 0.418

합계 19.237 31

표 하상퇴적물 다중비교 결과4.9. pH

조사지점 조사지점 표준오차 유의확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소양천 익산천 0.4574 0.022 0.181 2.069

전주천 익산천 0.4574 0.001 0.831 2.719

본류1 익산천 0.4574 0.007 0.406 2.294

익산천

본류2 0.4574 0.007 -2.294 -0.406

유천 0.4574 0.013 -2.169 -0.281

목천포천 0.4574 0.015 -2.144 -0.256

본류3 0.4574 0 -2.844 -0.956

판체태판체태판체태판체태

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4.2.14.2.14.2.14.2.1

강제용출 실험은 만경강에 홍수가 발생할 시 퇴적물은 상당한 교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퇴적물에 부착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탈착 및 용출이 가능한 양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개 조사지점을 차에 걸쳐 실험하였으. 8 3

며 하상퇴적물을 시간동안 진탕한 다음 수질에 용출된 오염물질을 전처리하여 분석하, 6

였다 중금속은 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별 하상퇴적물의 농도와 용출되. 8 ,

는 양의 백분율로 구한 용출율에 대한 기술적 통계값은 표 과 같다 중금속 용출율4.10 .

은 로 나타났으며 최대용출율은 가 로 분석되었고 최소용출율은0 ~ 12.96% , As 12.96% ,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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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혀 용출되는 양이 없었다 평균적으로 이 가 용출되어 가장 높은 용출율. Cd 8.03%

을 나타냈으며, As(7.06) > Mn(6.91) > Zn(6.28) > Pb(2.86) > Cu(1.95) > Fe(0.08) >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저질토내 이 대부분 형태로 존Hg(0.0) . Cd easily exchangeable

재하기 때문이며 은 에 비해 이온성 이 작으며 주로 유기물에, Zn, Cu, Pb Cd, Mn portion ,

흡착되어 있어 쉽게 용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 의 호소. “

저질토의 환경변화에 따른 중금속 용출 특성 에서 중금속 용출율은Redox ” Cd > Zn > Mn

순 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Cu > Pb .

표 하상퇴적물 중금속 강제용출율의 기술적 통계값 단위4.10. : %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95%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Cd 24 8.03 1.84668 7.2473 8.8069 4.01 10.97

Pb 24 2.86 1.99293 2.0172 3.7003 0.36 6.74

Cu 24 1.95 1.29001 1.4074 2.4968 0.11 4.69

Zn 24 6.28 2.03015 5.4219 7.1364 2.07 9.81

Mn 24 6.91 1.66307 6.2077 7.6123 4.51 9.96

As 24 7.06 1.86537 6.2748 7.8502 4.17 12.96

Hg 24 0.00 0 0 0 0 0

Fe 24 0.08 0.04174 0.0636 0.0989 0.01 0.16

합계 192 4.15 3.44676 3.6557 4.637 0 12.96

그림 중금속 항목별 강제용출율 상자도표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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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용출 특성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용출 특성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용출 특성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용출 특성4.2.24.2.24.2.24.2.2

퇴적물의 용출특성은 산화환원전위 및 수온 등의 수질 특성과 용해물질의 농DO, pH,

도 퇴적물의 양 수층의 깊이 등의 영향을 받으며 확산현상 홍수 시 교란작용 퇴적, , , , ,

물내 중금속 농도와 퇴적물 표면에서의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한 퇴적물의 입도도 중요한 흡착과 용출의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용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증류수와 하천수를

사용하여 강제용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실시전 측정결과 증류수의 는 하. pH pH 6.3,

천수의 는 로 조사되었으며 차 실험시에 증류수 차와 차 실험시에는 하pH 7.5 ~ 7.7 , 1 , 2 3

천수를 사용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기술적 통계값은 표 과 같으며 용출4.11 ,

수에 따른 용출율의 농도상자표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표 그림 과 같이 용4.6 . 4.11, 4.6

출수에 따른 중금속의 평균 용출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항목별 용출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와 같이 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4.12 Pb, Zn

일뿐 다른 항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증류수와 하천수의. pH

가 로 큰 차이가 없어 중금속 용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6.3 ~ 7.7 .

표 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강제용출율의 기술적 통계값 단위4.11.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95%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Cd
증류수 8.081 2.293 6.164 9.998 4.01 10.55
하천수 8.000 1.665 7.113 8.887 5.28 10.97
합계 8.027 1.847 7.247 8.807 4.01 10.97

Pb
증류수 1.778 1.439 0.575 2.980 0.36 5.08
하천수 3.399 2.047 2.309 4.490 1.03 6.74
합계 2.859 1.993 2.017 3.700 0.36 6.74

Cu
증류수 1.906 1.507 0.647 3.166 0.11 4.69
하천수 1.975 1.221 1.324 2.626 0.49 4.32
합계 1.952 1.290 1.407 2.497 0.11 4.69

Zn
증류수 7.379 1.701 5.957 8.801 4.70 9.81
하천수 5.729 2.001 4.663 6.795 2.07 8.22
합계 6.279 2.030 5.422 7.136 2.07 9.81

Mn
증류수 7.178 1.765 5.702 8.653 5.45 9.96
하천수 6.776 1.652 5.896 7.657 4.51 9.78
합계 6.910 1.663 6.208 7.612 4.51 9.96

As
증류수 6.481 0.991 5.653 7.310 5.29 8.28
하천수 7.353 2.146 6.209 8.497 4.17 12.96
합계 7.063 1.865 6.275 7.850 4.17 12.96

Hg
증류수 0.000 0.000 0.000 0.000 0.00 0.00
하천수 0.000 0.000 0.000 0.000 0.00 0.00
합계 0.000 0.000 0.000 0.000 0.00 0.00

Fe
증류수 0.063 0.040 0.029 0.096 0.01 0.11
하천수 0.091 0.041 0.069 0.112 0.04 0.16
합계 0.081 0.042 0.064 0.099 0.01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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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강제용출율의 분산분석 결과4.12.

그림 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강제용출율 상자도표4.6. .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Cd

집단 간- 0.035 1 0.035

0.01 0.922집단 내- 78.4 22 3.564

합계 78.435 23

Pb

집단 간- 14.029 1 14.029

3.992 0.058집단 내- 77.321 22 3.515

합계 91.351 23

Cu

집단 간- 0.025 1 0.025

0.014 0.905집단 내- 38.25 22 1.739

합계 38.275 23

Zn

집단 간- 14.509 1 14.509

3.976 0.059집단 내- 80.286 22 3.649

합계 94.795 23

Mn

집단 간- 0.859 1 0.859

0.301 0.589집단 내- 62.755 22 2.852

합계 63.613 23

As

집단 간- 4.054 1 4.054

1.174 0.29집단 내- 75.977 22 3.453

합계 80.031 23

Hg

집단 간- 0 1 0

. .집단 내- 0 22 0

합계 0 23

Fe

집단 간- 0.004 1 0.004

2.589 0.122집단 내- 0.036 22 0.002

합계 0.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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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용출수에 따른 중금속 강제용출율 상자도표4.6( ). .

하상퇴적물 내 와 중금속 용출 상관관계하상퇴적물 내 와 중금속 용출 상관관계하상퇴적물 내 와 중금속 용출 상관관계하상퇴적물 내 와 중금속 용출 상관관계4.2.3 pH4.2.3 pH4.2.3 pH4.2.3 pH

하상퇴적물의 와 중금속 용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패키지를 이용하여pH SPSS

상관계수를 구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퇴적물 내 는 평균적으pearson 4.13 . pH

로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과 같이 와 중금속 항4.5 ~ 6.3 , 4.13 pH

목 간에 무상관으로 나타나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으며 과 사이에 상관계, Pb Zn pearson

수는 로 나타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과 사이에는-0.762 , Pb Fe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하상퇴적물 내 와 중금속 용출율과의 상관계수4.13. pH pearson

pH Cd Pb Cu Zn Mn As Fe

pH 1
Cd -0.108 1
Pb -0.186 0.192 1
Cu -0.202 0.031 0.044 1
Zn 0.203 -0.027 -0.762 0.255 1
Mn 0.027 -0.206 -0.306 -0.046 0.184 1
As -0.178 0.212 0.228 0.258 -0.272 0.222 1
Fe -0.006 0.276 0.436 0.206 -0.148 -0.254 0.1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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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퇴 ,판체퇴 ,판체퇴 ,판체퇴 ,

용출수에 따른 용출량 특성용출수에 따른 용출량 특성용출수에 따른 용출량 특성용출수에 따른 용출량 특성4.3.14.3.14.3.14.3.1

하상퇴적물의 용출 영향인자인 변화에 따른 유기물 영양염류의 용출 특성을 알아보pH ,

기 위하여 증류수와 하천수를 사용하여 강제용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물은 수질오,

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CODCr법으로 분석하였다 용출실험시 측정결과 증류수의 는. pH pH

하천수의 는 로 조사되었으며 차 실험 시에 증류수 차와 차 실험6.3, pH 7.5 ~ 7.7 , 1 , 2 3

시에는 하천수를 사용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기술적 통계값은 표 와 같으4.14

며 용출수에 따른 용출량의 농도 상자표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유기물 평균 용출, 4.7 .

량은 증류수를 사용하여 용출한 경우 하천수 보다 배 정도 더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2.6

났으며 은 거의 비슷한 용출량을 보였고 용출량은 증류수로 용출했을 때 배, T-N , T-P 2.1

정도 더 용출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용출수별 용출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와 같이 유기물과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4.15 T-P

분석되었다 실험 결과 는 용출 영향인자로서 유기물과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 pH T-P

단된다.

표 용출수에 따른 유기물 영양염류 용출량의 기술적 통계값 단위4.14. , : mg/kg

그림 용출수에 따른 유기물 영양염류 용출량 상자도표4.7.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95%

최소값 최대값
하한값 상한값

유기물
증류수 507.713 261.937 288.728 726.697 134.6 843.7
하천수 195.788 104.1113 140.311 251.264 24.5 376
합계 299.763 224.7494 204.859 394.666 24.5 843.7

T-N
증류수 55.510 34.718 26.48503 84.53472 2.210 97.528
하천수 65.567 22.990 53.31671 77.81729 36.158 123.718
합계 62.215 27.111 50.76685 73.6624 2.210 123.718

T-P
증류수 3.764 1.704 2.33959 5.18916 0.980 5.761
하천수 1.815 1.581 0.97225 2.65725 0.016 5.329
합계 2.465 1.843 1.6865 3.24275 0.016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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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출수에 따른 유기물 영양염류 용출량 분산분석 결과4.15. ,

하상퇴적물 내 와 유기물 영양염류 용출 상관관계4.3.2 pH ,

하상퇴적물의 와 유기물 영양염류 용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패키지를pH , SPSS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퇴적물 내 는pearson 4.16 . pH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상관관계 분석 결과 와 유기물 영양염류 간에 무상관4.5 ~ 6.3 , pH ,

으로 나타나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으며, CODCr과 사이에 상관계수는 로TP pearson 0.704

나타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하상퇴적물 내 와 유기물 영양염류 용출량과의 상관계수4.16. pH , pearson

pH TN TP CODCr

pH 1

TN -0.37 1

TP 0.087 0.149 1

CODcr -0.172 0.291 0.704 1

판체판판체판판체판판체판

하상퇴적물이 자연적으로 수질에 용출되는 양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금속 개 항목과 유3

기물 영양염류에 대하여 전주천과 유천 두 지점에서 차에 걸쳐 시료 채취하여 일, 3 , 19

동안 담수시킨 후 일정한 간격으로 상등액을 취하여 여과한 후에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는 표 그림 과 같다 최대용출율은4.17, 4.8 . Cd 1.76 ~ 1.83%, Pb 0.5 ~ 0.82%, As 1.02

로 조사되었으며 유기물과 영양염류는 강제용출량과 비교해서 일 동안의 최~ 1.58% , , 19

대용출율은 유기물 로 조사되었다28.9 ~ 34.1%, T-N 34.7 ~ 52.5%, T-P 29.4 ~ 33.7% .

중금속은 경과일수에 따라 용출량이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의 경우 전, As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유기물

집단 간- 518918.43 1 518918.43

17.758 0집단 내- 642864.366 22 29221.108

합계 1161782.796 23

T-N

집단 간- 539.444 1 539.444

0.725 0.404집단 내- 16365.116 22 743.869

합계 16904.56 23

T-P

집단 간- 20.272 1 20.272

7.712 0.011집단 내- 57.829 22 2.629

합계 78.1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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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에서 일 일까지 거의 비슷한 용출량을 보여 자연용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1 ~ 19

으로 판단된다 유기물과 영양염류는 경과일수에 따라 용출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이 지나면서 완만해져서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다15 .

표 경과일수에 따른 평균 자연용출량 실험 결과 단위4.17. : mg/kg

구분
Cd Pb As CODCr T-N T-P

전주천 유천 전주천 유천 전주천 유천 전주천 유천 전주천 유천 전주천 유천

원농도 0.653 0.491 27.14 9.43 1.674 1.731 454.2 383.3 72.296 55.586 5.109 4.103

1 0.007 0.005 0.07 0.03 0.014 0.006 68.0 65.1 12.253 13.227 0.636 0.503

2 0.008 0.006 0.08 0.03 0.016 0.011 75.7 74.4 15.184 15.458 0.781 0.585

3 0.008 0.007 0.08 0.03 0.015 0.014 82.3 83.5 17.517 18.164 0.866 0.682

5 0.010 0.006 0.09 0.04 0.016 0.015 88.7 92.8 17.024 19.472 0.975 0.726

7 0.010 0.007 0.12 0.04 0.017 0.023 106.2 96.3 18.797 23.593 1.092 0.845

9 0.010 0.009 0.13 0.05 0.017 0.027 113.3 106.1 20.360 25.330 1.277 0.912

11 0.010 0.009 0.11 0.06 0.013 0.015 107.5 104.0 20.735 26.373 1.259 1.162

13 0.011 0.009 0.12 0.06 0.014 0.016 130.6 117.1 23.715 27.472 1.383 1.327

15 0.011 0.008 0.13 0.07 0.015 0.018 125.4 122.3 23.990 29.154 1.449 1.381

17 0.011 0.009 0.13 0.07 0.013 0.019 131.1 129.9 25.055 28.105 1.481 1.369

19 0.012 0.009 0.14 0.07 0.015 0.017 130.9 130.7 25.105 29.173 1.503 1.341

최대용출율

(%) 1.76 1.83 0.50 0.82 1.02 1.58 28.90 34.09 34.73 52.48 29.42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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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과일수에 따른 항목별 자연용출량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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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 본류 및 유입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하상 퇴적물의 오염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중금속 유기물 등의 오염도를 조사하였으며 장기적인 내부오염원으로서, ,

의 하상 퇴적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강제용출과 자연용출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상퇴적물의 중금속 분석결과 대조지역인 소양천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본류 과1. , 1

목천포천이 대체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토양오염우려기준의 로 나타나 양, 1/3 ~ 1/80

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중금속 함량 비교결과2. , Fe(20,663.5) > Mn (241.22) > Zn(100.88) > Pb(18.82) >

순으로 조사되었다Cu(18.25) > As(2.45) > Cd(0.611) > Hg(0.050) .

유기물 분석결과 로 소양천에서 가장 낮고 본류 에서 가장 높게 조사3. 1.4 ~ 13.2% , 1

되었으며 분산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결과 범위로 나타났으며 익산천에서 으로 최소값을 본류4. pH 2.6 ~ 7.0 , 2.6 3

에서 으로 최대값을 보였다7.0 .

강제용출 실험결과 중금속 용출율은 를 나타냈으며 평균적으로5. , 0 ~ 12.96% ,

Cd(8.03) > As(7.06) > Mn(6.91) > Zn(6.28) > Pb(2.86) > Cu(1.95) > Fe(0.08) >

순으로 나타났다Hg(0.0) .

증류수 하천수를 사용하여 강제용출 한 결과 중금속은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유6. , , ,

기물과 에서는 증류수로 용출했을 때 배 정도 더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P 2.1~2.6 .

7. 자연용출 실험결과 중금속의 최대용출율은 유기물, 1.83%, 34.1%, T-N 52.5%, T-P

로 나타났으며 유기물 영양염류에서 경과일수에 따라 용출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33.7% , , .

본 만경강 하상퇴적물 조사에서는 만경강 본류 및 유입하천 등 개 지점 만을 선정하여8

오염도 현황을 조사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오염현황만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상퇴적물 준설 등 처리대책을 위해서는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하상퇴적물 오염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수질조사와 하상의 형태 유속 등. ,

수리적인 조사 하천부지의 경작여부와 토양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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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1체1체1체1체

조류독감 이하 은 닭 칠면조 오리 등과 같이 주로 가금류(Avian Influenza, AI) , , 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다.

바이러스 는 병원성에 따라 크게 고병원성 저병원성 그리고 비병원성 로 분AI (AIV) , AIV

류되며 이중 고병원성 이하 는 닭이나 칠면조AI(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에 감염되면 거의 의 폐사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제수역사무국 는 에 대100% . (OIE) HPAI

해 전염병으로 지정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 병은 제 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List A , 1

하여 엄격한 방역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HPAI

때문에 위험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이. (World Health Organization,

하 에 의하면 년부터 년 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국에서 에WHO) 2003 2008 4 14 H5N1 Virus

감염된 사람은 총 명이었으며 이 중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 의 치명381 240 63%

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년 월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소재의 한 육계농장에서 최초2003 12

로 가 확인된 이후 년 월 전북 익산과 년 월 충남 천안 그리고 최근HPAI 2006 11 2007 3

년 월에는 전라북도 익산 김제 정읍 순창 등 개 지역에서 가 발병하여 국2008 4 , , , 8 HPAI

내 양계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년 월 전라북도 지역에 발생한. 2008 4

로 인해 약 여만 마리의 가금류 계란 포함 를 살처분 후 여 지점에 나누어HPAI 1,400 ( ) 200

매몰하였다 이로 인해 여 곳의 가금류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200

다 특히 매몰지역 주변은 닭과 오리를 대량 매몰하면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의 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2 .

