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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전북도내 보건·환경 분야 연구 활동의 

성과물인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6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신종 감염 병의 출현 등으로 우리의 

보건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건강과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건강한 사회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그동안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착실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전라북도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연구 및 조사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 환경 분야 오염물질 시험 및 결과 통보는 물론 인수공통감염 질환이나 환경 

오염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진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격 려 사



2017년 한 해 동안 청정전북을 보전하고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연구원 가족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보건환경 

연구원보 제26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VRSA/CRE)등의 

법정 감염병 추가, 잔류농약,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아파트 층간소음, 빛 공해, 석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환경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연구원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과 환경문제는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정의가 곧 One 

Health 개념입니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감염성 질환 등 보건인자와 미세먼지 등 환경 

인자를 하나로 묶어서 고민해야 효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로부터 오는 인수공통감염질환이나 환경 오염물질들이 인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인자들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인간중심 생태환경 기반조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도민』

이라는 목표와『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 청정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관리』라는 추진전략으로 전북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정검사 등 현안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애써주신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원보가 전라북도의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켜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8. 4.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유 택 수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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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is study, total 1,430 ticks were collected for two times in Spring (May) and Fall (September)

using the dry-ice bait trap method in Jeonju, Namwon, Muju, Imsil and Gochang in Jeollabuk-do

(northern regions of Jeolla province). The collected ticks were classified by species using a

stereoscopic microscope, and 8 pathogens (SFTSV,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Rickettsia spp.) were analyzed in using a

molecular biological method.

A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820 ticks and 610 ticks were collected in the first half and the last

half, respectively and for the collected ticks, the nymphs was mainly collected in May and the tick

larvas was mainly collected in September. As the results from classifying the all ticks by species, the

highest rate of collected ticks was the Haemaphysalis longicornis as 83.8 ~ 93.3%, and followed the

Haemaphysalis flava as 6.2 ~ 15.5%, and then the Ixodes nippoensis, 0.6 ~ 2.7% and the least rate was

the Amblyomma testudinarium as 0.0 ~ 2.6%. From this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Haemaphysalis

longicornis was the dominant species in the all areas. As the results from investigating the status quo

of tick infection by area, it was found that one infection case of Borrelia spp. was detected from the

ticks collected from Jeonju, and two cases of Borrelia spp., two cases of Anaplasma spp., and two cases

of Ehrlichia spp. were detected in Namwon. In Imsil, there were detected one case of SFTS and 4

cases of Anaplasma spp., and in Gochang area, one case of Borrelia spp. and 3 cases of Ehrlichi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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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etected. But in the ticks collected from Muju, any pathogen could not be detected. The SFTS,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detected the only one case in Imsil, showing its MIR(Minium Infection

Rate) of 0.1%. And the Anaplasma app. was detected in 6 cases, showing the MIR of 0.4%, and the 4

cases of Borrelia spp., showing the MIR of 0.3%, and the 5 cases of Ehrlichia spp., showing the MIR

of 0.3%.

Of total 16 pathogens detected in this study, 11 pathogens were detected in the Haempahysalis

longicornis, and 4 pathogens were in the Ixodes nippoensis and 1 pathogen was in Amblyomma

testudinarium, but we can’t find any pathogen in the Haemaphysalis flava. In the all 4 cases in Borrelia

spp. were detected in the Ixodes nippoensis, so this study could gues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xodes nippoensis and the Borrelia spp., but it was hard to find out any association among the tick and

other pathogens.

The specimen being as the STFS showed the homology of 99.0% with the KF781490 being registered

in the Genbank. Of the 6 specimens that Anaplasma sp., two specimens were detected in showed

100% homology with the KP314237 and were identified as the A. capra, and the rest 4 specimens

showing 100% homology with the GU075704 were identified as the Anaplasma sp. For the 5

specimens where Ehrlichia sp. were detected, as the result from investigating their genetic homology,

it was found that their genetic homology was coincided 100% with the KJ410253. At comparing the 4

specimen where the Borrelia sp. was detected with the CP000395 being registered in the Genbank,

they showed the homology of 99.5 ~ 99.9%, so could be identified as the B. afzelii.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provide some basic data as well as for preventing tick-born diseases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states of ticks in Jeollabuk-province by specie, growth stage, and the

pathogen infection rates. As the climate change, we can anticipate some dramatic changes of

dominant species and distribution of ticks as well as the increase of tick-borne disease rate.

It will be needed to conduct researches about tick-borne disease and the infected hosts including

wild animals for preventing the domestic spread of tick-borne diseases in future, and there will be

accompanied the information provision about the tick-borne diseases and some promotion activities

for preventing such disease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pathogens.

Key words : Tick-borne pathogens, Ixodid, Haemaphysalis longicornis, SFTS,

Anaplasmosis, Ehrlichiosis, Lyme borelliosis.