따라서 본 조사의 목적은 년도 연구원에서 수행한 발생지역 토양 및 지하수 모2009 AI

니터링의 연속적 조사사업으로 지하수의 오염도를 모니터링하여 오염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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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태체1 원Avian Influenza : AI정태체1 원Avian Influenza : AI정태체1 원Avian Influenza : AI정태체1 원Avian Influenza : AI정

정의정의정의정의2.1.1 AI2.1.1 AI2.1.1 AI2.1.1 AI

는 닭 오리 칠면조 등 조류에 감염되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높은 폐사율을 수반AI , ,

하는 질병으로 이 병의 병원체는 년 이후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포유동물의 호흡기1955

감염을 유발하는 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년에 스코A , 1959

틀랜드에서 발병한 에서 처음으로 형태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이후HPAI H5N1 AI .

년부터 여러 연구과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나1960 ‘ ’ .

라의 경우 가금인플루엔자의 병명에서 년 월 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로 변경2004 8 30 (AI)

사용하게 되었다.

원인 바이러스원인 바이러스원인 바이러스원인 바이러스2.1.2 AI2.1.2 AI2.1.2 AI2.1.2 AI

인플루엔자 원인 바이러스는 에 속하는 바Orthomyxoviridae Family single strand RNA

이러스이며 과 단백의 항원성 차이에 근거하여 형nucleoprotein(NP) matrix(M1) A, B, C

으로 분류된다 형과 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형은 사람을 포함하여 닭 칠면조 야. B C , A

생오리 돼지 말 물개 등 다양한 척추동물에 감염된다 이 중 형은 모든 바이러스에. A AI

속하며 이 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두 가지 표면 항원 인A (surface protein)

과 에 의해 아형 으로 구분된다 형은Hemagglutinin(HA) Neuraminidase(NA) (subtype) . HA H1

부터 형까지 총 종이며 형은 부터 까지 총 종으로 현재 지구상에 는H 15 , NA N1 N9 9 AI virus

총 종이 존재한다 그리고 병원성에 따라 비병원성 저병원성 고병원성으로 분류한135 . , ,

다 고병원성 바이러스 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주요가축전염병으. AI (HPAI)

로 지정하고 있으며 닭이나 칠면조에 급성 감염되어 대부분이 폐사에 이르게 하고 인

간에게도 감염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돼지의 경우 과 아형에 주로 감염되고 사람의 경우H1 H3

예전에는 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H1, H2, H3 H5,

형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H7, H9 .

바이러스의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전파 가능성을 보여AI

준 예로 년 홍콩에서 최초로 및 가 발1997 A/H5N1 A/H9N2

생하였으며 년 네덜란드에서는 바이러스가, 2003 A/H7N7

그리고 년 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2003~2004 , 2008

유행한 바이러스 등이 있다 그림 은A/H5N1 AI . 1 A/H5N1

바이러스에 대한 전자현미경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바이러스1. AI (H5N1).



- 178 -

전파경로전파경로전파경로전파경로2.1.32.1.32.1.32.1.3

바이러스는 직접접촉으로 감염 및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감염된 닭의 분변 에AI 1g

는 수십 백만 마리의 닭을 전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오~ .

염물질은 오염된 차량 사람 사료 등을 통해 전파가 시작된다 오염지역과 가까운 인접, , .

농가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 중의 부유물질이 바람에 의해 전염 될 수도 있

다 국가 간 오염은 주로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라 전파된다고 보고되었다 그림 는 조. . 2

류독감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 )

그림 조류독감 인체감염 과정2. (http://blog.naver.com/aa00135/50030593435).

국내 발병사례국내 발병사례국내 발병사례국내 발병사례2.1.4 AI2.1.4 AI2.1.4 AI2.1.4 AI

국내의 최초 발병은 년 월에 발생하였다 이 때 분리된 는 약병원성으로 판AI 1996 3 . AIV

명되었으며 약 수를 살처분하였다 이 후 년 월과 월에 전북 정읍과 경북52,000 . 1996 5 7

영천의 육용종계농장에서 발생하여 약 수를 처분하였다 년부터 년까지45,000 . 1997 1998 2

년 동안 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년 월 경기포천에서 아형 가 발생하였는데AI 1999 1 AI(H9N2 )

이 경우 최초 산란계 농장이라는 점과 집단 정착촌 양계단지에서 발병한 것이 특이 사항

이었다 년 월과 월에도 전북 김제 경북 칠곡 경북 경주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 1999 4 11 , ,

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년 월에 최초로 토종닭에서 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2000 5 AI .

바이러스 중 의 최초 발병은 년 월 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AI A/H5N1 HPAI 2003 12 10

청룡리 소재 육용종계농장에서 확인된 후 년 월 일까지 전국에서 건이 발생하2004 4 3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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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 중 확인결과 곳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지역으로는 중부권 건 충남, 19 . 14 ( 6

건 충북 건 경기 건 영남권 건 경북 건 경남 건 울산 건 전남권 건 전남, 6 , 2 ), 4 ( 2 , 1 , 1 ), 1 (

건 등 전국 여개 시군에서 발생하였다 발생시기로는 월이 건 년 월 건1 ) 10 . 12 14 , 2004 1 3 ,

월과 월에 각각 건씩 발생하였다 발병 후 조류인플루엔자방역요령에 따라 최초 발생2 3 1 .

농장을 중심으로 오염지역 이내 위험지역 이내 경계지역 이내(500m ), (500m~3Km ), (3Km~10Km )

으로 나누어 방역대를 구축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이동제한조치와 소독을 실시하

고 발생농장 반경 및 인근농장 등 총 농가 수를 살처분 후 매몰하였500m 392 5,284,493

다 이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가 제거됨을 확인한 후 년 월 일에 에. AI 2004 9 21 OIE

보고하였다 그림 은 년 발생한 감염지역에 대해 나타내었다 출처 고병원성. 3 2003 HPAI ( :

조류인플루엔자백서 농림수산식품부 년 발생 이후 년 동안 발병증후가 나타, ). 2003 AI 2

나지 않았다 그러나 년 월 일 전라북도 익산시 육용종계장에서 두 번째 발. 2006 11 22 AI

병을 시작으로 년 월 일까지 총 건이 발생하였다 그림 에서와 같이 발생지역은2007 3 6 7 . 4

전북 건 익산 건 김제 건 충남 건 아산 건 천안 건 경기 건 안성 으로 축3 ( 2 , 1 ), 3 ( 1 , 2 ), 1 ( )

종별로는 닭 건 오리 건 메추리 건으로 보고되었다 바이러스 종류는 아4 , 2 , 1 . AI A/H5N1

형이며 추가 감염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염지역 이내 위험지역 이, (500m ), (500m~3Km

내 을 포함하여 총 수의 닭 오리 메추리를 살처분 후 매몰하였으며 인체 감) 2,799,432 , ,

염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생월별로 구분하면 월에 건 월에 건 월에. 11 2 , 12 2 , 1, 2, 3

각각 건씩 발생하였다 년 월 두 번째 발생이후 년 개월 만인 년 월1 . 2006 11 AI 1 6 2008 4 2

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형 가 발병하여 년 월 일 경북HPAI(A/H5N1 ) 2008 5 12

경산시에서의 발병을 마지막으로 그림 와 같이 개 시도와 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였5 11 19

다 총 신고건수는 건이었으며 이 중 양성반응이 확진된 곳은 건이며 기존 발생농장. 68 42

반경 안에서의 역학조사 건과 예방적 살처분 후 검사 건을 제외하면 총 발생건수10Km 1 8

는 건이었다 년에 발생한 는 과거 년과 년에 발생한 경우와 다른 양33 . 2008 HPAI 2003 2006

상을 보였다 첫 번째로는 발생건수의 증가이다 년에는 건 년에는 건에 비. . 2003 19 , 2006 7

해 년에는 건으로 각각 건과 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의심 신고2008 33 14 26 . AI

이후 이동제한 시까지 이동통제 공백 발생 및 통제사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타 지역

으로 전파되어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로 발생기간이 종전 여일에서. 100

여일로 단축되었다는 점이다 발생기간이 단축된 이유로는 방역 실시요령 및40 . ‘AI ’

긴급행동지침 에 의거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방역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재래시‘AI ’

장 가금류 시설폐쇄 및 사용제한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시행하여 발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주로 겨울철 동절기에 발병하는 것.

과 달리 년에는 월에 발생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이에 매년 동절기를 중심으로 해2008 4 .

오던 특별방역대책 을 상시방역체제로 전환 후 운영하게 되었다‘AI ’ .



- 180 -

살처분 및 매몰방법살처분 및 매몰방법살처분 및 매몰방법살처분 및 매몰방법2.1.72.1.72.1.72.1.7

살처분과 매몰방법은 의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AI .

살처분 방법(1)

살처분은 보통의 경우 농장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처분 대상범위로는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종란 식용란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발생지, , .

또는 오염지역 반경 이내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생산물 발생농장( 500m ) ,

소유자 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생산물과 그 밖에

역학적으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및 생산물에HPAI( )

대해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살처분을 하는 경우 살처분 방법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 살처분 방법으로는 이산화탄소.

(CO2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 및 사살 전살 약물사용 등이 있다 보통 살처분방법) , , .

으로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을 이용하며 기본 원리는 일정한 장소에

살처분 할 가금류를 모아 놓은 후 비닐을 덮고 이산화탄소 주입호스를 비닐하우스 내로

연결한 후 천천히 주입한다 주입 후 분 정도 경과하면 대부분 죽게 되며 비닐 안에. 10

잔존해있는 이산화탄소는 인간에게도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분 정도 자연환기 후 매몰30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오리와 닭은 각각 안락사 시키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살처분.

할 가금류의 특성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금류 종류별 처리방법은 조류. ‘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농림수산식품부 을 참조하면 된다( )’ .

(2) 매몰방법

매몰을 시작하기 전 먼저 매몰 장소의 선정이 중요하다 매몰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에.

하천 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이나 사람이나 가,

축의 접근이 제한되고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로 선택하여야 한다.

매몰 시 구덩이는 매몰할 가금류 수량을 고려해야 하며 사체를 구덩이에 넣은 후 사체

의 상부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은2m .

불침투성 재료로 덮는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로부터 깊이로 흙을 쌓은 후 생석회. 1m

를 두께로 도포한다(CaO) 3cm .

가스배출관은 사체와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설치개수는 기준으로 최소 개를 설치90 5㎡

한다 가스배출관은 등의 재질로 만든 홈통을 이용하며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 PVC

힘을 방지한다 또한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도출시키며 자형 형태로 끝부. U

분이 지면을 향하게 한다.

매몰된 사체로부터 이상 복토하고 지표면위로 이상 성토한다 매몰지 주변에2m , 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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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량 이상의 저류조를 만들고 수시로 생석회를 뿌려 소독한다 또한 침출수에0.5 .㎡

의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몰지 위에 탈취제를 뿌려주며 저류조에 모인 침출수는 1

차적으로 비닐을 덮고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자주 수거하여 처리한다 매몰 후에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 내용으로는 매몰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일, ,

자 발굴금지기간 기타 법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림 은 앞서 언급한 매몰방, , . 3

법에 근거하여 만든 매몰지 모식도이다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서울시립대학교 김계훈( , ).

그림 조류 인플루엔자 매몰지 모식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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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년 전라북도 내 매몰지역은 총 지점이며 매몰지가 가장 많은 곳은 김제지역2008 AI 203

으로 개소이며 다음으로는 정읍과 익산 순으로 파악되었다 최초 발생지역은 년112 . 2008

월 일 전북 김제지역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고 이 후 확정 받은 곳은 전4 1 HPAI

국적으로 총 농가 중에서 전라북도가 농가를 차지하였다33 19 .

대상지점의 위치 및 매몰일자 매몰수 그리고 축종에 관한 것은 년도에 전라북도보, 2009

건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발생지역 토양 및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에 자세‘AI ’

히 수록하였다.

퇴체태퇴체태퇴체태퇴체태

오염도 조사에 필요한 대상 시료는 지하수이며 채수방법은 수중펌프(supertwister,

를 이용하여 채수를 하였다 새로운 관측공에서 시료를 채수하는 경우 전 시료C&H.inc) .

가 잔존하므로 초 정도 양수한 후 시료를 채수하였다20 .

퇴체퇴퇴체퇴퇴체퇴퇴체퇴

관측공에서 채수한 지하수 시료에 대한 분석항목은 표 과 같다 분석항목은 가축매몰1 .

지 환경관리계획 수립지침개정 환경부 에 제시된 가지 항목을 선택하였다( , 2009) 4 .

표 매몰지역 지하수 분석항목1. AI

시료종류 분 석 항 목

지 하 수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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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전라북도 내 매몰지역 개 지점 중 년도에는 김제지역 곳 정읍지역 곳 그AI 203 2009 6 , 4

리고 익산지역 곳 년 지점 포함 을 조사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김제지역 곳5 (2006 ) 6 ,

정읍지역 곳 익산지역 곳으로 익산지역에서 지점이 제외되었다 제외된 이유는 민4 , 4 1 .

원인이 관측공 폐공을 요구하여 폐공 후 측정지점에서 제외시켰다.

년 회에 걸쳐 지하수를 채수하였으며 지점명은 편의상 김제지점은 정읍지역 익3 G, J,

산지점은 로 표기하였다I .

판체1판체1판체1판체1

지점지점지점지점4.1.1 G-14.1.1 G-14.1.1 G-14.1.1 G-1

지점 현황(1)

지점은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조사지역 주변은 대체로 구릉성G-1 ,

야산과 충적평야로 형성되어 있다 약 수의 산란계 닭을 매몰하였으며 매몰 전에. 45,000

는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었다 매몰지는 직사각형 모양이며 주변 토양보다 약 정. 50cm

도의 높이로 복토가 되어 있었다 매몰지 표지판과 가스배출관은 설치되어 있으나 우수.

유입을 방지할 비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분석결과(2)

관측공별 지하수 분석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2 .

회 분석결과 암모니아성 질소는 불검출 혹은 이하였으며 총대장균군수도 대부분3 0.1 ,

이하로 매우 낮았다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 또한 생활용수 수질기준 질산성 질소<2 . ( :

이하 염소이온 이하 보다 매우 낮게 측정되어 이 지점은 침출수로 인한20mg/L , : 250mg/L )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점지점지점지점4.1.2 G-24.1.2 G-24.1.2 G-24.1.2 G-2

지점 현황(1)

지점은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조사지역 주변은 대체로 농경지G-2 ,

로 형성되어 있다 약 수의 토종닭을 매몰하였으며 매몰 전에는 농작물 경작지로. 35,000

사용되었다 매몰지는 마름모꼴 형태의 모양이며 축사와의 거리는 약 정도였다 가. 30m .

스배출관은 빼놓아진 상태이며 복토 위에 비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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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2. G-1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2 <2 <2 0.8 0.5 0.5 35.6 30.6 24.6 61.5 48.9 52.6

지하수2 3 <2 <2 0.5 0.3 0.3 7.8 5.5 7.8 18.2 18.1 15.8

지하수3 <2 <2 <2 0.1 0.1 0.1 18.2 12.6 14.6 40.6 39.5 33.6

지하수4 4 <2 <2 불검출 불검출 0.1 2.8 1.9 2.8 12.5 11.6 12.2

분석결과(2)

매몰지 주변에 도로확장 공사 김제시 주관 로 인하여 매몰지 상층부분이 도로로 포장되( )

는 과정에 지하수 관측공이 파손 및 매몰이 되어 더 이상의 채수는 불가능하였다 참고.

로 이 지점은 년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매우 낮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2009

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지점이었다.

지점지점지점지점4.1.3 G-34.1.3 G-34.1.3 G-34.1.3 G-3

지점 현황(1)

지점은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조사지역 주변은 축사와 농경지G-3 ,

로 형성되어 있다 약 수의 산란계를 매몰하였으며 매몰 전에는 농작물 경작지 및. 30,000

쓰레기 보관토지로 사용되었다 매몰지는 원형 모양의 기울기가 없는 평지로 축사와의.

거리는 약 정도였다 가스배출관과 표지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복토 위 비닐은 설10m .

치되어 있지 않았다.

분석결과(2)

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3 .

암모니아성 질소는 대부분 불검출이었으며 질산성 질소는 대부분 생활용수 기준,

이하 보다는 조금 높았으며 년 분석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20mg/L ) 2009 .

로는 암모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와의 관계 및 염소이온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침출수

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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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3. G-3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5 21.3 20.2 19.1 14.5 15.2

지하수2 <2 <2 <2 불검출 0.1 불검출 28.0 22.5 21.3 20.1 18.5 10.6

지하수3 4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5 23.4 23.5 14.2 10.2 9.8

지하수4 13 4 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0.0 30.6 32.6 25.5 22.8 19.9

지점지점지점지점4.1.4 G-44.1.4 G-44.1.4 G-44.1.4 G-4

지점 현황(1)

지점은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조사지역 주변은 대부분이 농경G-4 ,

지이며 전면에 축사가 있었다 이 매몰지역에는 약 수의 산란계를 매몰하였으며. 146,000

매몰 전에는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었다 매몰지는 마름모꼴 모양이며 매몰지역 윗부분.

과 약 정도 높이차이로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가스배출관과 매몰지 표지판은1m .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분석결과(2)

지하수는 모든 지하수공에서 채수가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토양 특성상 암밀된

점토나 황토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실트질 모래형태로 구성되어 지하수가 모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땅속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는 지하수의 오염도를 직접적.

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립장 침출수의 수위에 따른 유출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지점지점지점지점4.1.5 G-54.1.5 G-54.1.5 G-54.1.5 G-5

지점 현황(1)

지점은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조사지역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G-5 ,

이며 서쪽으로 축사가 있었다 매몰지는 도로변과 약 떨어진 곳에 계란형 형태로, . 10m

매몰되어 있다 이 매몰지역에는 약 수의 산란계를 매몰하였으며 매몰 전에는 농. 40,350

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었다 매몰지의 상태는 일부분이 함몰되거나 갈라진 상태이며 가스.

배출관은 버려져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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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2)

지하수의 경우 지점과 같이 모든 지하수공에서 채수가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이유G-4

는 지하의 토양 성질이 물을 담수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닌 투과가 잘 되는 모래나 자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도 처럼 침출수 수위변화에 따라 주변 토양G-4

에 오염가능성을 예측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지점지점지점지점4.1.6 G-64.1.6 G-64.1.6 G-64.1.6 G-6

지점 현황(1)

지점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조사지역 주변은 진입로 쪽으로G-6 ,

는 축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 평지로 구성되어 있다 매몰지에 약 수의 토종계. 45,000

를 매몰하였으며 매몰 전에는 농경지 및 쓰레기 보관토지로 사용되었다 매몰지는 직사.