요약문

본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인 전주, 남원, 무주, 임실, 고창지역에서 드라이아이스 유인트랩방법으로 봄(5

월)과 가을(9월)에 2회에 걸쳐 참진드기 1,430건을 채집하였다. 채집된 참진드기를 실체현미경을 사용하여

종분류를 하고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8개 병원체(SFTSV,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Rickettsia spp.)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반기 820마리, 하반기 610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하였으며 채집된 참진드기는 5월에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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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충이, 9월에는 주로 유충이 채집되었다. 종별 분류 결과 작은소피참진드기 83.8 ~ 93.3%, 개피참진드기

6.2 ~ 15.5%, 일본참진드기 0.6 ~ 2.7%, 뭉뚝참진드기 0.0 ~ 2.6%의 비율을 보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작은

소피참진드기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참진드기 감염실태 결과 전주지역에서는 Borrelia spp. 1건

이 검출되었고, 남원지역은 Borrelia spp. 2건, Anaplasma spp. 2건, Ehrlichia spp. 2건이 검출되었다. 임실

지역에서는 SFTS 1건과 Anaplasma spp. 4건, 고창지역에서는 Borrelia spp. 1건과 Ehrlichia spp. 3건이 검

출되었으며 무주지역에서는 병원체를 검출할 수 없었다. 가장 이슈가 되는 SFTS는 임실지역에서만 1건이

검출되어 0.1%의 최소감염률(MIR; minimum infection rate)을 보였으며, Anaplasma spp.는 6건으로 0.4%,

Borrelia spp.는 4건으로 0.3%, Ehrlichia spp.는 5건으로 0.3%의 최소감염률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검출된 16건의 병원체 중 11건이 작은소피참진드기에서 검출이 되었으며, 4건은 일본참

진드기, 1건이 뭉뚝참진드기에서 검출되었고 개피참진드기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검출

된 4건의 Borrelia spp.가 일본참진드기에서 모두 검출되어 일본참진드기와 Borrelia spp.와의 연관성을 의

심해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진드기와 병원체간의 연관성은 찾기 어려웠다.

STFS로 확인된 검체는 Genbank에 등록된 KF781490와 99.0%의 상동성을 보였다. Anaplasma sp.가 검출

된 6개의 검체중 2개의 검체는 KP314237와 100%의 상동성을 보여 A. capra로 확인되었고, 4개의 검체는

GU075704와 100%의 상동성을 나타내어 Anaplasma sp.인 것을 확인하였다. Ehrlichia sp.가 검출된 5개 검

체의 유전적 상동성을 확인한 결과 KJ410253과 100% 일치하였다. Borrelia sp.가 검출된 4개 검체를

Genbank에 등록된 CP000395와 비교했을 때 99.5 ~ 99.9%의 상동성을 보여 B. afzelii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참진드기 종별 및 성장단계별 분포현황, 병원체 감염율을 분석하여 참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의 우점종 및 분포도의 변화,

병원체 감염율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국내 매개질환유행에 대비하여 매개체조사 및 야생동물

등 감염숙주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며, 병원체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 매개질환에 대한 정보제공과 예

방 홍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진드기매개병원체, 참진드기, 작은소피참진드기, SFTS, 아나플라스마, 에르리키아, 보

렐리아, 큐열.

1. 서 론

최근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진드기의 서식환경과 진드기

가 매개하는 질병들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여행객과 국제교류 등의 증가로 

인하여 신종병원체를 보유한 매개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1) 또한 자연환경보존의 영

향으로 진드기의 서식환경이 좋아져 진드기의 개체수가 불어남과 더불어 등산, 캠핑 등 야외활

동의 증가로 진드기와의 접촉가능성이 증가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참진드기

(Ixodid, hard tick)는 3숙주 진드기(three host tick)로 숙주동물을 바꾸어가며 흡혈과 탈피를 

하며 알, 유충, 자충, 성충의 4가지 발육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800여종이 보

고되고 있다. 국내에 보고된 참진드기는 6속(Amblyomma, Boophilus, Dermacentor, Haemaphysalis,

Ixodes, Rhipcephalus) 28종이며, 이 중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

(H. flava), 산림참진드기(Ixodes persucaltus), 일본참진드기(I. nipponensis)가 가장 많이 분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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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서 9월에 주로 채집된다. 이 종들 중에서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전국적으로 92 ~ 96%를 차

지하고 있다.

참진드기가 흡혈할 때 항응고제 등의 타액 성분이 숙주의 피부에 주입하게 되는데, 이때 진

드기가 보유하고 있던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등이 숙주 체내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킨다. 참

진드기 매개질병은 대부분 야생동물, 설치류, 조류, 파충류 및 사람에 기생하며 질병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세균인 Borrelia sp., Bartonella sp., 기생성인 큐열(Coxiella

burnetii), 리케치아(Rickettsia sp.), Ehrlichia sp., Anaplasma sp., 바이러스인 진드기매개뇌염 바이

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FTS 바이러스(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등의 다양한 병원체가 확인 및 보고되었다.2),3),4),5),6)

진드기 매개 질환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국내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작은소

피참진드기가 주요한 매개체로 보고되고 있다.7),8) 주요 증상으로는 38 ℃이상의 발열과 소화기 

증상인 구토, 설사, 식욕부진 및 림프절 비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나

타나며, 잠복기는 약 1주에서 2주이다. 치료제는 지금까지 없고, 치사율은 12%에서 30%에 달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09 ~ 2010년 중국 중동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원인불명의 고열과 혈소판감소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여 역학조