각형 모양이며 축사와의 거리는 약 정도였다 매몰지 표지판은 있으나 가스배출관은10m .

버려진 상태였다.

분석결과(2)

지점별 지하수 오염 분석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4 .

분석결과 오염지표인 암모니아성질소는 대부분 불검출이었다 질산성질소는 관측공.

번에서 이상 분석되었으나 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낮게 측정되었다1,2,4 40mg/L 2009 .

지점 지하수 모두 특별한 악취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질산성 질소가 생활용수 기4 .

준치보다는 높지만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지점이 기존 농경지임을 감

안하면 침출수로 인한 오염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4. G-6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8 5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5.2 39.5 48.2 51.8 50.2 47.2

지하수2 11 5 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4 7.9 8.5 10.6 8.8 8.0

지하수3 13 4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3.5 41.2 62.2 44.7 39.5 45.8

지하수4 13 4 8 0.8 불검출 0.1 85.7 66.8 79.8 83.0 60.2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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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태판체태판체태판체태

지점지점지점지점4.2.1 J-14.2.1 J-14.2.1 J-14.2.1 J-1

지점 현황(1)

지점의 위치는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소재이며 매몰지역 북동쪽으로는 축사가 형성J-1 ,

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농토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몰지는 복토를 한 상태, .

여서 지면보다 약 높았으며 매몰지 표지판과 가스배출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수50cm .

유입을 방지할 차수막 용 비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약 수의 닭을 매몰하였으. 37,700

며 매몰 전에는 농경지로 사용되었다 매몰지는 타원형 모양이며 축사와의 거리는 약.

정도였다15m .

분석결과(2)

각 지점별 지하수 분석결과는 표 와 같이 암모니아성 질소는 불검출이거나 매우 낮았5

으며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 농도 또한 생활용수기준보다 매우 낮았다 또한 년도, . 2009

분석결과와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지하수 관측공 지점 모두 침출수에. 4

오염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5. J-1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2.5 2.2 25.5 22.5 20.8

지하수2 3 <2 <2 0.1 불검출 0.1 3.6 3.2 3.5 27.2 26.4 25.6

지하수3 <2 <2 <2 0.1 0.1 0.1 0.4 1.1 1.6 26.2 23.9 28.4

지하수4 4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8 3.3 3.8 25.5 23.2 24.8

지점지점지점지점4.2.2 J-24.2.2 J-24.2.2 J-24.2.2 J-2

지점 현황(1)

지점의 위치는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소재이며 조사지역 주변은 대부분 과수원과J-2 ,

조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축사는 매몰지로부터 약 정도 떨어져 있었다 매몰지 형200m .

태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크기는 다른 매몰지역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매몰지는 산 쪽에.

위치하였으며 지하수의 흐름은 남서쪽 방향으로 예상되었다 매몰지 표지판은 있으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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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배출관은 훼손된 상태였으며 우수유입을 방지할 차수막용 비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

다 약 수의 닭을 매몰하였으며 매몰 전에는 과수원 농토로 사용되었다. 50,000 .

분석결과(2)

시료채취과정에서 매몰지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두 지점에서는 지하수를 채수할 수 없

었다 다른 두 지점에서 채수한 지하수의 오염도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모두 불검출이었.

으며 나머지 항목도 매우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년도에 조사한 농도 값보다 낮게 측2009

정되었다 따라서 지점의 지하수 모두 침출수에 오염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J-2 .

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6. J-2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8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4 8.5 8.1 36.9 15.6 16.3

지하수2 23 8 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1 12.2 12.0 36.9 20.8 14.2

지점지점지점지점4.2.3 J-34.2.3 J-34.2.3 J-34.2.3 J-3

지점 현황(1)

지점의 위치는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소재이며 조사지역 주변으로 서쪽으로는J-3 , 4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임야로 형성되어 있었다 매립지는 총 개로. 2

되어 있으나 지하수 흐름방향을 예상하여 지표면 높이가 낮은 곳 약 매몰 을 선( 51,000 )

택하였다 매몰지 형태는 직사각형 모양이며 크기는 다른 매몰지역에 비해 넓은 편이었.

다 매몰지는 산 쪽에 위치하였으며 지하수의 흐름은 축사가 위치한 북서쪽 방향으로 예.

상되었다 매몰지 표지판과 가스배출관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우수유입을 방지할 차수막.

용 비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분석결과(2)

지하수 분석결과 표 에 나타낸 것처럼 지하수 과 지점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는 측정7 1 4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하수 지점은 차 측정 시. 1 1

에서 차 측정 시 로 매우 높게 증가하였으며 지하수 지점은 차 측11.5mg/L 3 147.3mg/L , 4 1

정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로 측정되었다 이 지점은 년도 모니터링결106.2mg/L . 2009

과에서도 암모니아성 질소가 다른 지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 지점이었으나 이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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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진 않았다 분석 결과만 살펴보면 침출수에 의한 오염.

도가 높은 지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장의 매몰지 주변을 조사한 결과 오염도가 높게

측정된 관측공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다량의 닭사체를 매몰한 곳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도가 높아 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었다.

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7. J-3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13 4 5 11.511.511.511.5 52.652.652.652.6 147.3147.3147.3147.3 2.7 18.8 28.1 17.717.717.717.7 32.532.532.532.5 80.880.880.880.8

지하수2 13 <2 <2 0.5 0.9 1.3 1.4 1.8 0.8 12.1 11.6 9.2

지하수3 8 <2 <2 8.8 8.6 9.6 1.2 0.9 0.6 19.9 12.2 6.4

지하수4 27 <2 <2 49.649.649.649.6 68.668.668.668.6 106.2106.2106.2106.2 1.7 2.8 3.7 36.9 26.9 14.9

지점지점지점지점4.2.4 J-44.2.4 J-44.2.4 J-44.2.4 J-4

지점 현황(1)

지점의 위치는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소재이며 매몰지를 중심으로 아래쪽 북쪽 으J-4 , ( )

로 약 떨어져서 축사가 있으며 동 남쪽 지역으로는 도로가 나 있었다 지하수 예상20m , .

흐름은 지표 고도가 높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를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매몰지 형태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매몰지 크기는 작은 편이었다 매몰지 표지판과 가스배출관 상태는.

매우 양호하게 유지되어있었다 우수유입을 방지할 차수막용 비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

다 매몰지에는 크기가 매우 작은 메추리 약 수가 매몰되어 있었다. 135,000 .

분석결과(2)

각 관측공 별 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 암모니아성 질소는 대부분 불검출이었으며 질산,

성 질소는 생활용수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2009

내었다.

따라서 지점의 지하수 모두 침출수에 오염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J-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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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8. J-4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2 <2 2 불검출 0.1 0.2 13.4 12.5 15.6 48.2 40.5 44.2

지하수2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9 10.2 15.8 22.0 22.1 22.7

지하수3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4 15.8 16.2 24.1 23.6 22.1

지하수4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5 8.9 8.8 20.6 15.5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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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퇴판체퇴판체퇴판체퇴

지점지점지점지점4.3.1 I-14.3.1 I-14.3.1 I-14.3.1 I-1

지점 현황(1)

지점의 위치는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소재이며 산 위쪽에 매몰지가 형성되어 있었I-1 ,

다 매몰지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축사가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농지와 수목으로.

되어있었다 지하수 예상 흐름방향은 매몰지역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를 것이라 예상되.

었다 매몰지 위에는 정화작용을 하기위해 톱밥이 골고루 퍼져 있었으며 매몰지 표지판.

과 가스배출관은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우수유입을 방지할 차수막 용 비닐은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 매몰지에는 토종닭 수를 매몰하였다. 35,000 .

분석결과(2)

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9 .

지하수 지점 중 지하수 지점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모두 불검출이었으며 차 최종분4 1 , 3

석 결과에서도 이하로 측정되었다 질산성 질소는 지하수 지점을 제외하고는 생1.0mg/L . 3

활용수 수질기준 이하였으며 지하수 지점도 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비해 낮은 농도3 2009

로 측정되었다.

지하수 지점의 염소이온 농도가 차 측정 시 로 생활용수 수질기준이하지만2 1 109.1mg/L

약간 높게 측정되었으나 차와 차 조사 시 농도값이 점점 감소하여 최종 차 조사 시에2 3 3

는 로 매우 감소하였다23.4mg/L .

따라서 지점의 지하수 모두 침출수에 의한 오염된 곳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I-1 .

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9. I-1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5 3.9 3.9 24.7 22.4 26.2

지하수2 <2 2 2 1.9 1.5 1.0 11.6 5.2 5.6 109.1109.1109.1109.1 52.8 23.4

지하수3 <2 <2 2 3.0 1.8 0.1 26.1 25.2 26.3 36.3 30.2 26.9

지하수4 <2 <2 <2 0.1 불검출 불검출 16.0 19.6 19.2 22.5 23.6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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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지점지점지점4.3.2 I-24.3.2 I-24.3.2 I-24.3.2 I-2

지점 현황(2)

지점의 위치는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소재이며 매몰지는 도로변과 부화장 사이에I-2 ,

형성되어 있었다 매몰지의 북동쪽 약 떨어진 곳에 부화장이 있으며 나머지 면은. 15m 3

도로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몰지는 약 높이로 복토가 되어 있으며 조사 지역 중 유일. 1m

하게 차수막용 비닐로 매몰지 전체를 덮어 우수유입을 방지하였다 매몰지 표지판과 가.

스배출관도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매몰지에는 개의 계란이 매몰되어 있었. 1,260,784

다.

분석결과(2)

관측공에 따른 지하수 분석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10 .

전반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불검출 또는 이하였으며 질산성질소 또1.0mg/L ,

한 지하수 지점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값을 나타냈다 지하수 지점의 질산성 질소는5 . 5

차 조사부터 생활용수 기준치 이하였으며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년2 . 2009

모니터링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농도 값이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점의 매몰.

지점은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차단용 비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침출

수의 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침출수 오염영향도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매몰지점은 침출수에 의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10. I-2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1.1 1.2 45.0 28.6 26.5

지하수2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1.5 1.5 15.1 12.2 11.6

지하수3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6 0.6 0.5 37.0 28.6 22.3

지하수4 <2 2 2 0.7 0.1 0.2 0.5 0.5 0.5 43.0 22.5 26.5

지하수5 7 2 <2 0.1 불검출 불검출 22.1 18.6 11.1 17.7 15.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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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지점지점지점4.3.3 I-34.3.3 I-34.3.3 I-34.3.3 I-3

지점 현황(1)

지점의 위치는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소재이며 매몰지는 산 중턱에 위치하였다 북I-3 , .

쪽방향 아래쪽과 남쪽으로는 농지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축사 서쪽으로는 삼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지하수 예상 흐름방향은 매몰지 위치가 산 중턱을 감안하여 북동쪽 축.

사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매몰지는 복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우수유입을.

방지할 차수막 용 비닐도 설치되지 않았다 매몰지 표지판과 가스배출관은 양호하게 설.

치되어 있었다 매몰지에는 토종닭 수가 매몰되어 있었다. 56,000 .

분석결과(2)

지점의 개의 관측공 모두 지하수 시료채취가 불가능하였다 이는 지하수공 지점이I-3 4 .

산 중턱에 위치하여 지하수가 형성되지 않고 산 아래쪽으로 흘러 지면과 비슷한 하부에

서 지하수가 형성되어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대상지역 주민이 생.

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분석하여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전 항목이 기준 이하

였다 그러나 만약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면 산 아래 주변으로 확산되어 침투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매립장 침출수의 수위측정 및 주민이 사용 중인 생활용수의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지점지점지점지점4.3.4 I-44.3.4 I-44.3.4 I-44.3.4 I-4

지점 현황(1)

지점의 위치는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소재이며 이 지역은 년 월에 발생한I-4 , 2006 12 AI

매몰지역이다 년 매몰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이며 년 월에는 발굴. 2008 2009 12

이 가능한 지역이다 매몰지는 산 아래쪽 부근 철길 옆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하수의.

예상흐름방향은 매몰지 위쪽에서 아래 철길 쪽과 농지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매몰.

은 지하수 흐름을 고려하여 산 쪽으로 더 깊이 경사를 두어 판 후 종계 수를 매몰20,460

하였다 매몰지 표지판과 가스배출관은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우수유입을 방지할. .

차수막용 비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복토는 양호한 상태였다.

분석결과(2)

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11 .

지하수 의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는 이하이거나 불검출이었으나 지하수1,2,3 0.3mg/L , 4

의 경우는 평균 정도로 다른 매몰지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총질소에서5.0mg/L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산성질소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침출수로 인한 암모니아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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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의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매몰지점은 침출수로 인한 오염I-4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지점의 주요 오염지표 항목에 따른 분석결과11. I-4 단위:mg/L

항목 및
횟수

지점

총대장균군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1 2 3 1 2 3 1 2 3 1 2 3

지하수1 <2 <2 <2 0.3 0.2 0.2 29.9 27.6 29.7 14.2 13.8 14.9

지하수2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5.7 15.2 15.4 14.3 11.6 9.2

지하수3 <2 <2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5 17.6 18.8 21.8 18.9 19.1

지하수4 <2 <2 <2 4.5 5.1 5.4 12.9 13.3 15.7 37.8 20.9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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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판판체판판체판판체판

조사 지점으로 선정된 개 지점의 매몰지 상태 및 지하수 오염상태를 조사한 결과14

김제지역의 경우 매몰지 상태는 대부분 매몰지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가스배출관은

만 양호하였으며 침출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우수차단용 비닐을 설치한 곳은 한 지점50%

도 없었다 부분적으로 지반이 내려앉은 곳도 개 지점 중 지점이 있었다 조사지점의. 6 1 .

지하수는 침출수에 의한 오염이 예상되거나 그 외 다른 요인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지점

은 없었다.

정읍지역의 경우 매몰지 상태는 지점 모두 우수차단용 비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4

며 매몰지표지판과 가스배출관은 대부분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매몰지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지점 중 지점은 침출수의 오염이 없었으며 지점은 침출수. 4 3 , 1

에 의한 직접적인 오염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나 매몰지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매몰시킨,

닭 사체들로 인한 차 오염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었다2 .

익산지역의 경우 매몰지 관리상태와 관련하여 매몰지 표지판과 가스배출관은 모두 양호

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점 부분적인 함몰지역이 있음 을 제외하고는 매몰지 복토상1 ( )

태도 양호한 편이었다 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는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체폴 AI판체폴 AI판체폴 AI판체폴 AI

가 발생시 매몰지점의 선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 표 에 나타내었다AI 12 .

표에 언급된 내용은 현장조사 중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주로 다룬 것이며 그 외 매몰절

차의 규정은 가금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 , , 2004) 5『 』

장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이 언급되어 있다.

그림 에서는 효율적인 매몰지 모식도에 대해 나타내었는데 기존 매몰지와 비교하여 가4

장 큰 다른 점은 매몰지 내에 관측 및 수거공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증가하는 경우 수위

측정 및 침출수 수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외에 축사 주변에 토질이나 지형에 대해.

매몰지로 적합한 지점을 사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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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매몰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12.

번호번호번호번호 문 제 점문 제 점문 제 점문 제 점 해 결 방 안해 결 방 안해 결 방 안해 결 방 안

1
지대가 높은 지역이나○

산중턱에 매몰지점 선정

지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최소 이동경로와 낮은 지형을 사전 선정

하여 발생시 매몰지로 사용AI

2

매몰지 복토상태 불량○

우수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증가○

복토는 지표면에서 정도로 하며 매몰지1m

주변에 복토용 흙을 상시 준비하여 우수로 인

해 복토가 유실시 재복토 실시

강우 유입을 막기 위해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은 후 고정 및 빗물 배수로 설치

3 매몰지 토양 특성 고려 부족○

사전에 토양 시추기를 이용하여 토양측정

후 배수가 좋은 사토나 자갈로 구성된

지점은 매몰지 선정시 배제하고 투수성이

낮은 황토나 점토로 된 지점을 사전 선정

4
매립장 내부의 비닐훼손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우려

발병 시 현실적으로 차단벽을 설치 후AI

매몰은 불가능하므로 일반 비닐보다는 매

립장에서 사용되는 불투수성차수막을 충분히

설치 후 매몰

5 침출수 처리문제○

침출수 수위측정 후 일정량 이상이 모이면 펌

프를 관측공에 주입하여 채수 후 침출수 처리

장으로 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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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침출수 수위 측정 및 채수를 위한 현 매몰지 수정 모식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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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년도와 년도 발생한 매몰지 중 김제 지점 정읍 지점 익산 지점의 지하2006 2008 AI 6 , 4 , 4

수 오염 여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년도 조사에서는 김제 지점 정읍 지점 익산 지점이 암모니아성 질소 또는1. 2009 2 , 1 , 3

유기물질이 높아 오염예상 지역이었으나 이 중 환경부가 제시한 시험항목 암모니아성, (

질소 기준으로 보면 정읍 지점과 익산 지점에서 오염예상지역으로 판단되었다) 1 2 .

년 지하수 분석 결과 개 관측공 중 대부분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없는 것으로2. 2010 57

조사되었으나 정읍 지점 관측공 공 에서는 오염지표인 암모니아성 질소가 높게 측정되1 ( 2 )

었으며 년도에 오염 예상지점들은 주민의 요청으로 폐공처리된 익산 지점을 제외하2009 1

고는 조사결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대부분 낮게 측정되었다.

정읍 지점은 년 조사에서도 오염 가능성이 의심된 지점이었으나 현장 매몰지2. 1 2009 ,

주변을 조사한 결과 단지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오염이기 보다는 관측공 주변에 다량의

닭사체를 매몰한 곳 매몰규정을 지키지 않음 이 존재하여 이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도가( )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매몰지 선정 시에는 산 능선이나 고지대보다는 낮은 지점 붕괴 및 침수 우3. AI ,

려가 적은 지점 지질은 배수가 잘되는 자갈이나 모래보다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식토나,

식양토로 이루어진 지점을 사전 선정하여 발병 시 사전선정 지점에 신속히 매몰하는AI

것이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또한 매몰지 내에 침출수 수.