사 및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2011년 참진드기의 교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이후 일본에서는 2013년 첫 환자를 보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8월 고열과 심한 혈소

판감소증을 보이고 사망한 환자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 검출을 보고하였다.11),12) 국내에서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부터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환자수

는 2013년 36명, 2014년 55명, 2015년 79명, 2016년 165명, 2017년 270명으로 점차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13)

A. phagocytophilum과 E. chaffeensis은 사람 과립구성 아나플라즈마증(Human granulocytic

anaplasmosis, HGA)과 사람 단핵구성 예르키아증 (Human monocytic ehrlichiosis, HME)을 일

으킨다고 알려져 있다.14) HGA는 1994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후 2009년에 중국, 2013년에 일

본에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에 아나플라스마증(Anaplasmosis) 환자가 강원도에서 

처음 발생 보고되었다.15),16),17) 2002년 전국 각 지역의 발병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발열성 질환 

환자의 혈청에서 간접형광항체(IFA) 검사와 Western blot 방법을 통해 E. chaffeensis와 A.

phagocytophilum에 대한 항체를 실시한 결과 각각 0.4%와 1.8%의 항체 양성율이 확인된바 있으

며, 2003년 매개체를 대상으로 TaqMan PCR과 종 특이적 PCR을 사용하여 수행한 유전자 검

사 결과 I. persulatus 와 Haemophysalis longicornis 참진드기에서 A. phagocytophilum의 유전자 검

출(9.9%)도 보고되었다.18),19) 아나플라즈마증은 감염된 진드기에 흡혈된 후 7 ~ 10일 정도의 잠

복기를 거쳐 39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요 임상증상은 오한, 근육통,

심한두통, 식욕결핍, 관절통, 오심, 건성기침 등으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지않은 일부 환자

의 치사율은 1%이하로 낮지만, 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20)

라임병은 Borrelia균에 의해 유발되며, Ixodes속 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매개체 감염병이

며, 미국에서는 매년 수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매개체 감염의 가장 흔한 질병이다.21) 가

장 흔한 증상은 진드기에 물린 부분 주변으로 유주성홍반이 생기는 것이고 발열, 두통,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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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통 등과 함께 관절이 부어오를 수 있다.22) 국내에서도 2012년 강원도에서 진드기에 물린 

후 유주성홍반과 함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두 명의 환자에게서 라임병 진단이 확인되었

다.23) 또한 PCR 및 Southern blotting을 통하여 국내에서 채집한 진드기의 7.2%에서 Borrelia

spp.가 검출이 보고된바 있다.24)

최근 Real-Time PCR(TaqMan probe)방식과 같은 진보된 분자 기술은 진드기를 포함한 절지

동물에서 진드기 매개 병원균의 검출 및 동정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널리 사용

되고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는 채집된 진드기의 종을 분류, 동정하여 시기별 및 장소별 분포

특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Real-Time PCR(TaqMan probe)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질환 병원체를 

진단하였으며, 다양한 참진드기 종에서 진드기 매개 병원균의 유행을 대비하고 예방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라북도 전주, 남원, 무주, 임실, 고창지역에서 2017년 채집한 참진드기

로부터  SFTS, Tick-borne encephalitis, Borrelia sp., Rickettsia sp., E. chaffeensis, C. burnetii, A.

phagocytophilum병원체 감염율을 확인해 보고자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참진드기 채집

진드기 채집은 전주시 대성동(35°47'34.0"N 127°10'39.8"E), 남원시 보절면(35°31'59.3"N

127°26'01.6"E), 무주군 부남면(35°58'27.1"N 127°33'41.9"E), 임실군 청웅면(35°34'50.1"N

127°10'24.9"E), 고창군 심원면(35°30'12.2"N 126°33'44.1"E)에서 잡목 숲을 선정하여 2017년 봄(5

월)과 가을(9월)에 10개의 드라이아이스 유인트랩(dry-ice bait trap) 방법을 이용하여 연 2회 수

행하였다. 봄에는 820마리, 가을에는 610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하였다. 종 분류 시험 전까지 

–7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무주군

장수군

남원시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부안시

고창군

1

3

2

4

5

Fig. 1. Collecting sites of hard ticks in Jeonbu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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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ailed map of hard ticks collection area in Jeonbuk area.

1. Godeoksan 1-gil, Wansan-gu, Jeonju-si 2. Doryong-ri, Bojeol-myeon, Namwon-si

3. Daeso-ri, Bunam-myeon, Muju-gun 4. Dubok-ri, Cheongung-myeon,
Imsil-gun

5. Yeonhwa-ri, Simwon-myeon,
Gocha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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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 분류 동정

채집한 참진드기는 해부현미경(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Yamaguti 등(1971)에서 제시한 

검색표에 따라 동체부(idiosoma)와 악체부(gnathosoma)의 길이, 순판(scutum)과 화채(festoons)

의 에나멜 무늬, 생식기의 모양, 의두(palps)와 촉수(palparticles)의 길이, 동체와 다리의 색등을 

관찰하며 종별, 성별, 성장단계별을 동정하였다.26)

2.3. 유제액 제조 및 유전자 추출 

유제액은 멸균된 PBS(phosphate buffer saline)에 10% FBS(fetal bovine serum)와 5%

penicillin/streptomycin을 섞어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유제액은 3.2 mm stainless-steel bead가 

들어있는 분쇄용 튜브에 600 의 유제액을 넣고, 참진드기의 유충과 약충은 최대 30개체, 성

충의 최대 5개체씩 성숙단계별, 종별로 구분한 후 pooling하였다.

분쇄용 tube는 Hard Tissue Griding MK28R(Bertin Technology, Bretonneux, France)를 사용

하였다. 분쇄기는 Precellys 24 tissue homogenizer(Bertin Technologies, Bretonneux, France)를 

이용하여 6,000 rpm으로 25초씩 3회 분쇄하여 시험액을 제조하였다. 바이러스 2종 및 리케치

아 6종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해 균질화된 시험용액을 DNeasy tissue kit 와 RNeasy mini

kit(Qiagen,Germany)를 제조업체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DNA 및 RNA를 추출하였다.

2.4. Real-time PCR 동정 

추출된 유전자 5 를 Real-time PCR kit(Postbio, Korea)에 각각 넣은 후 반응액이 완전히 

섞이도록 하였다. 대상 병원체별 Real-time PCR 진단 kit들은 POBGEN

Anaplasma/Ehrlichia/Tularemia Detection kit(Postbio, Korea), POBGEN Q Fever/Lyme

Detection kit(Postbio, Korea), POBGEN Rickettsia/Bartonella Detectection kit(Postbio, Korea),

SFTS/Tickborne encephalitis Virus Detection kit(Postbio, Korea)이었다. 유전자 증폭을 위해 

Real-time PCR 기기인 CFX96 Real-time SYSTEM(Bio rad, USA)를 이용하여 virus의 경우 50

℃에서 30분 동안 cDNA 합성 한 후 , 95 ℃ 10분 RNA를 변성시키고, 세균의 경우 유전자 증

폭을 위해 50 ℃에서 2분, 95 ℃ 10분 DNA를 변성시킨다. 그 후 각각 95 ℃ 15초, 60 ℃ 1분

을 40회 반응시킨 후, Ct 값과 Curve를 확인하였다.

2.5. Nested PCR 및 반응 조건 

2.5.1. SFTS 검출

SFTS의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MF3, MR2를 사용하여 1-step reverse transcription

PCR(RT-PCR)을 수행하였다. 즉 2X 1-step RT-PCR Pre-Mix 10  , Primer Forward (10

pmol/) 1  , Primer Reverse (10 pmol/) 1  , Template DNA 8  , Final volume 20

로 PCR 반응액을 제조하였다. RT-PCR은 50 ℃ (30 min)에서 Reverse transcription과정과 

95 ℃ (10 min)에서 Predenaturation과정을 진행한 후,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30 sec,

59 ℃/60 sec, 72 ℃/2 min)하고, 72 ℃ (5 min)에서 Final extention을 수행하였다. PC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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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산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의 

크기는 560 bp였다.

2.5.2. Anaplasma 및 Ehrlichia 검출

Anaplasma와 Ehrlichia종의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Primer AE1-R, AE1-F을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즉 2X PCR Pre-Mix 10  , Primer Forward (10 pmol/) 1  , Primer

Reverse (10 pmol/) 1  , Template DNA 8  , Final volume 20 로 PCR 반응액을 제

조하였다. PCR 조건은 95 ℃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30 sec, 59 ℃/60 sec, 72 ℃/2 min)한 후, 72 ℃ (5 min)에서 Final extension을 하였다.

Anaplasma검출을 위한 2차 증폭은 1차 증폭산물 1  , Primer AP-F(10 pmol/) 1  ,

AP-R(10 pmol/) 1 를  2X PCR Pre-Mix에 섞고 DW를 추가하여 Final volume을 20 

로 반응액을 제조하였으며, 95 ℃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30 sec, 56 ℃/30 sec, 72 ℃/45 sec)한 후, 72 ℃ (5 min)에서 PCR을 수행하였다.

Ehrlichia종의 검출을 위한 2차 증폭은 1차 증폭산물 1  , Primer EC-F(10 pmol/) 1  ,

EC-R(10 pmol/) 1 를  2X PCR Pre-Mix에 섞고 DW를 추가하여 Final volume을 20 ㎕

로 반응액을 제조하였으며, PCR 조건은 Anaplasma종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PCR에서 생성된 

산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의 크기는 

1차는 1,406 bp였으며, 2차는 Anaplasma가 926 bp, Ehrlichia종은 390 bp이었다.

2.5.3. Borrelia 검출

Borrelia의 fla 유전자 검출을 위하여 Table 1과 같이 Primer 132f, 905r을 사용하여 PCR을 수

행하였다. 즉 2X PCR Pre-Mix 10  , Primer Forward (10 pmol/) 1  , Primer Reverse

(10 pmol/) 1  , Template DNA 8  , Final volume 20 로 PCR 반응액을 제조하였다.