위 측정이 가능한 관측공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침출수의 수위변동 관찰 및 침출수를 제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된다.

현재 년으로 명시된 매몰기간은 침출수가 충분히 부식되어 오염인자가 없어지기에4. 3

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관리 기간을 년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침출수의 농도변화에 따라, 3

토지재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차 지하수 및 토양오염방지에 중요하다 사료된다2 .

본 조사에서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여부조사 뿐만 아니라 발생시 매몰지의A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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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조건 및 침출수 오염농도를 관리 또는 제거하는 매몰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도 매몰지는 해당 시군과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AI

되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몰지의 침출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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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인력의 도시 집중화에 따라 식량난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

상 시키기며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적절한 농약의 사용은 불

가피한 실정이다 미국에서 조사 보고된 바에 의하면 만일 현재의 농업 체계에서 농약.

사용을 중단 한다면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당해연도 에는 년째에는 의24 37%, 3 45 67%∼ ∼

감수가 예상 된다고 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사과 재배에 있어서 관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감수 율이 나 되며 품질저하에 따른 상품으로서의 불합격 율은40% 80%

에 이를 정도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노동력 절감에 농약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농약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 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년 월 처음으로 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1988 9 17

한 이래로 차례 이상의 잔류허용기준 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년 말 현재 총20 “ ” 2010

종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및 수입 유통될418

수 있도록 국가가 생산부터 유통단계 까지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의 특성상 유통 경로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여 도매시장 대형 및 중 소형 점, ∙

포를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수거 검사제도의 틀 안에서 잔류농약이 비

교적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에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 검

사를 매년 건 건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 이외에도 홈쇼핑600 800 . ,∼

인터넷판매 도 농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경로가 있으며 이러한 형태로 유통되, ∙

는 농산물은 유통과정 중에 국가의 잔류농약 검사 제도에서 관리 되지는 않으나 상대적

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속에 다른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유통 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 소규모 농가에서 여러 가지 다품종 소량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가 소모 후 남는 량을 직접 가지고 나와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부정기 적으로 판매하

는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 이며 생산자 추적 등 관리가 불가 함 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일반적인 국가 잔류농약 검사제도 하 에서는 관리 및 실태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잔류농약 검사제도 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농산물

을 조사 함 으로써 이러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오염 실태를 파악 하여 필요시 도민 홍보

를 통해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농약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는 안전한 농약사용법을 준수토록 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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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1태체1태체1태체1

농약의 관리(1)

농약은 농약관리법 에 의하여 해당 작물에 사용 등록된 경우에만 농약안전사용기준“ ”

이 고시되고 이에 따라 사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농약관리법 에 의하여 관리, “ ”

되고 있으나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되거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식, “

품위생법 제 조에 따른 식품공전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의해서도 관리를 받게 된다” 7 .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2) (MRL)

농산물의 재배저장운송 과정 중 사용한 농약성분이 잔류된 농산물을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이 이상이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잔류량을 정한 수치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3)

농약 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작물잔류성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당 농산에 사용된 농약의

잔류 특성을 조사하고 농약의 국민평균체중 식품 섭취량을 기초로 하여 위해평가, ADI, ,

를 실시하여 해당 농약의 이론적인섭취량 이 일 섭취허용량 을 초과하지 않도(TMDI) 1 (ADI)

록 안전한 수준의 농약잔류기준 안 을 정하고 국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설( )

정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자료(4)

일섭취허용량 화학물질이 함유된 사료1 (ADI-Acceptable Daily Intake, mg/kg bw) :①

를 랫드나 개에 장기간 동안 투여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량을 무작용량

값 이라고 한다 는 이 값에 안전율 최소 로 곱(NOEL-No-Observed-Effect Level ) . ADI ( 1/100)

하여 산출한 값으로 체중 당 허용되는 으로 표현되므로 잔류허용기준안 즉1kg mg , mg/kg( ,

당 함유 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1kg mg ) .

이론적 최대 섭취량 잔류허용기준설정(TMDI-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②

대상식품 일 섭취량에 각각 식품의 기준치를 곱하여 합한 값1

작물잔류성 자료 자료(GAP-Good Agriculture Practice in the use of pesticides ) :③

농약의 사용등록을 위하여 작물에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농약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 자료

인 일 식품섭취량 국민을 대상으로 각 식품별 섭취량을 조사한 자료1 1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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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균체중 : 55kg⑤

세계 각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5)

표 세계 각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1.

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

농약수 종418 종157 종375 종199
종799

동물용의약품 포함( )

식품

대부분 농

산물 및
식육

대부분
농산물,
사료 및

식육

대부분

농산물
및 식육

대부분 농

산물 및
식육

대부분농산물 식육 및 수산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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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체1퇴체1퇴체1퇴체1

년 월부터 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지역의 아파트 주변 지역의 노상에서2010 3 12 , , ,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 과실류, , 과채류 등 건에 대하여 살균제 살충제 성분 종의100 , 175

잔류농약을 분석하였으며 잔류농약 분석항목은 표 와 같다2 .

표 잔류농약 분석항목2.

다성분검정농약 종(175 )
-Endosulfanα Fenpropathrin Prochloraz Fenamidone Pirimiphos-methyl

-Endosulfanβ Fenvalerate Flusilazole Azinphos-methyl Thiazopyr

Endosulfan-sulfate Chlorpyrifos-methyl Phosphamidone Permethrin Furathiocarb

Procymidone Fenarimol Fenpyroximate Thiometon Penconazole

Azoxystrobin Pyridaben Parathion Isazofos Quinalphos

Diazinon Mepanipyrim Pyrazophos Etrimfos Imazalil

Chlorpyrifos Fluquinconazole Thifluzamide Heptachlor Endrin

Paclobutrazol Ethaboxam Thiacloprid Probenazole Fluazinam

Chlorothalonil Fenitrothion Triadimefon Aldrin Nuarimol

Diniconazole Pyrimethanil Tricyclazole Pirimiphos-ethyl Methoxychlor

Ethoprophos Thiamethoxam Tebufenozide Heptachlor epoxide) Phosalone

Dimethomorph Fosthiazate Clothianidin Dieldrin Pyrimidifen

Fludioxonil Isoprothiolane Quintozene Fenoxanil Pirimicarb

Kresoxim-methyl Iprobenfos Captan Oxadixyl Isoprocarb

Indoxacarb Zoxamide Chinomethionat Edifenphos Diphenamid

Diethofencarb Prothiofos Oxadiazon Phosmet Molinate

Flutolanil Metconazole Alachlor Indanofan Mepronil

Tolclofos-methyl Cyflufenamid Anilofos Mefenacet Diphenylamine

EPN Tebuconazole Simeconazole Fluvalinate Triazophos

Pyridalyl Triflumizole Bendiocarb Dicloran Cyprodinil

Iprodione Pyraclostrobin Methabenzthiazuron Tefluthrin Fenoxycarb

Flufenoxuron Etoxazole Methomyl Dimethenamid Cinosulfuron

Phenthoate Spirodiclofen Dicofol Dithiopyr Cyazofamid

Vinclozoline Fenthion Dimethoate Esprocarb Flufenacet

Methidathion Trifloxystrobin Deltamethrin Dimethylvinphos Flumioxazine

Chlorfenapyr Tolyfluanid Nitrapyrin Fipronil Forchlorfenuron

Lufenuron Carbaryl , , , -BHCα β γ δ Mecarbam Hexaflumuron

Metalaxyl Cyhalothrin Parathion-methyl Folpet Imibenconazole

Terbufos Methoxyfenozide Malathion Cyproconazole Pyributicarb

Boscalid Pyraclofos Fthalide Ethion Pyroquilon

Cadusafos Acrinathrin Isofenphos Pyriminobac-methyl Teflubenzuron

Cypermethrin Fenobucarb Dimepiperate Bromopropylate Tiadinil

Pendimethalin Tebufenpyrad Myclobutanil Tetradifon Aldicarb

Bifenthrin Acetamiprid Chlorobenzilate Fenbuconazole -

Carbofuran Dichlofluanid Carbophenothion Tralomethrin -

Tebupirimfos Propisochlor Captafol Terbutylaz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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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체태퇴체태퇴체태퇴체태

시험검체 채취방법시험검체 채취방법시험검체 채취방법시험검체 채취방법3.2.13.2.13.2.13.2.1

식품공전 잔류농약 분석법 검채 취급 방법에 따라 시험부위를 선별 분쇄기로 균질화 시

킨 후 균질화 된 검체 을 취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100g .

전처리 및 분석방법전처리 및 분석방법전처리 및 분석방법전처리 및 분석방법3.2.23.2.23.2.23.2.2

식품공전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제 법에(Multi class pesticide multiresidue method)- 2

따라 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기 조건분석기기 조건분석기기 조건분석기기 조건3.2.33.2.33.2.33.2.3

표 3. Analytical conditions of GC-ECD/NPD and GC-MSD

Class GC-ECD/NPD GC-MSD

Instruments Agilent 7890A GC Trace DSQ

Column DB-5
30m×0.25 ×0.25㎜ ㎛

TR5 MS
30m×0.25 ×0.25㎜ ㎛

Oven temperture

80 ( 2min)℃
7 /min↓ ℃

250 (0min)℃
15 /min↓ ℃

280 (11min)℃

80 ( 2min)℃
7 /min↓ ℃

250 (0min)℃
15 /min↓ ℃

280 (11min)℃

Injection temperture 230℃ 250℃

Detector temperture ECD 270℃
NPD 270℃

Ion source 230℃
Transfer Line 250℃

표 4. Analytical conditions of LC-MSMS

Class LC-MSMS

Instruments Waters

Column XBridge
C18 3.5 , 2.1×150㎛ ㎜

Oven temperture 40℃

LC MS/MS Mobile phase(gradient) A 98:2 Water/MeOH + 0.1%Formic Acid→
B MeOH + 0.1%Formic Acid→

Flow rate 0.3ml/min

Inj Volumn 10uL

Detector conditions 조건 사 종 조건MS/MS Water 503 Pestcide M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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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1판체1판체1판체1

총 분석 건수는 건으로 종류별로 보면 채소류 과실류 건이고 이들에 대한 잔류100 92, 8

농약 분석 결과는 표 과 같으며 건의 시료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고5 8 98∼

건의 시료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2 .

부추와 깻잎순 이며 검출농약은 부추 으로 기준 파 기Flufenoxuron 4.599 / 0.5 / (㎎ ㎏ ㎎ ㎏

준 을 초과 깻잎순 으로 기준 양상추 기준 을 초과하) , Fenitrothion 0.434 / 0.2 / ( )㎎ ㎏ ㎎ ㎏

였다 또한 채취 시기별 잔류농약 검출 현황은 표 와 같으며 월 및 월에 각각 건씩. 9 7 8 1

부적합 농약이 검출 되었으며 이는 소규모 노지 재배 시 하절기가 다른 절기에 비해 농

약 사용이 많고 규모화 된 대규모 영농이 아니므로 농약 사용농도 및 휴약기간 준수 등

농약 안전관리 사용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표 5. The result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Jeonju

Sample Results

채취월 시료명 시험항목 결과

월4

머위 잔류농약 항목175 적합

시금치 〃 적합

돌나물 〃 적합

냉이 〃 적합

상추 〃 적합

쪽파 〃 적합

시금치 〃 적합

돌미나리 〃 적합

월5

상추 〃 적합

아욱 〃 적합

부추 〃 적합

쑥갓 〃 적합

미나리 〃 적합

돌나물 〃 적합

머위 〃 적합

취나물 〃 적합

근대 〃 적합

월10

상추 〃 적합

시금치 〃 적합

깻잎 〃 적합

배추 〃 적합



- 210 -

표 6. The result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Gunsan

상추 〃 적합

월11

갓 〃 적합

시금치 〃 적합

배추 〃 적합

상추 〃 적합

월12

상추 〃 적합

시금치 〃 적합

치커리 〃 적합

배추 〃 적합

갓 〃 적합

시금치 〃 적합

Total 건32

Sample Results

채취월 시료명 시험항목 결과

월3

머위 잔류농약 항목175 적합

돗나물 〃 적합

갓 〃 적합

상추 〃 적합

얼갈이 〃 적합

취나물 〃 적합

미나리 〃 적합

시금치 〃 적합

월7

상추 〃 적합

부추
잔류농약 항목174 적합

Flufenoxuron:4.599ppm
파 기준( 0.5ppm) 부적합

고추 잔류농약 개 항목175 적합

토마토 〃 적합

비름 〃 적합

열무 〃 적합

복숭아 천도( ) 〃 적합

복숭아 털( ) 〃 적합

깻잎 〃 적합

자두 〃 적합

월11

아욱 〃 적합

시금치 〃 적합

미나리 〃 적합

상추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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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he result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Iksan

표 8. The result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Jeongeup

배추 〃 적합

쑥갓 〃 적합

Total 건24

Sample Results

채취월 시료명 시험항목 결과

월4

돌미나리 잔류농약 항목175 적합

얼갈이배추 〃 적합

부추 〃 적합

쑥갓 〃 적합

아욱 〃 적합

아기상추 〃 적합

열무 〃 적합

시금치 〃 적합

월8

상추 〃 적합

깻잎 〃 적합

부추 〃 적합

아욱 〃 적합

고추 〃 적합

월11

상추 〃 적합

오이 〃 적합

얼갈이배추 〃 적합

아욱 〃 적합

시금치 〃 적합

열무 〃 적합

Total 건19

Sample Results

채취월 시료명 시험항목 결과

월4

시금치 잔류농약 항목175 적합

머위 〃 적합

봄동 〃 적합

부추 〃 적합

상추 〃 적합

냉이 〃 적합

취나물 〃 적합

돌미나리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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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A case of agricultural products each Month

Month Area Number Reference

월 월3 ~5

전주 8

군산 8

익산 8

정읍 8

Total 건32

월 월6 ~8

전주 9

군산 10 부추 Flufenoxuron 4.599 /㎎ ㎏

익산 5

정읍 5 깻잎순 Fenitrothion 0.434 /㎎ ㎏

Total 건29

월 월9 ~12

전주 15

군산 6

익산 6

정읍 12

Total 건39

월8

깻잎 〃 적합

상추 〃 적합

부추 〃 적합

깻잎 〃 적합

깻잎순
잔류농약 항목174 적합

Fenitrothion:0.434ppm
양상추기준( 0.2ppm) 부적합

월11

상추 잔류농약 항목175 적합

호박 〃 적합

무우 〃 적합

갓 〃 적합

시금치 〃 적합

월12

시금치 〃 적합

냉이 〃 적합

상추 〃 적합

미나리 〃 적합

사과 〃 적합

감 〃 적합

냉이 〃 적합

Total 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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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년 월부터 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지역의 아파트 주변 지역의 소규모2010 3 12 , , ,

시장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 과실류 과채류 등 건에 대하여 잔류농약을 분, 100

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건의 시료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부추와 깻잎 순이며 검출농1. 100

약은 부추 으로 기준 파 기준 을 초과 깻잎순Flufenoxuron 4.599 / 0.5 / ( ) ,㎎ ㎏ ㎎ ㎏

으로 기준 양상추 기준 을 초과하였다Fenitrothion 0.434 / 0.2 / ( ) .㎎ ㎏ ㎎ ㎏

부적합 농산물은 월 및 월에 각각 건씩 검출 되었고 다른 달은 모두 불검출 되어2. 7 8 1

하절기를 제외하면 아파트 주변에서 판매되는 소규모 농산물은 잔류농약 으로부터 비교

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 검사는 매년 건 건 수준으로3. 600 800∼

실시하고 있는 데 잔류농약 부적합 율은 약 정도이며 이 번 조사사업에서도 부적합1~2%

율이 수준으로 일반적인 유통 농산물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대도시 주2% .

변 소규모 농가에서 여러 가지 다품종 소량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부정기 적으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경우 지속적인 실태 파악 및 생산자 관리가 절실하다

고 보여 진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농가에게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사용량 줄이기 등의 홍보와,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신선한 야채 및 과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면 전북 도

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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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음공해는 국민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

로서 가장 많은 불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환경오염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

염 진정민원 건수 중 소음 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에 해당하며 환경개선을 요84% ,

구하는 단순한 민원 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향 후 소음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감각공해인 소음의 영향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환경오염으로서 소음도

가 클수록 소음의 주파수 특성상 저주파보다는 고주파 성분이 많을수록 그리고 지속시,

간이 길고 충격성이 클수록 그 영향이 크다.

생활소음 문제는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생

긴 사회적인 관심사로써 최근에 이르러서는 생활소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다

양화 되고 있다 특히 생활소음 문제 중에서 급격한 도심화 현상에 기인한 교통소음에.

따른 피해상황이 큰 관심꺼리로 부각되고 있으며 교통소음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부터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생활환경소음 은 이제(COMMUNITY NOISE)

국내에서도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도심화가

크게 이루어진 일본이나 홍콩과 같은 국가에서 교통소음에 대한 연구와 그 대책이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심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소음.

문제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원

인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소음의 양상은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망의 확장과 도시건설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지역이 날로 확대되어 도시 교외는 물론 농어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대도,

시 대부분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소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국내의 여건상 도심 안에서 야기되는 소음에는

자동차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심 안에서 발.

생하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더불어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주행소음 자동차,

경적 소음 등은 도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이나 짜증스러움 같은 정

신적인 피해와 더불어 이러한 환경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행속도에 대한 제한이나 방음시설 설치와 같은 대

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외 여러 나라들의 대책과 비교하여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소음 민원 및 분쟁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으나 대책은.



- 217 -

사후처리식의 소극적 대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일한 대안으로 방음벽이 사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대규모 국가공단 조성과 새만금 방조제의 개통 현대중공업 등 대,

기업의 투자 및 수송동 지역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 증가 및 물류증가로 교통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는 군산시를 중심으로 용도지역별 분기별 도로교통 소음도와 교통량을,

조사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교통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

는데 필요한 교통소음 방지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18 -

2222

태체1태체1태체1태체1

도로교통소음은 자동차 교통량 대형차량수와 도로의 노면상태 구배 속력 등 도로조, , ,

건에 따라서 대폭으로 변동한다고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도로구간에서는 소,

음원에서 거리가 증가하면 소음이 감쇠하는 현상이 있다 대형차의 유입에 따라 소음치.

가 변화하고 자동차의 속력에 따른 소음치의 변화는 자동차의 운행형태에 따라 소음 값

의 변화폭이 다르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엔진과 관련된 소음

이고 다른 하나는 주행속력과 관련된 소음이다 엔진과 관련된 소음은 엔진소음 흡기. ,

및 배기소음 냉각팬 소음 등이 있으며 주행속력과 관련된 소음은 타이어 소음과 공력소,

음이 있다 엔진소음은 주행 속력과 관계없이 엔진회전수에 따라 변하고 타이어에서 발. ,

생하는 소음은 고속주행 시에 주로 문제가 되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속력이 이70km/h

상이 될 때 엔진소음보다 타이어 소음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타이어 소음은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압축된 공기가 방출될 때 발생되는 음과

타이어가 노면에 접촉될 때 발생되는 진동음이 주가 되며 트레드 패턴 노면상태 타이, ,

어의 마찰 공기압 및 마모상태 적재 용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 , .

도로면의 조건으로는 포장상태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소음이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소음보다 정도 높다3~5dB(A) .

최근에는 도로면 마찰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탄력성 첨가제와 아스팔트 방향유를 혼합시

켜서 만든 저소음 아스팔트 가 개발되어 차량소음의 를 줄일 수(Silent asphalt) 50~60%

있다고 한다 한편 차량의 속력이 증가하면 소음도는 따라서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차.

량속력이 매 씩 증가할 때마다 소음도는 씩 증가하며 소형차의 경우는10km/h 2.3dB(A) ,

중형차는 대형차량의 경우는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2.8dB(A), 2.1dB(A), 1.9dB(A)

다.

태체태태체태태체태태체태

자동차로부터 소음발생을 발생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엔진소음 구동계 소음 흡배, ,

기 소음 냉각용팬 소음 타이어 소음 등으로 나누어지며 기타 경음기 소음 주행시 발, , ,

생하는 공기역학 소음 문의 여닫는 소리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차량의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구분하면 도심지에서 저속일 경우에는 배기

소음 냉각계 소음 엔진소음 등을 들 수 있으며 고속도로 등의 고속주행 시에 크게 발, ,

생하는 소음은 타이어 소음 공기역학소음 및 흡배기소음 등을 들 수 있다 표 도로,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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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소음 중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도로교통소음의 발생인자와 구성요소2.1.

인 자 구 성 요 소

차 량 엔진 타이어 흡배기 냉각계, , ,

도 로 포장상태 구배 성토 절토 고가, , , ,

교통상태 교통량 속도 대형차혼입율 신호체계, , ,

도로 부지관계( ) 거리 부지표면 흡음 반사 음의 차폐물, ( / ),

기 후 온도 습도 풍속 풍향, , ,

엔진소음엔진소음엔진소음엔진소음2.2.12.2.12.2.12.2.1

엔진에서는 엔진의 주기적인 충격으로부터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연로와 분사방식에 따

라서 크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디젤엔진이 휘발유엔진보다 소음이 더 크게 발생하.

는 것을 볼 수 있고 분사방식에서는 직접분사방식이 간접분사방식보다 소음이 더욱 크,

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흡배기소음흡배기소음흡배기소음흡배기소음2.2.22.2.22.2.22.2.2

자동차의 소음 중에서 흡배기가 소음원이 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공기 및 가스를 흡입

및 배출하기 때문이며 이 중 소음은 파동음 기류음 방사음 등이 있다, , .

파동음은 흡기밸브의 공기흡입에 의해 단속적으로 발생되고 기류음은 흡기류가 와류화,

될 때 발생하는 음이며 방사음은 흡기계 내의 음압 및 엔진의 진동에 따라 진동함으로써

방사되는 소음을 말한다 배기소음은 배기밸브가 열릴 때 실린더 안의 압력이 커 고압가.

스를 폭발적으로 방출함으로 소용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있으며 기류음과 방

사음은 흡기계소음과 동일하게 나나탄다 따라서 이러한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

기 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음기는 주로 이상의 소음을 감소시키는(Muffler) 20dB(A)

역할을 한다.

냉각계 소음냉각계 소음냉각계 소음냉각계 소음2.2.32.2.32.2.32.2.3

냉각용 팬의 고속회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자동차의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이러한 소음은 회전음과 와류음으로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

회전음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음을 말한다 이 냉각계 소음은 팬 전. (fan)

후에 있는 라디에이터 등의 장애물과의 간격 및 배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냉각방식은 직결형, T/M(Thermal

형과 전동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중 대형차량에는 직결형과Modulator) ,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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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소형차에서는 직결형과 전동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팬소음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

은 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팬날개수 식× ( 1)

주파수:

분당 회전수:

가속주행을 할 경우 소음은 팬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결식을 사용할 때 보다T/M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주행 소음레벨을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1.5~2.6dB(A) 50% .

소형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경우에 직결시과 전동식을 비교해 전동식이 직결식보다 소음

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행 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주행 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주행 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주행 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2.2.42.2.42.2.42.2.4

자동차의 주행 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문제

가 되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정상주행 시 타이어소음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

자동차의 속도가 이상이 되면 기관소음보다 타이어 소음이 더 큰 문제가 된다70km/h .

이러한 타이어소음은 노면과 타이어사이에 압축된 공기가 방출될 때 발생된 음과 타이

어가 노면에 접촉될 때 발생되는 진동음이 주가 되며 트레드패턴 노면상태 타이어의, ,

종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타이어의 접지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트레드가 있.

고 이 상태에 따라 소음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데 이러한 소음을 패턴소음이라고 한

다 타이어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리브형 러그형 블록형으로 구분되며 리브 러그 혼합. , , -

형도 사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에 의하면 타이어의 트레드형태에 의한 소음. (1988)

의 차이는 표 와 같이 나타난다2.2 .

표 타이어의 종류 및 차종에 따른 소음레벨2.2.

차중(kg) 트레드패턴 차속(km/h) 발생소음레벨(dB) 차종

1,390

1,550

블록형

러그형

53

52

65.8

68.0

중형승용차

톤 트럭1

2,700
2,862

러그형
리브형

53
43

72.4
67.8

톤 트럭2.5
인승 버스25

7,040
6,750

러그형
리브형

52
45

71.5
67.5

톤 트럭8
시내버스

10,335
10,955

러그형
리브형

35
39

68.9
65.3

톤 트럭11
관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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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압력의 변동 를 교차하는 것이 번 을 주파수라 하는데 모든 공기의 압력이 모(+/- 1 )

두 소리로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파수 별로 느끼는 귀의 감도는 물리적,

인 음의 크기와는 비례하지 않는다 가청 주파수 범위는 이며 내외. 20~20,000Hz 4,000Hz

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이하 및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둔감해지는 것.

으로 파악되며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인감의 감도는 더욱 둔감해진다, .

인간이 듣지 못하는 이하의 음을 초저주파음 또는 청20Hz (Ultra low frequency sound)

외저주파음 라 하며 초저주파음은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레벨(Infra sound) ,

이 높은 경우 인체에 장시간 노출될 때에는 청각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초음파는 어군,

탐지 초음파 탐상 및 의료용 진단기 등에서 이용된다 표 은 발성 및 주파수 특성을, . 2.3

나타낸다.

표 발성 및 수음별 주파수 특성2.3.

구분 발성(Hz) 수음(Hz)

사람

개

고양이

박쥐

귀뚜라미

토끼

85 ~ 5,000

450 ~ 1,080

780 ~ 1,520

10,000 ~ 120,000

7,000 ~100,000

2,000 ~ 13,000

16 ~ 20,000

15 ~ 50,000

60 ~ 65,000

1,000 ~ 120,000

100 ~ 15,000

250 ~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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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본 조사는 년 월에서 년 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군산시 도로별 및 용도지역2010 1 2010 12 ,

별로 총 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이 중 주거지역이 지점 상업지역이 지점 공업지역13 . 4 , 4 ,

이 지점 대조지역 지점이다 조사지점은 표 에 나타내었다4 , 1 . 3.1 .

표 교통소음 측정지점3.1.

측 정 지 점 소재동 용도지역 지점수 도로차선수

계 13

조촌동주민센터 앞1. 조촌동 주거지역 1 6

주공 단지 앞2. 1 미룡동 〃 1 6

동아아파트 앞3. 소룡동 〃 1 6

동신아파트 앞4. 지곡동 〃 1 6

교보생명 앞5. 중앙동 상업지역 1 4

이마트 앞6. 경암동 〃 1 6

다비치안경 앞7. 나운동 〃 1 6

롯데마트 앞8. 수송동 〃 1 8

페이퍼코리아 앞9. 조촌동 공업지역 1 6

덕일목재 앞10. 소룡동 〃 1 6

동양제철화학 앞11. OCI( ) 소룡동 〃 1 6

대상전분당 앞12. 소룡동 〃 1 6

오성산기상관측소 앞13. 성산면 대조지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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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비 및 조작사용장비 및 조작사용장비 및 조작사용장비 및 조작3.2.13.2.13.2.13.2.1

사용장비는 소음측정기 일본 와 소음기록기(Sound Level Meter : , RION, NL-32) (Printer

일본 을 사용하였으며 동특성은 청감보청회로는 특성으로 하였: , RION, CP-14) , Fast, A

다 또한 소음을 측정할 때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방풍망을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며 지면 높이에서 안정되게 측정하기 위해 삼각, 1.2m

대를 사용하였다.

교통량교통량교통량교통량3.2.23.2.23.2.23.2.2

소형차 톤이하 대형차 톤이상 으로 구분하여 분간 통과대수를 측정하였다(1 ), (1 ) 5 .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3.2.33.2.33.2.33.2.3

당해지역 도로교통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각에 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여 각2

측정지점에서 시간 이상 간격으로 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4 2

다.

소음측정소음측정소음측정소음측정3.2.43.2.43.2.43.2.4

도로변지역 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떨어지15~40m

고 건물에서 소음원 쪽으로 이상 떨어진 인도 중앙에서 지면 높이 위치를 측정1m 1.2m

지점으로 하였으며 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 에 당해지역, ( )

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였다.

도로교통소음의 관리기준도로교통소음의 관리기준도로교통소음의 관리기준도로교통소음의 관리기준3.2.53.2.53.2.53.2.5

표 교통소음의 관리기준3.2.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소음(LeqdB(A)) 68 58

상업지역 공업지역, 소음(LeqdB(A)) 7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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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1판체1판체1판체1

도시용도 지역별 도로교통소음도와 교통량은 다음과 같다.

표 도시용도지역별 교통소음도 및 교통량4.1.

용도지역 측정지역
소음도

dB(A)

교 통 량

계
승 용 대 형

대수 비율 대수 비율

총 평 균 69.8 118 108 88.5 10 11.5

주거지역

평 균 70.2 132 125 94.7 7 5.3

조촌동주민센터 앞 68.9 106 102 96.0 4 4.0

주공 단지 앞1 69.4 108 97 90.2 11 9.8

동아아파트 앞 71.8 163 155 96.0 7 4.0

동신아파트 앞 70.7 153 147 96.2 6 3.8

상업지역

평 균 68.9 150 141 94.0 9 6.0

교보생명 앞 67.9 114 108 94.7 6 5.3

이마트 앞 70.5 143 124 87.0 19 13.0

다비치안경 앞 69 179 173 96.8 6 3.2

롯데마트 앞 68.2 163 157 96.2 6 3.8

공업지역

평 균 70.2 73 58 79.5 15 20.5

페이퍼코리아 앞 70.9 83 67 81.7 15 18.3

덕일목재 앞 70.4 88 71 80.5 17 19.5

앞OCI 73.5 95 76 79.9 19 20.1

대상전분당 앞 65.8 27 18 66.7 9 33.3

대조지역 오성산기상관측소 앞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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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음도를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간에 연평균 도로교통소음이 공업지역4.2

도로교통 소음한도인 을 초과하는 지점은 앞으로 로 정도73dB(A) OCI 73.5dB(A) 0.5dB(A)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점과 상업지역의 지점은 모두 교통소음한도 이하,

로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역은 개 지점 모두 연평균 도로교통소음이 주거지역 도로교통, 4

소음 한도인 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8dB(A) .

동아아파트 주공 단지 동신아파트 조촌주민센터71.8dB(A), 1 69.4dB(A), 70.7dB(A),

로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8.9dB(A) 0.9~3.8dB(A) .

야간소음은 차량의 이동이 거의 없는 대상전분당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공업지역은 1.2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은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3.6dB(A), 1.5~6.2dB(A), 6.8~11.0dB(A)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군산시 지역의 소음도는 주간에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

는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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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점별 소음도 현황 주간 야간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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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퇴판체퇴판체퇴판체퇴

측정지점별로 소음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차량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주간에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이 대조지역이 로 조사70.2dB(A), 68.9dB(A), 70.2dB(A), 41.0dB(A)

되었다.

주거지역은 주간 도로교통소음한도인 을 전체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68.0 dB(A)

으며 야간의 측정결과 소음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67.1dB(A), 66.6dB(A),

대조지역 로 야간 주거지역기준 상업공업지역64.3dB(A), 40.0dB(A) 58.0dB(A),

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3.0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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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용도지역별 소음도 주간 야간4.3.1. ( , ).

주거지역주거지역주거지역주거지역4.3.14.3.14.3.14.3.1

표 주거지역 지점현황4.3.

지점명 도로명 도로차선 방음벽 제한속도 방음벽높이

동아아파트 공단대로 차선6 ○ 50km/h 6m

주공 단지1 대학로 차선6 ○ 〃 4m

동신아파트 공단대로 차선6 ○ 50~70km/h 블록담2m( )

조촌주민센터 조촌로 차선6 × 5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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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주거지역의 연평균소음도가 로 도로교통소음한도를 초70.2dB(A)

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 지점 모두 도로교통소음한도를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 4

다.

동아아파트 동신아파트 미룡주공 단지는 기존의 방음벽이 있는 지역이고 조촌주민센, , 1

터는 방음벽이 없는 지역으로 방음벽 전단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지역별로는 동아,

아파트 지역이 가장 높은 소음도인 를 나타내고 있고 동신아파트 주공70.8~72.5dB(A) , , 1

단지 조촌주민센터 순으로 도로교통소음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6 3

6 5

6 7

6 9

7 1

7 3

7 5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분 기

소
음

도
 d

B
(A

)

동 아 아 파 트

주 공 1 단 지

동 신 아 파 트

조 촌 주 민 센 터

그림 방음벽 전단 소음도 주간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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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음벽 후단 소음도 주간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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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아파트지역은 나운동 사거리를 지나 공단에 접어드는 도로로 경사진 구조에 내리막

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량이 제일 많고 차량의 속도와 배기소

음이 큰 것이 소음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과속카메라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신아파트 지역은 오르막길 남북로사거리에서 지곡사거리쪽 은 내리막길은( ) 50km, 70km

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어 백토고개사거리쪽에서 남북로사거리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속

도를 낮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공 단지와 조촌주민센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량이 적어1

를 나타내었다68.7~70.8dB(A), 68.0~69.5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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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음벽 전 후단 비교 주간4.3.4. ( ).

방음벽 후단에서의 아파트 부지내 층기준 소음도는 동아아파트 주공 단지(1 ) 58.7dB(A), 1

동신아파트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설치된 방음벽은55.8dB(A), 61.0dB(A) .

정도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9.7~13.6dB(A) .

동신아파트 방음벽 후단의 소음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블록담이 방음벽 역할을 하는데

높이가 낮고 아파트와 도로가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측정지점의 지대가 도로면(2m),

보다 높기 때문이다.

주공 단지의 소음도가 낮은 이유는 방음벽의 높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약 아1 ( 4m),

파트와 도로가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음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의 야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로 야간 도로교통소음한도인64.8~69.0dB(A)

를 지점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군산시 주거58.0dB(A)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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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도로교통소음은 야간까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점별로는 동아아파트 주공 단지 동신아파트 조촌주민센터의 순으로 높은 소음도를, 1 , ,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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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음벽 전 후단 비교 야간4.3.5. ( ).

방음벽 후단에서 야간소음도는 로 동아아파트와 동신아파트 지역은 야간57.2~60.1dB(A)

에 방음벽 후단에서도 정도 도로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1.3~2.1dB(A)

재의 방음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되며 이는 도심의 통행량이 감소하,

면서 차량속도가 증가하여 소음도가 높게 나타나 야간에 숙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도

교통소음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업지역상업지역상업지역상업지역4.3.24.3.24.3.24.3.2

상업지역은 주간에 로 지점 모두 도로교통소음한도 이하로 조사되었다67.9~70.5dB(A) 4 .

이마트 앞이 연평균 소음이 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비치안경 롯데마70.5dB(A) , ,

트 교보생명 순으로 소음도가 높았다 이마트 지역을 제외한 지점은 통행량은 많은데, .

비해 대형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신호등이 많아서 정속주행을 하는 구간이어,

서 도로교통소음한도 이하로 조사되었다.

야간에는 로 모든 지점에서 도로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64.5~69.2dB(A)

는데 이는 통행량보다는 차량의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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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업지역 소음도4.3.6. .

공업지역공업지역공업지역공업지역4.3.34.3.34.3.34.3.3

공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공단을 이용하,

는 화물차의 운행이 잦아 대형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대상전분당 앞은 차량운행이 적은 관계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을65.8dB(A)

나타냈으며 야간 소음도 도로교통소음 이하의 낮은 수치를 유지하였다, .

앞은 연평균소음이 로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선OCI 73.5dB(A) ,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운행차들이 탄력을 받아 가속을 하는 구간으로 과속카메라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사료된다 덕일목재 앞은 공단에 진입하는 지점에 위치하.

고 있으며 분기 측정시에 주 지중케이블 설치공사로 인한 차선 감소로 차량이 지, 4 OCI( )

체되고 서행하여 소음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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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공업지역 소음도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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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판 원 정판체판 원 정판체판 원 정판체판 원 정

그림 에서 와 같이 분기별 소음도를 보면 분기와 분기의 소음도가4.4 1 4 68.1dB(A),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분기에는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67.7dB(A) , 3 66.6dB(A)

다 이는 분기의 교통량이 다른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3 .

전반적으로 분기별 소음도는 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데이터의 유66.6~68.1dB(A) .