PCR 조건은 95 ℃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0 cycle (95 ℃/30 sec,

50 ℃/45 sec, 72 ℃/45 sec)한 후, 72 ℃ (5 min)에서 Final extension을 하였다. 2차 증폭은 1

차 증폭산물 1  , Primer 220f(10 pmol/) 1  , 823r(10 pmol/) 1 를  2X PCR

Pre-Mix에 섞고 DW를 추가하여 Final volume을 20 로 반응액를 제조하였으며, 95 ℃(10

min)에서 Predenaturation하고, Amplification을 35 cycle (95 ℃/30 sec, 54 ℃/30 sec, 72 ℃

/45 sec)한 후, 72 ℃(5 min)에서 PCR을 수행하였다. PCR에서 생성된 산물을 1.2% Agarose

gel에 100 V로 전기영동 하였으며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산물의 크기는 1차는 774 bp였고 2차

는 605 bp 이었다.

2.6. 염기서열 분석

2.6.1. PCR 산물의 DNA 정제

PCR 산물은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Qiagen, Germany)으로 정제되었다. PCR 반응산

물에 5배의 PB 완충용액을 첨가하고 잘 혼합한 후, 혼합물을 Binding column tube에 옮기고  

14,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한 후 Binding column tube를 통과한 여과액은 제거하고,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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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E 완충용액을 Binding column tube에 넣은 후 다시 14,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하였고, Binding column tube을 통과한 여과액은 제거하였다. 14,000 rpm에서 3분간 더 원심

분리한 후 25 의 Elution buffer를 첨가하여 10분간 상온에 방치 후 14,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하여 정제된 DNA를 회수하였다. 회수하여 정제된 DNA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 후 SYBR safe로 염색하여 분획을 확인하였다.

2.6.2. 젤에서의 DNA 추출

SYBR safe로 확인된 DNA 산물 중 원하지 않는 산물은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Germany)을 사용하여 제거되었다. Agarose gel에서 가능한 작게 원하는 DNA 분획

을 잘라, 1.5 mL micro-centrifuge tube로 옮긴 후 Agarose gel 부피의 5배에 해당하는 QG 완

충용액을 첨가하여 50 ℃에서 10분간 방치하여 Agarose gel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 젤이 완전히 용해된 후 혼합물이 노란색을 띠게 되면 혼합물을 Binding column tube로 옮

겨 25 ℃, 14,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였다. Binding column tube를 통과한 여과액은 제

거하고, 750 의 PE 완충용액을 Binding column tube에 첨가한 후 25 ℃, 14,000 rpm에서 1

분간 원심분리 하여 여과액을 제거하였고 다시 25 ℃, 14,0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하였다.

25 의 Elution 완충용액을 Binding column tube에 첨가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25

℃, 14,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하여 원하는 DNA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DNA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후 SYBR safe로 염색하여 분획을 확인하였다.

2.7. 염기서열 결정

DNA 추출과정과 DNA 정제과정을 통하여 회수된 DNA를 주형으로 하여 1 pmol의 Sense

primer와 Antisense primer를 각각 염기서열 결정에 이용하였다. ABI PRISM Dye terminator

(Perkin-Elmer Applied Biosystem, USA)를 사용하여 96 ℃에서 10초, 50 ℃에서 5초, 60 ℃에

서 4분간 25회 반복하여 염기서열 결정반응을 하였다. 반응 후 반응산물을 3M Sodium acetate

(pH 5.8)와 Ethanol로 침전시킨 후 ABI 3700 Genetic Analyser(Applied Biosystem, USA)을 이

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2.8. 염기서열 분석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http://www.ncbi.nlm.nih.gov)에서 제

공하는 Blast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원형주를 분석하였다. 이 염기서열은 Bioedit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정렬하고 MEGA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hylogenetic analysis와 

BLOSUM 계산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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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ligonucleotide primers for the detection of tick-borne agents

3. 결과 

3.1. 참진드기의 지리적 및 계절적 분포현황

2017년 5월과 9월에 전라북도 5개 지역에서 참진드기 총 1,430마리를 채집하였다. 작은소피

참진드기가 상반기 752마리(91.7%), 하반기 501마리(82.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개피참진드

Target species Primer Nucleotide sequence(5‘-3‘)
Tartet gene

(product
size)

reference

SFTS
MF3 GATGAGATGGTCCATGCTGATTCT M segment

(560bp)
윤 등
(2014)

MR2 CTCATGGGGTGGAATGTCCTCAC

Anaplasma
,Ehrlichia

AE1-F 1st AAGCTTAACACATGCAAGTCGAA 16s r RNA
(1406bp)

오 등
(2009)

AE1-R 1st AGTCACTGA CCCAACCTTAAATG

Anaplasmam spp.
AP-F 1st GTCGAACGGATTATTCTTTATAGCTTGC 16s r RNA

(926bp)
김 등
(2006)

AP-R 1st CCCTTCCGTTAAGAAGGATCTAATCTCC

Ehrlichia spp.
EC-F 2nd CAATTGCTTATAACCTTTTGGTTATAAAT 16s r RNA

(390bp)EC-R 2nd TATAGGTACCGTCATTATCTTCCCTAT

Borrelia spp.

132f TGGTATGGGAGTTTCTGG fla
(774bp)

Wodeck
a (2007)

905r TCTGTCATTGTAGCATCTTT

220f CAGACAACAGAGGGAAAT fla
(605bp)824r TCAAGTCTATTTTGGAAAGCACC

Coxiella spp.

CoxIS111F1 TACTGGGTGTTGATATTGC htpAB
(485bp)

Fenollar
(2004)

CoxIS111R1 CCGTTTCATCCGCGGTG

CoxIS111F2 GTAAAGTGATCTACACGA htpAB
(260bp)

Osama
(2014)

CoxIS111R2 TTAACAGCGCTTGAACGT

Rickettsia spp.

groEL OF GTTGAAGTA/TGTTAAAGG groEL
(534bp)

이 등
(2003)

groEL ON TTTTTCTTTA/TTCATAATC

groEL OFN GTAGTTAAAGGTATGATGTTTGATA
groEL

(468bp)groEL ORN ATCTTCAATATTTTTCTTATCAC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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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상반기 51마리(6.2%), 하반기 90마리(14.8%), 일본참진드기가 상반기 6마리(0.7%), 하반기 

14마리(2.3%), 뭉뚝참진드기가 상반기 11마리(1.3%), 하반기 5마리(0.8%)가 채집되었다.

작은소피참진드기의 경우 전주지역에서 상반기 139마리(86.9%), 하반기 96마리(88.1%)가 채집

되었고, 남원지역은 상반기 131마리(93.6%), 하반기 96마리(73.3%), 무주지역은 상반기 95마리

(86.4%), 하반기 107마리(84.9%), 임실지역은 상반기 205마리(93.2%), 하반기 98마리(93.3%), 고

창지역은 상반기 182마리(95.8%), 하반기 104마리(74.8%)가 채집되어 시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상반기에 채집된 820마리의 진드기를 성장단계별로 분류한 결과 성충은 142마리(17.3%), 약

충은 630마리(76.8%), 유충은 48마리(5.9%)가 채집되었으며 하반기에 채집한 610마리의 진드기

는 성충이 36마리(5.9%), 약충이 110마리(18.0%), 유충이 464마리(76.1%)가 채집되었다. 5월에 

채집한 진드기 중 대부분이 약충이였고, 9월에 채집한 진드기의 대부분이 유충이 채집되어 계

절에 따라 성장단계별 채집 개체수의 차이가 있었다.

Table 2. Species classification and seasonal distribution of ticks collected from five region in

Jeonbuk province

Species Sex & Stage
The first half(5month) The second half(9month)

Number(%) Total(%) Number(%) Total(%)

Total 820(100%) 　 610(100%)

Haemaphysalis
Longicornis

Adult(M) 22(2.9%)

752
(91.7%)

4(0.8%)

501
(82.1%)

Adult(F) 106(14.1%) 10(2.0%)
79(15.8%)Nymph 576(76.6%)

408(81.4%)Larva 48(6.4%)

Haemaphysalis flava

Adult(M) 1(2.0%)

51
(6.2%)

2(2.2%)

90(14.8%)
Adult(F) 10(19.6%) 8(8.9%)
Nymph 40(78.4%) 28(31.1%)
Larva 0 52(57.8%)

Ixodes nippoensis

Adult(M) 0

6
(0.7%)

4(28.6%)

14(2.3%)
Adult(F) 1(16.7%) 6(42.9%)
Nymph 5(83.3%) 1(7.1%)
Larva 0 3(21.4%)

Amblyomma
testudinarium

Adult(M) 0

11
(0.3%)

1(20.0%)

5(0.8%)
Adult(F) 3(27.3%) 1(20.0%)
Nymph 8(72.7%) 2(40.0%)
Larva 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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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ies classification and seasonal distribution of ticks collected from five region in

Jeonbuk province.

Table 3. Numbers of ixodid ticks by species and developmental stage, Jeonju region

Species Sex & Stage
The first half(5month) The second half(9month)

Number(%) Total(%) Number(%) Total(%)

Total 160(100%) 　 610(100%)

Haemaphysalis
Longicornis

Adult(M) 1(.7%)

139(86.9%)

1(1.0%)

96(88.1%)
Adult(F) 9(6.5%) 2(2.1%)

3(3.1%)Nymph 126(90.6%)
90(93.8%)Larva 3(2.2%)

Haemaphysalis flava

Adult(M) 0

11(6.9%)

0

11(10.1%)
Adult(F) 4(36.4%) 0
Nymph 7(63.6%) 3(27.3%)
Larva 0 8(72.7%)

Ixodes nippoensis

Adult(M) 0

3(1.9%)

0

2(1.8%)
Adult(F) 0 0
Nymph 3(100.0%) 1(50.0%)
Larva 0 1(50.0%)

Amblyomma
testudinarium

Adult(M) 0

7(4.4%)