사성을 위해 조사 시마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소음을 측정하고 교통량 변화가 많은 주

말 휴일 등을 제외한 평일을 선택하여 측정한 결과 평균교통량 변화가 그다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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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기별 소음도4.4. .

판체폴 원TNI : Traffic Noise Index정판체폴 원TNI : Traffic Noise Index정판체폴 원TNI : Traffic Noise Index정판체폴 원TNI : Traffic Noise Index정

교통소음지수로 표시되는 이 척도는 년 와 에 의해 런던 시내의 도1968 Griffith Langdon

로에 면한 개 주택지역의 사회조사와 소음측정 결과를 기초로 제안된 척도로 도로교14 ,

통소음을 인간의 반응과 관련시켜 정량적으로 구한 양이다 측정은 도로교통소음을 시. 1

간 마다 초씩 시간 측정하고 소음레벨 의100 24 , dB(A)   을 구하고 각각의 24

시간의 평균치를 구한다 이들의 값과 주민의 반응은 각각 단독의 값으로는 주민의 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불만과 일치하는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과 를 조합시킨

  라는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년.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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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 제안하여 에서 채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Griffiths Langdon ISO .

              식( 2)

 전체 샘플시간의 를 초과하는 소음레벨 상단치: 10% [ 10%, dB(A)]

 전체 샘플시간의 를 초과하는 소음레벨 하단치: 90% [ 10%, dB(A)]

이 식에서 우측의 첫 번째 4(   항은 소음변동의 크기에 대한 효과를 배경소음)

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항의 을 이용하여 이 효과의 합이 전체 소음에 대한 효과가

되도록 조합한 것이다 에 의해 건물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면 주민이 그 도로교통. TNI

소음을 들어도 참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값이 이상이면 주민의. TNI 74

이상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지수로 사용된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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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점별 현황4.5. TNI .

군산시 조사지역별 는 계절별로 큰 변화는 없으며 의 범위이고 가장 높은 지TNI , 74~116

점은 앞으로 로 나타났다OCI 99~111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군산시의 도로변 지역의 보행자는 주민의 이상이 불만을 호소하50%

는 기준 를 모두 초과하였다 그리고 평균이 로 분석대상이 되는 도로변에서TNI 74 . 88.1

는 대부분의 주민이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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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플판체플판체플판체플

관측교통량과 소음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분 동안의 교통량5

을 소형차와 대형차의 개 차종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2 .

다만 이 조사에서는 교통량과 소음도의 개략적인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통량을 관측하는 시간대 등이 조사 지점마다 다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분 교통량을 관측하였기 때문에 대형차의 비율이 왜곡되어 나타5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형차 혼입률과 소음도의 상관관계를 구하지 않고 대형차,

교통량과 소음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표 분기별 교통량 조사결과4.6.1.

지점 구분
분기1 분기2 분기3 분기4

소형 대형 소형 대형 소형 대형 소형 대형

대상전분당 18 9 19 9 18 7 15 10

OCI 78 19 72 23 80 16 72 18

덕일목재 63 16 82 21 70 16 69 16

동아아파트 162 8 164 5 143 4 151 9

주공 단지1 98 10 92 12 99 9 98 11

다비치안경 187 3 163 3 159 7 184 10

동신아파트 157 4 135 7 143 6 154 6

롯데마트 154 8 151 6 170 5 153 6

페이퍼코리아 60 17 63 14 73 13 71 16

이마트 136 16 118 18 126 22 117 18

조촌주민센터 104 3 104 2 95 8 106 4

교보생명 114 5 112 5 102 7 103 7

오성산기상관측소

표 관측 와 교통량의 상관관계4.6.2. Leq

구분 전체교통량 소형차교통량 대형차교통량

주간 0.4123 0.3720 0.2947

표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체교통량과 등가소음도와의 관계가 더 상관성이 큰 것4.6.2

으로 나타났다 대형차와 소형차 교통량과 소음도의 관계에서는 주간에 소형차 교통량이.

도로변 소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산시 전지점의 교통량이.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대형차의 통행이 적은 관계로 차량소통이 원활하여 소형차의 교통

량이 소음도의 변동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차 혼입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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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하나이지만 이 조사에서는 정도의 대, 10.6%

형차 혼입율에 따른 소음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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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통량과 등가소음도 상관관계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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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형판체형판체형판체형

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한 연구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도로와 간선도로의1999

예측식 중 도로단에서 이내 지역에 사용되는 식 를 이용하여 실측치와 예측치10m (3)~(5)

를 비교하였다.

          식( 3)

     
    



 식( 4)

     
    



 식( 5)

  시간당 소형차 및 대형차의 통행 대: ( /h)

  소형차 및 대형차의 평균속도: (km/h)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변지역까지의 거리: (m)

주거지역 실측소음도 보다 정도 낮게 예측소음도가 산정되었고 상업70.2dB(A) 7.6dB(A) ,

지역 공업지역은 의 차이로 예측소음도가 낮게 산정되었다5.6dB(A), 8.2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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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

d
B

(A
)

실 측 소 음 도 예 측 소 음 도

그림 실측소음도와 예측소음도의 비교4.7. .

그림 결과에서 보듯이 국립환경연구원의 도로소음 예측식에 의한 결과는 실측결과4.7

와 평균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도로교통소음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7.1 dB(A) .

산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교통량과 주행속

도 등 단순히 물리적인 요인만을 적용시킨 결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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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의 도로교통소음 예측식의 경우 비교적 교통량이 크고 도로교통소음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교통소음은 위의 결과를 볼때 현실성 있는 예측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행속도 노면경사 교통량 혼입율 대형차, , (

혼입율 신호등에 대하여 보정을 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

판체훈판체훈판체훈판체훈

도로교통소음의 주파수 특성은 도로의 형태와 통과차량의 수 중대형 차량과 소형차량,

의 비율 및 속도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의 간선도로변 등에서 도로교통소음의 주 원인은Free flow

차량의 주행시 발생하는 타이어와 지면사이의 마찰음과 공기음 등과 같은 주변의1,000Hz

높은 음이 강하게 발생되는 반면 신호등이 많고 제 속도를 낼수 없는 의, Non free flow

도심지에서 도로교통소음은 주로 자동차의 엔진과 냉각계통에서 발생하는 정도63~125Hz

의 저주파수 대역의 소음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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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사지점별 주파수 분석결과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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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각 측정지점에서 파악한 주파수 대역별 소음측정결

과 모든 측정지점에서 도로교통소음의 의 주파수 특성은 주파, 1/3 Octave Band 1,000Hz

수 대역에서 최대소음이 발생하는 산형분포를 보이며 중심주파수 대역, 500Hz, 1,000Hz,

에서 높은 소음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교통소음으로 교통량과 차2,000Hz .

량의 속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주파수 대역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즉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소음레벨을 보이고 있1,000Hz

고 륜 차량이나 소형차량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2 1,000Hz

높은 소음레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소음의 주파수 대역대의 크기 분포가 고른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

되어 단조로운 음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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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군산시 주요 교통도로의 소음도 조사 분석을 통한 소음실태파악 및 소음관리대책 수립

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개 상업지역 개 공업지역 개4 , 4 , 4 ,

대조지역 개 지점을 선정하여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 .

주간에 공업지역인 앞은 평균 소음도가 로 교통소음 한도를 정1. OCI 73.5dB(A) 0.5dB(A)

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역 개 지점은 모두 정도 초과하는, 4 0.9~3.8dB(A)

것으로 나타났고 야간에는 대부분의 지점이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 1.2~11.0dB(A)

어 군산시 소음도는 주간에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에 심각,

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역 방음벽 전후단의 소음도를 비교한 결과 정도의 소음을 감소2. 9.7~13.6dB(A)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신아파트와 동아아파트에서의 야간소음도는 방음벽후단에,

서도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방음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1.3~2.1dB(A)

으로 사료된다.

분기별 계절별 소음도는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분기에3. ( ) 66.6~68.1 dB(A) , 3

로 가장 낮은 이유는 교통량이 다른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66.6dB(A)

문이다.

조사지역별 교통소음지수 는 계절별로 큰 변화는 없으며 주간에 의 범4. (TNI) , 74~116

위이고 전 지점에서 기준 를 모두 초과하여 보행자가 큰 불만을 갖는 것으로TNI 74

나타났다.

교통량과 등가소음도의 상관성은 주간에 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차의 혼입율은5. 0.4123 ,

정도로 나타났으나 등가소음도와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11.5% , .

군산시 지점별 실측소음도를 예측소음도와 비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6. 7.6dB(A),

공업지역 정도 예측소음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5.6dB(A), 8.2dB(A) .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고려없이 교통량과 주행속도 등 단순히 물리적인 요인만을

적용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든 측정지점에서 도로교통소음의 의 주파수 특성은 주7. 1/3 Octave Band 1,0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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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대역에서 최대소음이 발생하는 산형분포를 보이며 중심주파수 대역, 500Hz,

에서 높은 소음레벨을 나타내고 있다1,000Hz, 2,000Hz .

본 조사에서는 측정된 소음도가 측정지점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예측소음을 평가하기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도시계획과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도심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저소음 포장 기법 방음림 조성 미관 방음벽 설치 등의 기법들이. , ,

주로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인 대책으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런 물리적인 대책 외에 차량의,

엔진소음 등 차체의 발생 소음도를 줄이는 것과 대형차량의 도심지역 통과 억제 정책,

자동차 운행속력 저감 정책 도로변 건물의 용도제한과 도로와의 충분한 공간확보 교통, ,

수요 관리 정책 등과 같은 정책적인 방법이나 기법 등을 동원해서 소음원이 되는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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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줄기의 청량감 제공과 함께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보행도로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분수.

수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더운 여름날 바닥분수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피부병과 눈병을 앓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질관리의 적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수 수질의 검사는 먹는물 수질

기준 또는 수영장 수질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분수의 적정한 수질기준

및 분석 방법을 정하여 분수 수질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현재 전북 도내 시군에서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분수 시설이 개소 이상15

있으며 상수도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분수는 물을 교체하거나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수질을 교체하거나 청소하는 주기가 달라 분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년 전라북도의회 제 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구 온난화로 인해2009 254 “

각 지역에 많은 분수대가 설치되었고 어린이들의 분수대 물놀이가 증가하고 있다 는”

지적과 함께 분수대 수질을 검사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시 분수대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설정을 환경부에 요청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지자체의 물놀이 시설 관리현황 등을 파악

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놀이 시설의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미설정된 분수시설 수질기준과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대한 수질 안정성 확보와 도민의

건강을 위해 본 조사사업에서는 전라북도 개소 물놀이 분수시설에 대해 수소이온농도18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 개 항목을 조사하여 수질 오염 실태를 파악(pH), , , 4

하고 수질관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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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1태체1태체1태체1

물놀이에 이용 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은 수경( ) (2010.8)景

시설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물놀이형 수경 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 , ,景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 , ,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 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질관리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경기도 분수시설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2008.11.05.)

유지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 도모함를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분수 란 물이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압력으로 하고 위로 세차게 내뿜어 지거, ( ) “

나 뿌려지도록 만든 설비와 그 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

분수의 종류는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분수와 민간분수로 구분하며 분수의 수질 적정 기준은

표 에 나타내었다1 .

표 물놀이 분수시설의 검사항목과 수질 적정기준1.

기 준
항 목

pH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mg/L)

대장균

적정기준 5.8 ~ 8.6 이하2.8NTU* 이하12
500

개체수 이하( /100ml)

빛을 산란시키는 정도를 나타낸 값*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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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태태체태태체태태체태

수소이온농도수소이온농도수소이온농도수소이온농도2.2.1 (pH)2.2.1 (pH)2.2.1 (pH)2.2.1 (pH)

수소이온농도는 물의 기본적인 지표이며 사람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

으나 높은 에 노출시 일부 사람이 눈 피부 등 자극을 경험 할 수 있다pH , .

탁도탁도탁도탁도2.2.22.2.22.2.22.2.2

탁도는 수질 중의 부유 물질에 의해 유발되고 있고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 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탁도에 의해 물놀이 분수.

시설 적정기준을 초과 시 주기적인 청소와 수질교체가 필요하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망간산칼륨소비량2.2.32.2.32.2.32.2.3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유기물 함량을 표기하며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과망간

산칼륨소비량이 클수록 오염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탁도와.

같이 주기적인 청소와 수질교체에 의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 할 수 있다.

대장균대장균대장균대장균2.2.42.2.42.2.42.2.4

대장균은 인간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며 설사 경련 구역질 등 단기간의 영향을, , ,

줄 수 있고 염소소독 등으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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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도내에서 운영중인 물놀이 분수시설 시설 현황은 표 와 같이 개소 전주 익산2 18 ( 10, 3

정읍 남원 김제 부안 를 나타내었다2, 2, 1, 1) .

표 전라북도 물놀이 분수현황2.

시 군· 분 수 대 현 황

전주시

인정길공원1.◆

위치 :○

중화산동 가2 586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

월 월5 ~10

비고 살균기 없음:○

중산공원2.◆

위치 :○

중화산동 가2 687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5 ~10○

비고 공간이 비좁음:○

거마공원3.◆

위치 :○

삼천동 가1 176-2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5 ~10○

비고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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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분 수 대 현 황

전주시

서부 호공원4. 3◆

위치 :○

효자동 가3 1526-1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4 ~10○

비고 살균기 있음:○

오거리 문화광장5.◆

위치 :○

고사동 9-7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4 ~10○

비고 :○

도시 한복판에 있어
미관효과 탁월함

선율공원6.◆

위치 :○

효자동 가2 1193-5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5 ~10○

비고 :○

공간이 비좁음

위에서 물이 내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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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분 수 대 현 황

전주시

태평공원7.◆

위치 :○

태평동 293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4 ~10○

비 고 :○

시민에게 청량감 제공-

살균기 있음-

서신길공원8.◆

위치 :○

서신동 795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4 ~10○

비고 :○

살균기 있음-

이용객 많음-

참새암공원9.◆

위치 :○

평화동 가2 858-4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5 ~10○

비고 :○

살균기 있음-
어린이 놀이공원시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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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분 수 대 현 황

전주시

10.◆ 롯데백화점 앞 통일광장

위치 :○

서신동 롯데백화점 앞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5 ~ 10○

비고 :○

도시 경관시설로 적합-

익산시

배산체육공원11.◆

위치 :○

모현동 번지186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4~10○

비고 :○

일 시간 가동- 1 5

이용객 적음-

영등시민공원12.◆

위치 :○

영등동 번지824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4 ~10○

비고 :○

하절기에 이용객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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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분 수 대 현 황

익산시

수도산체육공원13.◆

위치 :○

금강동 번지854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4 ~10○

비고 :○

주변에 축구장 같은-

체육시설과 같이 이용

정읍시

정읍역 광장14.◆

위치 :○

정읍시 연지동 정읍역광장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3 ~10○

비고 :○

정읍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청량감 제공

정읍 칠보 물테마물놀이장15.◆

위치 :○

칠보면 무성리 1016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3 ~10○

비고 :○

개장- 2010.7.17

- 주변에 어린이놀이시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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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분 수 대 현 황

남원시

남원춘향테마파크16.◆

위치 :○

남원시 춘향테마파크내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4 ~10○

비고 :○

살균기 있음-

김제시

김제 문화체육공원17.◆

위치 :○

검산동 산 62-1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7 ~8○

비고 :○

이용객 적음-

부안군

부안 상설시장 옆18.◆

위치 :○

부안읍 서외리 상설시장옆21

수원 상수도:○

운영기간 월 월: 6 ~10○



- 253 -

퇴체태퇴체태퇴체태퇴체태

물놀이 분수시설에 대한 조사의 기초조사는 월 월 실시 하였으며 시료채수는 월에5 ~ 6 7

회 월 회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시군에 수질 검사2 , 8 2 4

결과를 통보 하였다.

퇴체퇴퇴체퇴퇴체퇴퇴체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이 마련되기 전에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수(2010.8)

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 등 개 항목을 분석 하였다 수소이온농, , , 4 .

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수영장수 수질기준 및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 ,

대장균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

석방법에 의해 분석 하였고 물놀이 제한 권고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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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판체1판체1판체1판체1

전주지역전주지역전주지역전주지역4.1.14.1.14.1.14.1.1

전주지역 물놀이 분수시설의 채수지점은 표 와 같이 나타내었다 전주지역에는 총2 . 10

개의 물놀이 분수시설이 있었으며 월부터 월까지 각각 회씩 총 회를 채수하여 항목7 8 2 40

별 분석결과는 표 과 같다 전주지역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 거마공원 제외 은 산술3 . ( ) pH(

평균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 전지점 불검출로 수영장)7.7, 0.88NTU, 1.1mg/L,

수 수질기준과 물놀이 제한 권고기준에 적합 하였다 각 지점별 수질 검사결과 삼천동.

삼천도서관 옆 거마공원에 있는 물놀이 분수시설은 회 검사하여 탁도 항목이 회 수질4 2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월 차 월 차 로 수영장수 수질기준. 7 1 5.0 NTU, 8 1 12.0 NTU

이하 를 초과 하였다(2.8 NTU ) .

그림 거마공원에 있는 물놀이 분수시설1. .

초과 원인으로는 물놀이 분수시설 바닥이 그림 과 같이 주변보다 낮아 주변에서 오염1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흙탕물 등이 분수대바닥,

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대책으로는 자주.

물을 교체 하거나 청소를 해주어야 하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분수대 둘레에

차단 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할 것 같다 공원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물놀이 분수시설에서 자전거 신발 등을 세척 하는 등의 오염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 회 수영장수 적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물을 새롭게. 2

교체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 월 및 월 차 때는 물놀이를 하기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7 8 2

하였다.