0

0
Adult(F) 0 0
Nymph 7(100.0%) 0
Larva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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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ongicornis H. flava I. nipponensis A. testidun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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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bers of ixodid ticks by species and developmental stage, Namwon region

Table 5. Numbers of ixodid ticks by species and developmental stage, Muju region

Species Sex & Stage
The first half(5month) The second half(9month)

Number(%) Total(%) Number(%) Total(%)

Total 160(100%) 　 610(100%)

Haemaphysalis
Longicornis

Adult(M) 1(.8%)

131(93.6%)

0

96(73.3%)
Adult(F) 25(19.1%) 2(2.1%)

11(11.5%)Nymph 105(80.2%)
83(86.5%)Larva 0

Haemaphysalis flava

Adult(M) 0

8(5.7%)

2(5.9%)

34(26.0%)
Adult(F) 2(25.0%) 3(8.8%)
Nymph 6(75.0%) 17(50.0%)
Larva 0 12(35.3%)

Ixodes nippoensis

Adult(M) 0

1(.7%)

0

1(.8%)
Adult(F) 0 1(100.0%)
Nymph 1(100.0%) 0
Larva 0 0

Amblyomma
testudinarium

Adult(M) 0

0

0

0
Adult(F) 0 0
Nymph 0 0
Larva 0 0

Species Sex & Stage
The first half(5month) The second half(9month)

Number(%) Total(%) Number(%) Total(%)

Total 160(100%) 　 610(100%)

Haemaphysalis
Longicornis

Adult(M) 5(5.3%)

95(86.4%)

0

107(84.9%)
Adult(F) 23(24.2%) 1(.9%)

4(3.7%)Nymph 58(61.1%)
102(95.3%)Larva 9(9.5%)

Haemaphysalis flava

Adult(M) 0

13(11.8%)

0

17(13.5%)
Adult(F) 1(7.7%) 1(5.9%)
Nymph 12(92.3%) 4(23.5%)
Larva 0 12(70.6%)

Ixodes nippoensis

Adult(M) 0

0

1(50.0%)

2(1.6%)
Adult(F) 0 1(50.0%)
Nymph 0 0
Larva 0 0

Amblyomma
testudinarium

Adult(M) 0

2(1.8%)

0

0
Adult(F) 1(50.0%) 0
Nymph 1(50.0%) 0
Larva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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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umbers of ixodid ticks by species and developmental stage, Imsil region

Table 7. Numbers of ixodid ticks by species and developmental stage, Gochang region

Species Sex & Stage
The first half(5month) The second half(9month)

Number(%) Total(%) Number(%) Total(%)

Total 160(100%) 　 610(100%)

Haemaphysalis
Longicornis

Adult(M) 5(2.4%)

205(93.2%)

0

98(93.3%)
Adult(F) 14(6.8%) 1(1.0%)

50(51.0%)Nymph 150(73.2%)
47(48.0%)Larva 36(17.6%)

Haemaphysalis flava

Adult(M) 1(7.1%)

14(6.4%)

0

6(5.7%)
Adult(F) 2(14.3%) 1(16.7%)
Nymph 11(78.6%) 2(33.3%)
Larva 0 3(50.0%)

Ixodes nippoensis

Adult(M) 0

1(.5%)

0

1(1.0%)
Adult(F) 1(100.0%) 1(100.0%)
Nymph 0 0
Larva 0 0

Amblyomma
testudinarium

Adult(M) 0

0

0

0
Adult(F) 0 0
Nymph 0 0
Larva 0 0

Species Sex & Stage
The first half(5month) The second half(9month)

Number(%) Total(%) Number(%) Total(%)

Total 160(100%) 　 610(100%)

Haemaphysalis
Longicornis

Adult(M) 10(5.5%)

182(95.8%)

3(2.9%)

104(74.8%)
Adult(F) 35(19.2%) 4(3.8%)

11(10.6%)Nymph 137(75.3%)
86(82.7%)Larva 0

Haemaphysalis flava

Adult(M) 0

5(2.6%)

0

22(15.8%)
Adult(F) 1(20.0%) 3(13.6%)
Nymph 4(80.0%) 2(9.1%)
Larva 0 17(77.3%)

Ixodes nippoensis

Adult(M) 0

1(.5%)

3(37.5%)

8(5.8%)
Adult(F) 0 3(37.5%)
Nymph 1(100.0%) 0
Larva 0 2(25.0%)

Amblyomma
testudinarium

Adult(M) 0

2(1.1%)

1(20.0%)

5(3.6%)
Adult(F) 2(100.0%) 1(20.0%)
Nymph 0 2(40.0%)
Larva 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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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병원체 감염실태 현황

참진드기의 병원체 감염실태 현황을 보면 SFTS바이러스가 임실지역 작은소피참진드기 유충

에서 1건이 검출되었다. 총 1,430마리의 진드기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SFTS는 1개