- 255 -

표 전주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단위3. :mg/L

위치 회 차
검사항목

pH 탁도 KMnO4 대장균

인정길공원

월 차7 1 7.5 0.48 0.6 0

월 차7 2 7.8 0.49 1.6 0

월 차8 1 7.5 0.86 0.9 0

월 차8 2 7.5 0.42 0.9 0

중산공원

월 차7 1 7.8 0.60 0.6 0

월 차7 2 7.4 0.81 1.3 0

월 차8 1 7.7 0.81 0.9 0

월 차8 2 7.8 0.70 1.3 0

거마공원

월 차7 1 7.3 5.03 1.3 0

월 차7 2 7.6 0.83 2.2 0

월 차8 1 8.0 12.00 2.5 0

월 차8 2 8.0 2.57 2.1 0

서부 호공원3

월 차7 1 7.4 1.09 0.9 0

월 차7 2 7.2 0.72 1.3 0

월 차8 1 7.6 2.30 1.6 0

월 차8 2 7.6 2.10 1.8 0

오거리

문화광장

월 차7 1 7.7 0.54 0.6 0

월 차7 2 7.9 0.64 1.3 0

월 차8 1 7.6 1.24 1.3 0

월 차8 2 7.8 1.10 1.5 0

선율공원

월 차7 1 7.8 0.76 0.6 0

월 차7 2 7.4 0.12 1.9 0

월 차8 1 8.1 1.64 1.3 0

월 차8 2 7.8 0.71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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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공원

월 차7 1 7.9 0.09 0.6 0

월 차7 2 8.0 0.98 1.3 0

월 차8 1 8.0 0.81 0.9 0

월 차8 2 8.2 0.42 0.9 0

서신길공원

월 차7 1 7.8 2.22 0.6 0

월 차7 2 7.9 0.90 1.6 0

월 차8 1 7.5 1.31 0.9 0

월 차8 2 7.8 0.38 0.9 0

참새암공원

월 차7 1 7.1 0.61 0.6 0

월 차7 2 7.5 0.42 1.6 0

월 차8 1 7.7 2.57 1.3 0

월 차8 2 7.9 1.06 1.5 0

서신롯데

백화점

월 차7 1 7.6 0.40 0.6 0

월 차7 2 7.6 0.93 1.6 0

월 차8 1 7.7 0.23 0.6 0

월 차8 2 8.0 0.23 1.2 0

전주지역 평균값 7.7 0.88 1.1 0

거마공원 평균값 7.7 5.1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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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주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평균값 결과 단위4. ( ) :mg/L

분 수 대 임의적
기호 탁도(NTU)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인정길공원 A 0.56 0.9

중산공원 B 0.73 1.0

거마공원 C 2.57 2.1

서부 호공원3 D 1.55 1.4

오거리문화광장 E 0.88 1.2

선율공원 F 0.81 1.3

태평공원 G 0.58 0.9

서신길공원 H 0.38 0.9

참새암공원 I 1.17 1.3

서신롯데백화점 J 0.45 1.2

그림 물놀이 분수시설별 수질검사 평균값 결과2. .

전주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지점별 평균값 데이터는 표 및 그림 와 같다 분석 항목4 2 .

중 탁도는 최소값 최대값 값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과망간산칼륨소0.38NTU, 2.57NTU .

비량은 최소값 최대값 로 거마공원 내 있는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0.9mg/L, 2.1mg/L

평균값은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모두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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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익산지역익산지역익산지역4.1.24.1.24.1.24.1.2

익산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표 와 같다 월부터 월까지 개 분수시5 . 7 8 3

설에 대해 총 회 수질검사 평균값은 탁도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11 pH 7.3, 0.66, 1.0,

대장균은 불검출로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 하였다 특히 영등 시민공원에 있는 물놀이 분.

수시설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표 익산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단위5. :mg/L

기호 회 차
검사항목

pH 탁도 KMnO4 대장균

배산체육공원

월 차7 1 7.2 1.17 0.9 0

월 차7 2 7.2 0.23 0.9 0

월 차8 1 7.1 0.93 1.6 0

월 차8 2 7.3 0.85 0.9 0

영등시민공원

월 차7 1 7.1 0.15 0.6 0

월 차7 2 8.3 0.99 1.3 0

월 차8 1 7.3 0.81 0.9 0

월 차8 2 * * * *

수도산

체육공원

월 차7 1 6.8 0.22 0.6 0

월 차7 2 7.8 0.42 1.1 0

월 차8 1 7.4 0.74 1.3 0

월 차8 2 7.2 0.74 0.9 0

익산지역 평균값 7.3 0.66 1.0 0

시료 미채수 낙뢰발생* :

표 익산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6.

분 수 대 기호 탁도(NTU)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배산체육공원 K 0.80 1.1

영등시민공원 L 0.65 0.9

수도산체육공원 M 0.5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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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익산지역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 평균값 비교3. .

익산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지점별 평균값 데이터는 표 및 그림 에 나타내었다 분석6 3 .

항목 중 탁도는 최소값 최대값 값으로 분포되어 있다 과망간산칼륨소0.53NTU, 0.80NTU .

비량은 최소값 최대값 로 수영장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였고 군데 측정0.9mg/L, 1.1mg/L , 3

분석결과는 서로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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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정읍지역정읍지역정읍지역4.1.34.1.34.1.34.1.3

정읍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 월부터 월까지 개7 . 7 8 2

분수시설에 대해 총 회 수질검사 평균값은 탁도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7 pH 7.7, 1.30,

대장균은 불검출로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다 특히 월 중반에 개장한 정읍시1.1, . 7

칠보면에 있는 물놀이 분수시설은 물테마물놀이장과 함께 운영되고 있어 다른 지역 물놀

이 분수시설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표 정읍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단위7. :mg/L

기 호 회 차
검사항목

pH 탁도 KMnO4 대장균

정읍역광장

월 차7 1 7.1 1.35 0.9 0

월 차7 2 8.1 1.28 0.9 0

월 차8 1 7.4 0.43 1.3 0

월 차8 2 7.2 1.81 1.2 0

칠보물테마
물놀이장

월 차7 1 8.0 1.97 0.9 0

월 차7 2 7.8 0.61 1.6 0

월 차8 1 8.0 1.98 1.2 0

정읍지역 평균값 7.7 1.30 1.1 0

표 정읍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평균값 단위8. :mg/L

분 수 대 기호 탁도(NTU)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정읍역 광장 N 1.20 1.1

칠보 물테마 물놀이장 O 1.5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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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읍지역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 평균값 비교4. .

정읍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지점별 평균값 데이터는 표 및 그림 에 나타내었다8 4 .

분석 항목 중 탁도는 최소값 최대값 값으로 분포되어 있다 과망간산1.20NTU, 1.50 NTU .

칼륨소비량은 최소값 최대값 로 수영장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였고1.1mg/L, 1.2mg/L ,

군데 측정 분석결과는 서로 비슷하였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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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남원지역남원지역남원지역4.1.44.1.44.1.44.1.4

남원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 월부터 월까지 총9 . 7 8 4

회 수질검사 평균값은 수소이온농도 탁도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pH) 7.7, 1.53, 1.1,

대장균은 불검출로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 하였다 남원지역 물놀이 분수시설은 춘향 테.

마파크내에 있어 여름철에 많은 남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표 남원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단위9. :mg/L

그림 남원지역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5. .

남원의 물놀이 분수시설 지점별 평균값은 표 및 그림 에 나타내었다 분석 항목 중4 5 .

탁도는 최소값 최대값 값으로 분포되어 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0.56NTU, 2.58 NTU .

최소값 최대값 로 수영장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월 차 검사때는0.9mg/L, 1.3mg/L , 8 1

탁도가 거의 수영장수 수질기준에 근접 하였다.

기호 회 차
검사항목

pH 탁도 KMnO4 대장균

N

월 차7 1 7.6 1.44 0.9 0

월 차7 2 7.6 0.56 1.3 0

월 차8 1 7.8 2.58 0.9 0

월 차8 2 7.8 1.54 1.2 0

남원지역 평균값 7.7 1.53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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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지역김제지역김제지역김제지역4.1.54.1.54.1.54.1.5

김제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 월부터 월까지 총10 . 7 8

회 수질검사 평균값은 탁도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대장균은 불검4 pH 7.6, 0.56, 1.0,

출로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 하였다.

표 김제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단위10. :mg/L

기호 회 차
검사항목

pH 탁도 KMnO4 대장균

N

월 차7 1 7.1 0.54 0.6 0

월 차7 2 7.8 0.41 1.4 0

월 차8 1 7.8 0.17 0.9 0

월 차8 2 7.7 1.10 1.2 0

김제지역 평균값 7.6 0.56 1.0 0

그림 김제지역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6. .

김제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평균값 데이터는 표 및 그림 에 나타내었다 분석 항목10 6 .

중 탁도는 최소값 최대값 값으로 분포되어 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0.41NTU, 1.10 NTU .

은 최소값 최대값 로 수영장수 수질기준에 적합 하였다0.9mg/L, 1.4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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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부안지역부안지역부안지역4.1.64.1.64.1.64.1.6

부안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11 . 부안읍 서외리 번21

지 부안상설시장 옆에 있는 물놀이 분수시설은 장기간 고장으로 인해 회만 채수1

하였으며 물놀이 시설 수질분석결과는 기준에 적합 하였다.

표 부안지역 물놀이 분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단위11. :mg/L

기호 회 차
검사항목

pH 탁도 KMnO4 대장균

부안지역 월 차8 1 7.8 0.80 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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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년 월부터 월까지 회에 걸쳐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에2010 7 8 4 , , , , ,

소재하는 어린이 물놀이 분수시설 개소를 선정한 후 회를 채수하여 수소 이온농도18 67 ,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 항목 검사를 실시 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

물놀이 분수 개소에 대한 총 회의 수질 검사 중 전주시 삼천동 거마공원에 있는1. 18 67

물놀이 분수시설 개소에서 회 탁도 적정기준을 초과 하였으나 용수교체 및 주변 청소1 2 ,

실시 등의 시설정비 후 재검사한 결과 이용 적정기준에 적합 하였으며 나머지 개소는17

모두 개 항목 분수시설 적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4 .

최근 설치 및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 분수대에 대한 본 연구원의 지속적인2.

수질조사와 각 시군의 철저한 분수대 수질관리로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이 깨끗한 분수,

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내 물놀이 분수대 수질에 대한 최초의 조사로서 물놀이 분수 수질에 대한 환경기3. ,

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사로 인해 언론과 도민들이 분수 수질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갖4.

는 기회가 되었다.

도시 열섬화 현상을 저감하고 청량감 있는 도시공간을 어린이를 포함한 도민에게 제공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한 분수시설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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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1체1체1체1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대인들의 여가활동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짐에 따

라 학교운동장은 일과 중에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에게, ,

도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흙먼지 날리는 학교운동장을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초록의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여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을( ), “ ”

실시하였고 또한 천연잔디로 포설된 공설운동장 및 국공유 체육시설도 지자체 및 기타,

유관 단체 주관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

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년 정부는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활동 여건 조성과 동시에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체2005

육공간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년부터 년까지 총 개교 전체 학교의 약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자2006 2010 443 ( 4%)

하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계획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인조잔디의 충진.「 」

재 고무분말 의 안전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어 년 월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 , 2007 4

인조잔디 충진용 고무칩에 대한 유해성 안전기준을 마련하기위한 초기단계로서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기준 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기준 또한 적절성여부에 대한 논란” .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한 학교 개교에 대해 실태조176

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개교 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학, 43 (24.4%)

교에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진통 중에서도 정부는 인조잔디운. 「

동장 조성계획 에 따라 년은 개교 년은 개교 년은 개교의 운동장에'06 83 , '07 91 , '08 93」

인조잔디를 조성하였으며 전북도내에서도 년은 개교 년은 개교 년은 개, '06 6 , '07 8 , '08 9

교 년은 개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조성되었다, '09 21 .

이에 본 조사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위해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인조잔디운동장 시공이 증

가 추세에 있으나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오염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하고 향후 우리생활,

주변에서 매우 자주 접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이용자 및 일반

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인조잔디 충진재의 특성 및 성능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인조잔

디운동장 조성으로 인해 충진재 등이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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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태체1태체1태체1태체1

인조잔디는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한 천연잔디의 생육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이

는 기술적 발전상황에 따라 년대에 출현한 세대 및 세대 인조잔디를 거쳐 현재는1970 1 2

세대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3 .

대부분의 세대 인조잔디는 실리카모래의 상부에 고무칩 층을 가지고 있으며 약 의3 20mm

섬유가 돌출되어있는 제품으로서 돌출된 섬유는 천연잔디의 날개에 해당된다 이러한. 3

세대 인조잔디는 기존세대제품에 비하여 부상 위험성감소 안전성 향상 및 충격흡수 능,

력이 향상되었다.

태체태태체태태체태태체태

인조잔디는 잔디 충진재 고무분말 규사로 구성되어있다 고무분말은 잔디를(pile), ( ), .

세워주며 지탱해주고 쿠션역할 등을 한다, , .

그림 인조잔디의 구조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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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용 고무분말은 재활용타이어에서 만들어지는 과 코SBR(styrene butadiene rubber)

팅 그리고 특수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과SBR, EPDM(et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의 일종인 등이TPE(thermoplastic elastomer) SEBS(styrene ethylene butadiene styrene)

있다 은 년 교육부의 설치 인조잔디의 성분검사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유해. SBR 2007

물질이 높게 유출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후에는 이나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EPDM SEBS .

인조잔디의 충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 성분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2.2.1 SBR2.2.1 SBR2.2.1 SBR2.2.1 SBR

은 폐타이어에서 재활용되기 때문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충진재이다SBR .

이것은 높은 고무성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탄성이 높고 검정색 탄소성분 때문에 와 날UV

씨에 저항성을 갖는다 그런데 폐타이어는 여러 곳에서 수집되어 가공되기 때문에 문제.

가 되는 폐타이어가 있어도 어느 곳에서 들어온 것인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또한 돌이나.

금속과 같은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폐타이어를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에 따라 수

명도 달라질 수 있다 이물질은 열 흡수율이 높고 와 아연 성분의 편차가 심하다. PAH .

코팅코팅코팅코팅2.2.2 SBR2.2.2 SBR2.2.2 SBR2.2.2 SBR

이것은 에 색깔을 입힌 것이다 탈색되면 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SBR . SBR .

2.2.3 EPDM2.2.3 EPDM2.2.3 EPDM2.2.3 EPDM

은 운동장 잔디의 충진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따라서 에서와 같이 불순물이EPDM . SBR

들어갈 수는 없고 공급원과 제조원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열흡수율이 낮다. SBR .

은 자연적으로 마모되지 않으며 와 날씨에 저항력이 좋다 단점은 보다 비싸다EPDB UV . SBR

는 것이다.

2.2.4 SEBS2.2.4 SEBS2.2.4 SEBS2.2.4 SEBS

는 의 일종으로서 충진재로는 가장 최근에 개발되었SEBS TPE(thermoplastic elastomer)

다 이것은 내염성 을 가지며 탄성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내구성이. (flame-retardant) .

좋으며 탄성이 높으며 열가소성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열에 비교적.

약하며 통상적인 여름철 기온에서 서로 엉겨 붙을 수 있다 이 물질은 또 와 날씨에. UV

비교적 약하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정제 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stabilizer) .

제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매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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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크칩코르크칩코르크칩코르크칩2.2.52.2.52.2.52.2.5

천연칩으로 코코넛 코르크 참나무 등의 일종으로서 충진재로는 친환경 천연소재로써,

무중금속 무냄새로 수분을 함유 표면온도를 저감할 수 있으나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

가 있다.

그림 인조잔디 충진재 비교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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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퇴 원 정태체퇴 원 정태체퇴 원 정태체퇴 원 정

년 월에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한 보도이후 년 월에2006 12 , 2007 4

설립된 고무분말 안전기준 권고안 은 표 과 같다“ ” 2.1 .

표 재활용 고무분말 유해물질 허용기준 단위2.1. : mg/kg

시험항목

종 류

중금속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총량 기준

Pb
납( )

Cd
카드뮴( )

Hg
수은( )

Cr( )Ⅵ
가크롬(6 )

T-VOC
휘발성유기화합물( )

PAHs
다핵방향족탄화수소( )

단위( :mg/kg) 이하90 이하50 이하25 이하25 이하50 이하10

완구 안전기준 납 카드뮴 수은 가크롬 등(mg/kg) : (90), (75), (60), 6 (60)※

※ 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및 크실렌T-VOCs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물질임(Xylene)

※ 는 방향족고리가 여러 개인 인체에 유해한 계열의 화합물로서PAHs Benzene Benzo(a)pyrene,

Benzo(e)pyren,Benzo(a)anthracene,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의 총량임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

정부는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마련 이후 년 고무분말 안전 적합, 2007 “

성 여부 실태조사 를 실시 기준치 초과학교의 인조잔디를 재설치하여 인조잔디에 대한” ,

안전성 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년 월에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진보신당 경기도당. 2008 12

이 경기도 학교 곳을 검사 검사수행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 결과 학교 에서 납3 ( , ) , A

가 검출 기준치 되었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의 경우에는 세 학교 모두290mg ( 90mg) , (PAHs)

기준치 을 넘는 이 검출되었다 이로 인해 인조잔디 고무분말의10mg 36.9/46.7/81.0mg .

중금속에 대한 인체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 번 가져왔다.

그러나 인조잔디 업계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학교들의 인조잔디는

대부분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년 월 이 정해지기 전에 중국 등 제“ ('07 4 ) 3

국에서 저가로 수입된 하품의 충진재를 쓴 제품 또는 품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잡고무

공업용 고무 등 가 섞인 제품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기준이 정( ) .

해진 이후로는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 , ,

시험연구원 시험연구원 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FITI ) ,

정부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조잔디의 충진재에서 검출되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 휘발성유기화, , ,

학물질 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은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하(T-VOC) (PAHs)

더라도 성인보다 취약한 아동들에게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유해물질과 접촉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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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출빈도와 정비례하여 인체에 위해한 정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물질들이 작은 입자들로 부서진다 이러한 작은.

입자들은 인조잔디위에서 운동을 했을 때 피부 및 옷에 들러붙어 떼어내기 힘들 뿐만 아

니라 눈으로 들어가 안구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호흡을 통해 입자가 폐로 이동할. ,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림 인조잔디에서 떨어진 고무분말2-3.

태체판체태체판체태체판체태체판체

조사대상 학교는 그림 와 같이 거의 모든 학교가 쇄석공법으로 설계 시공되었다 이2.4 .

공법은 표면배수능력이 뛰어나 집중호우 시에도 강우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나 충진,

재 유실이 발생되고 충진재 등을 재 포설해야하는 보수작업이 필요하며 표면배수나 투,

수배수가 잘 안될 때에는 토양으로의 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2 .

그림 쇄석공법 단면도 및 배수도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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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터터터

퇴체1퇴체1퇴체1퇴체1

전북도내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충진재 고무분말 구성 성분별 조성연( ) ,

도 별로 구분하여 총 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개 학교7 , 1

를 대조지역으로 선정하여 총 개 학교를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다 충진재는 유해물8 .

질 용출시험을 하였고 인조잔디운동장 토양은 토양 전함유량 시험을 하였다, .

표 조사대상 학교 및 학교별 충진재 종류3.1.

학 교 명 지 역 조성연도 충 진 재 종 류

장수 초등학교J 장수 2005

SBR

SBR

김제 중 학 교K 김제 2008 칼라코팅SBR

완주 고등학교H 완주 2009 흑색칩SBR

전주 고등학교J 전주 2006
EPDM

흑색EPDM

전주 초등학교S " 2006 그린칩EPDM

임실 초등학교O 임실 2007 천연칩 코르크칩

고창 초등학교G 고창 2007 합성수지 SEBS

고창 중 학 교B " 2008 대조지역 천연잔디

합 계 개 시군6 종8

퇴체태퇴체태퇴체태퇴체태

시료채취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매월 회 채취하였으며 총 회에 걸쳐 충진2010 3 2010 5 1 , 3

재 및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의 전처리 및 실험방법은 충진재는 폐기물공정시험.

방법의 용출시험으로 토양시료 중금속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전함유량 시험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시료채취시료채취시료채취시료채취3.2.1.3.2.1.3.2.1.3.2.1.

충진재(1)

년 문제가 됐던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조성된 운동장은 납‘07 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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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수은 가크롬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총휘발성유, , 6 , , ,

기화합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년 이전에 조성된 운동장의 경우. ‘07

는 나름대로 각각의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정하여 고무분말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년 이후에는 학교에서 인조잔디운동장. ‘07

조성 전에 충진재 인조잔디 파일 우레탄까지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 ,

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전에 충진재의 유해물질 함량조.

사나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충진재 안전성검사 등은 하지 않고 충,

진재가 구성 원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충진재 안전성 검사이외에 충진

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하여 주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시료채취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대표할 수 있는 충진재를 채취하기 위해 운동장내에서 지

그재그 형으로 개 지점을 선정하여 골고루 채취 분석시료로 하였고 개 학교의 인5-10 , , 7

조잔디운동장에서 그림 과 같이 포설돼있는 충진재를 직접 채취하였다3.1 .

그림 충진재 고무칩 시료채취3.1. ( ) .

토양시료(2)

토양시료는 채취 시 토양 표면의 잡초나 유기물 등 이물질 층을 제거한 후 토양 시료

약 채취 채취한 토양시료 중 약 을 분취하여 수은 이외의 중금속 시료용은0.5 , 300㎏ ｇ

폴리에틸렌 봉지 지퍼백 에 육가크롬 시험용 시료는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넣어 채취하( ) ,

였다.

채취지점은 인조잔디운동장을 중심으로 주변 방위의4 주변에 있는 개 지점씩 총 개 지1 4

점을 선정하되 그 지점에, 시설물 등이 있어 각 지점간의 간격이 불충분할 경우 간격을 적

절히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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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3.2.2.3.2.2.3.2.2.3.2.2.

충진재(1)

충진재 이상을 정확히 달아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를100g pH 5.8 으로 한 용매를6.3

시료 용매 의 비로 삼각플라스크에 넣어 혼합한다: =1:10(W:V) 2,000 mL .

이 혼합액을 상온 상압에서 진탕회수가 매분 당 약 회 진폭이, 200 , 4 의 진탕기를5㎝

사용하여 시간 연속 진탕한 다음 의 유리섬유 여과지로 여과하고 여과액을 적당량6 1.0㎛

취하여 용출시험용 시료용액으로 하였다.

이 용출시험 시료용액은 마이크로파 에 의한 유기물분해의 전처리를 하여(Microwave)

중금속 함량은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육가크롬은 자외AAS(novAA 400 analytik jena) .

선 가시선 분광법 으로 육가크롬을 디페닐카르바지드와 반응시/ (UV/Visible spectrometry)

켜 측정하였고 수은은 수은분석기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IC SP-3DS) .

토양시료(2)

채취한 토양은 폴리에틸렌제 밧트 위에 균일하게 펼친 다음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vat)

장소에서 풍건시킨 후 막대사발을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눈금간격이 로 체걸0.15mm(100mesh)

음을 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고 중금속 항목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전함,

량법으로 시험분석을 하였다 토양시료에 대해 왕수를 이용해 추출한 중금속 함량은.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육가크롬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AAS(novAA 400 analytik jena) . /

법 으로 육가크롬을 디페닐카르바지드와 반응시켜 측정하였고(UV/Visible spectrometry) ,

수은은 수은분석기 를 이용하여 분석 측정하였다(NIC SP-3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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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퇴퇴

전라북도 내 인조잔디운동장 학교 개소를 대상으로 충진재 용출시험결과는 표 과 같으7 4.1

며 천연잔디 대조지역을 포함한 개 학교의 토양 중금속 함유량 결과는 표 와 같다, 8 4.2 .

표 충진재 용출시험결과4.1.

학교명

충진재

분석항목
고무분말 용출시험 불검출(mg/L) (ND : )

Pb Cd Hg Cr6+ As Cu Zn

지정폐기물
기 준 3 0.3 0.005 1.5 1.5 3

장수 초J

SBR

차1 0.18 ND ND ND ND ND 1.846
차2 0.15 ND ND ND ND ND 2.322

차3 0.11 ND ND ND ND ND 2.088

평 균 0.15 ND ND ND ND ND 2.09

김제 중K

SBR

칼라코팅

차1 ND ND ND ND ND 0.011 0.280

차2 ND ND ND ND ND 0.010 0.322

차3 ND ND ND ND ND 0.012 0.293
평 균 ND ND ND ND ND 0.01 0.30

완주 고H

SBR

흑색칩

차1 ND ND ND ND ND 0.026 0.212

차2 ND ND ND ND ND 0.022 0.455

차3 ND ND ND ND ND 0.019 0.391

평 균 ND ND ND ND ND 0.02 0.26

전주 고J

EPDM

흑색

차1 0.09 ND ND ND ND ND 0.319
차2 0.08 ND ND ND ND ND 0.512

차3 0.06 ND ND ND ND ND 0.486

평 균 0.00 ND ND ND ND ND 0.33

전주 초S

EPDM

그린칩

차1 ND ND ND ND 0.008 0.012 0.206

차2 ND ND ND ND 0.007 0.011 0.196

차3 ND ND ND ND 0.011 0.013 0.231
평 균 ND ND ND ND 0.00 0.00 0.44

고창 초G

SEBS

차1 ND ND ND ND 0.005 0.014 0.082

차2 ND ND ND ND 0.005 0.013 0.060

차3 ND ND ND ND 0.004 0.015 0.044

평 균 ND ND ND ND 0.01 0.01 0.21

임실 초O

코르크

차1 ND ND ND ND 0.005 ND 0.034
차2 ND ND ND ND 0.008 ND 0.029

차3 ND ND ND ND 0.008 ND 0.055

평 균 ND ND ND ND 0.01 ND 0.07

고창 중B

천연잔디

차1 ND ND ND ND ND ND ND

차2 ND ND ND ND ND ND ND

차3 ND ND ND ND ND ND ND
평 균 ND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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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토양 중금속 함유량시험 결과4.2.

학교명

충진재

분석항목

토양 전함유량 시험결과 불검출(mg/kg) (ND : )

Pb Cd Hg Cr6+ As Cu Zn

토양오염
우려기준

지역(1 )
200 4 4 5 25 150 300

장수 초J

SBR

차1 29.355 0.008 0.0249 ND 4.226 12.523 232.348

차2 31.483 0.000 0.0105 ND 3.430 10.033 191.567

차3 27.744 0.063 0.0035 ND 7.720 15.147 275.233

평균 29.53 0.02 0.01 ND 5.13 12.57 233.05

김제 중K

SBR

칼라코팅

차1 10.443 0.000 0.0013 ND 3.672 10.006 90.333

차2 11.290 0.000 0.0000 ND 3.575 10.400 98.700

차3 11.834 0.000 0.0000 ND 4.473 9.813 81.900

평균 11.19 0.00 0.00 ND 3.91 10.07 90.31

완주 고H

SBR

흑색칩

차1 19.252 0.027 0.0042 ND 3.455 16.322 155.424

차2 16.903 0.000 0.0007 ND 3.379 14.900 72.100

차3 13.421 0.013 0.0079 ND 3.633 18.913 231.900

평균 16.53 0.01 0.00 ND 3.49 16.71 153.14

전주 고J

EPDM

흑색

차1 25.164 0.022 0.0098 ND 4.251 6.925 122.263

차2 29.703 0.000 0.0017 ND 2.445 7.833 110.367

차3 28.088 0.033 0.0009 ND 5.133 6.647 135.900

평균 27.65 0.02 0.00 ND 3.94 7.13 122.84

전주 초S

EPDM

그린칩

차1 19.114 0.000 0.0076 ND 5.223 12.352 150.334

차2 17.443 0.000 0.0007 ND 4.475 9.267 181.633

차3 18.004 0.000 0.0110 ND 7.020 14.913 114.567

평균 18.19 0.00 0.01 ND 5.57 12.18 148.84

고창 초G

SEBS

차1 12.226 0.000 0.0023 ND 1.212 6.111 153.256

차2 11.523 0.000 0.0000 ND 0.938 5.300 115.033

차3 24.310 0.000 0.0000 ND 1.591 6.367 204.500

평균 16.02 0.00 0.00 ND 1.25 5.93 157.60

임실 초O

코르크

차1 10.313 0.015 0.0090 ND 0.862 7.224 124.321

차2 9.430 0.000 0.0012 ND 1.209 5.200 89.833

차3 28.054 0.013 0.0061 ND 0.447 12.680 166.233

평균 15.93 0.01 0.01 ND 0.84 8.37 126.80

고창 중B

천연잔디

차1 16.422 0.000 0.0126 ND 2.375 7.800 71.553

차2 20.087 0.000 0.0059 ND 3.375 8.231 64.210

차3 22.121 0.000 0.0088 ND 2.196 7.493 66.967

평 균 19.54 0.00 0.01 ND 2.65 7.84 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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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체1판체1판체1판체1

충진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성을 조사하기 위해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

출시험을 통해 중금속 함유량을 분석하였다 용출시험 결과 이 거의 모든 충진재에서. Zn

로 검출되었고 항목별로도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은0.029~2.322 mg/L , . Pb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0.00~0.18mg/L, Cu 0.00~0.026mg/L, As 0.00~0.011mg/L

항목 Cr6+ 은 검출한계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항목 중에서도 이 거의 모든, Cd, Hg . Zn

충진재에서 검출되었고 농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폐타이어어 구성성분에, Zn

의 함유율이 높거나 또는 인조잔디 파일의 안료나 첨가제 때문이라 판단된다.

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4.1.1 Zn4.1.1 Zn4.1.1 Zn4.1.1 Zn

아연 의 충진재별 용출량은 그림 과 같으며 장수 초등학교 충진재에서(Zn) 4-1 J SBR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전주 고등학교의 흑색칩에서1.846~2.322mg/L , J EPDM

완주 고등학교의 흑색칩에서 다음은 김제 중0.319~0.512mg/L, H SBR 0.212~0.455 mg/L, K

학교 칼라코팅 충진재에서 순으로 높게 검출되었다SBR 0.280~0.322 mg/L .

그림 충진재 용출량4-1. Zn .

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4.1.2 Pb4.1.2 Pb4.1.2 Pb4.1.2 Pb

납 은 개 학교 충진재에서만 용출되었다 장수 초등학교 충진재에서(Pb) 2 . J SBR 0.11 ~

전주 고등학교의 흑색칩에서 로 검출되었지만 이는 충0.18 mg/L, J EPDM 0.06~0.09 mg/L

진재 안전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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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4.1.3 Cu4.1.3 Cu4.1.3 Cu4.1.3 Cu

완주 고등학교 흑색칩에서 고창 초등학교의 충진재 에서H SBR 0.019~0.026 mg/L, G SEBS

김제 중학교의 칼라코팅 충진재에서 로 검출0.013~0.015 mg/L, K SBR 0.010~0.012 mg/L

되었지만 극히 미미한 농도로 주변 토양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충진재 용출량4.1.4 As4.1.4 As4.1.4 As4.1.4 As

비소 의 경우 전주 초등학교 그린칩에서 임실 초등학교의(As) S EPDM 0.007~0.011 mg/L, O

코르크칩에서 고창 초등학교의 충진재에서0.005~0.008 mg/L, G SEBS 0.004~0.005 mg/L

로 극히 미미한 농도로 검출되었다.

충진재 용출시험결과 개 학교 충진재에서 용출되는 중금속 농도는 극히 미미했고 인7 ,

조잔디 운동장에 포설된 충진재를 직접 채취한 관계로 충진재 구성성분에 함유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인조잔디의 파일에서 용출되었거나 기타 오염원에 의해 충진재에 흡착되어,

있는 성분이 함께 용출된 결과일 수도 있다

판체태판체태판체태판체태

토양오염기준은 전국의 토지를 지적법에 의한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

즉 전 답 임야 등 상대적으로 오염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지역으로 공장용지 철도용, , 1 ,

지 등 비교적 오염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조잔디운동장 주2 ,

변토양은 학교용지로써 지역 에 해당된다 따라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왕수“1 ” .

분해한 토양시료를 대상으로 기준값을 토양오염우려기준 지역 에 적용하였다“1 ” .

인조잔디운동장 주변 토양에서의 중금속오염도 검사결과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

준 초과시료는 없었고 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평균값은 일반토양에서의 오염농도와 비, 3

슷한 수준이거나 일부 항목에서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지“1”

역 기준이하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는 이 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Zn 64.210~275.233 mg/ , Pb 9.430 ~31.483㎏

mg/ , Cu 5.200~18.913mg/ , As 0.447~7.720mg/ , Hg 0.000~0.0249mg/ , Cd 0.000~㎏ ㎏ ㎏ ㎏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육가크롬은 모든 토양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0.063mg/㎏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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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4.2.1 Zn4.2.1 Zn4.2.1 Zn4.2.1 Zn

장수 초등학교 토양에서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완주J 191.567~275.233 mg/ , H㎏

고등학교에서 로 전주 초등학교에서 다72.100~231.900 mg/ , S 114.567~181.633 mg/ ,㎏ ㎏

음은 전주 고등학교에서 김제 중학교J 110.367~135.900 mg/ , K 81.900~98.700 mg/ ,㎏ ㎏

오수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아연 이 그림 와O 89.833~166.233 mg/ . (Zn) 4.2㎏

같이 거의 모든 토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충진재에서도 높게 용출되는 바,

그림 과 같이 충진재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아연 은 탄성포장4.3 , (Zn)

재 인조잔디파일 등의 경화처리 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고무 플라스틱 등 모든, ,

재질에서 일정 농도 검출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

그림 토양 함유량4.2. Zn .

그림 충진재 용출량 과 토양 함유량4.3. Z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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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4.2.2. Pb4.2.2. Pb4.2.2. Pb4.2.2. Pb

대조지역보다 높게 검출된 학교는 개 학교로 장수 초등학교 토양에서2 J 27.744~31.483

전주 고등학교에서 로 검출되었으며 이 학교는 충진재에mg/ , J 25.164~29.703 mg/ ,㎏ ㎏

서 경미한 농도로 납이 용출되기도 하지만 토양의 납 함유량이 일반토양에서의 납 함유

량과 비슷한 수준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토양 함유량4.4. Pb .

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4.2.3 Cu4.2.3 Cu4.2.3 Cu4.2.3 Cu

완주 고등학교가 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지만 이는 일반토양의 구H 14.900~18.913 mg/㎏

리 함유량 정도로 충진재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토양 함유량4.5. 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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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As, Cd, Hg, Cr4.2.4 As, Cd, Hg, Cr4.2.4 As, Cd, Hg, Cr4.2.4 As, Cd, Hg, Cr6+6+6+6+ 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토양 함유량

As, 등은 대조지역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검출되Cd, Hg

었고, Cr6+ 은 전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그림 토양 함유량4.6. As .

본 조사는 고무분말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이미 조성된 학교도 조사대상으로 포

함되어 있으나 충진재 용출시험결과 모두 지정폐기물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토양 중금,

속 함유량 시험결과도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연 의 경우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토양 전 지점에서 검출되었(Zn)

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나 충진재의 고무분말 안전기준에도 아연

의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정폐기물 기준에도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연,

에 대한 유해성 안전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지속적(Zn)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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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판판

전북 도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특성을 반영한 충진재의 유해물질 오염실태조사 및

주변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진재의 용출시험결과 육가크롬 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용1. As, Cd, , Hg , Zn, Pb, Cu

출농도는 흑색 흑색 칼라 코르크칩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모두 지SBR > EPDM > SBR > SEBS >

정폐기물 기준이내였다.

인조잔디운동장 주변 토양 중금속 함유량 시험결과도 흑색 흑색 칼2. SBR > EPDM > SBR

라 코르크칩 주변 토양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조지역의 천연잔디보다> SEBS > Zn, Pb

등은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였다, .

장수 초등학교 충진재는 제품으로 다른 충진재에 비해 등이 비교적 높게3. J SBR Zn, Pb

검출되었고 토양에서도 다른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충진재의 용출시험결과 항목별로 아연 이 가장 높은 농도로 조사되었고4. (Zn) , As, Cd,

육가크롬 등은 거의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토양의 전반적인 오염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토양오염의 특이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5.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없었다.

조사대상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기반은 쇄석공법으로 조성되어 표면배수능력이 뛰6.

어나 배수가 잘되고 용출수 등이 거의 배수관을 통해 유출되므로 용출수로 인한 토양의

차오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충진재 유실로 인한 주변 토양으로의 차 오염을2 , 2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본 조사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도내 학교에 대한 충진재의 안전을 확보하

고 토양으로의 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인조잔디운동장 시공학교에 대한 사후관리, 2

등의 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인조잔디운동장의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은 가이드라인일 뿐“ ”

이 기준 또한 적절성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위해

성 평가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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