의 Pool에서 검출되어 0.1%의 최소 감염률(MIR)을 나타내었다. Anaplasma spp.는 남원지역 작

은소피참진드기 성충에서 2건, 임실지역 작은소피참진드기 자충에서 4건이 검출되어 0.4%의 

최소 감염률을 보였고, Ehrlichia spp.는 남원지역 작은소피참진드기 성충에서 2건, 고창지역 작

은소피참진드기 성충에서 2건과 뭉뚝참진드기 성충에서 1건이 검출되어 0.3%의 최소 감염률을 

보였다. Borelia spp.는 전주지역 일본참진드기 자충에서 1건, 남원지역 일본참진드기 성충과 자

충에서 각 1건, 고창지역의 일본참진드기 성충에서 1건 양성으로 일본참진드기에서만 병원체가 

검출되었으며 최소 감염률은 0.3%였다. 이외 진드기 매개 뇌염바이러스와 큐열, 바토넬라증, 발

진열, 발진티푸스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조사에서는 병원체 감염률에 대한 지역

별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8. Results of tick-borne pathogen PCR for tick species and stages of development

collect in Jeonbuk province

Species Stage
No.
of

Ticks

No.
of

Pools

No. of infected pools

Virus Bacteria

。 。 。 。 。 。

　 　 Total 1,430 158 1 0 6 0 4 0 5 0

H.
Longicornis

Adult 142 39 0 0 2 0 0 0 4 0
Nymph 655 37 0 0 4 0 0 0 0 0
Larva 456 31 1 0 0 0 0 0 0 0

H.
Flava

Adult 21 13 0 0 0 0 0 0 0 0
Nymph 68 10 0 0 0 0 0 0 0 0
Larva 52 6 0 0 0 0 0 0 0 0

I.
nippoensis

Adult 11 7 0 0 0 0 2 0 0 0
Nymph 6 4 0 0 0 0 2 0 0 0

Larva 3 2 0 0 0 0 0 0 0 0

A.
testudinarium

Adult 5 5 0 0 0 0 0 0 1 0
Nymph 10 3 0 0 0 0 0 0 0 0

Larva 1 1 0 0 0 0 0 0 0 0

MIR* 0.1 - 0.4 - 0.3 - 0.3 -
MIR*, Minimum infection rate per 100 ticks(number of positive pools/ total number of tick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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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mber of infected pools by tick-borne pathogens, Jeonbuk prov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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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tick-borne pathogen PCR for tick species and stages of development

collect in Jeonju region

Species Stage
No.
of

Ticks

No.
of

Pools

No. of infected samples

Virus Rickettsia

。 。 。 。 。 。

　 　 Total 269 32 0 0 0 0 1 0 0 0

H.
Longicornis

Adult 13 7 0 0 0 0 0 0 0 0
Nymph 129 10 0 0 0 0 0 0 0 0
Larva 93 6 0 0 0 0 0 0 0 0

H.
Flava

Adult 4 2 0 0 0 0 0 0 0 0
Nymph 10 2 0 0 0 0 0 0 0 0
Larva 8 1 0 0 0 0 0 0 0 0

I.
nippoensis

Adult 0 0 0 0 0 0 0 0 0 0
Nymph 4 2 0 0 0 0 1 0 0 0

Larva 1 1 0 0 0 0 0 0 0 0

A.
testudinarium

Adult 0 0 0 0 0 0 0 0 0 0
Nymph 7 1 0 0 0 0 0 0 0 0

Larva 0 0 0 0 0 0 0 0 0 0

MIR* - - - - 0.4 - - -
MIR*, Minimum infection rate per 100 ticks(number of positive pools/ total number of ticks × 100)

Table 10. Results of tick-borne pathogen PCR for tick species and stages of development

collect in Namwon region

Species Stage
No.
of

Ticks

No.
of

Pools

No. of infected samples

Virus Rickettsia

。 。 。 。 。 。

　 　 Total 271 25 0 0 2 0 2 0 2 0

H.
Longicornis

Adult 28 7 0 0 2 0 0 0 2 0
Nymph 116 5 0 0 0 0 0 0 0 0
Larva 83 4 0 0 0 0 0 0 0 0

H.
Flava

Adult 7 4 0 0 0 0 0 0 0 0
Nymph 23 2 0 0 0 0 0 0 0 0
Larva 12 1 0 0 0 0 0 0 0 0

I.
nippoensis

Adult 1 1 0 0 0 0 1 0 0 0
Nymph 1 1 0 0 0 0 1 0 0 0

Larva 0 0 0 0 0 0 0 0 0 0

A.
testudinarium

Adult 0 0 0 0 0 0 0 0 0 0
Nymph 0 0 0 0 0 0 0 0 0 0

Larva 0 0 0 0 0 0 0 0 0 0

MIR* - - 0.7 - 0.7 - 0.7 -
MIR*, Minimum infection rate per 100 ticks(number of positive pools/ total number of tick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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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s of tick-borne pathogen PCR for tick species and stages of development

collect in Muju region

Species Stage
No.
of

Ticks

No.
of

Pools

No. of infected samples

Virus Rickettsia

。 。 。 。 。 。

　 　 Total 236 27 0 0 0 0 0 0 0 0

H.
Longicornis

Adult 29 7 0 0 0 0 0 0 0 0
Nymph 62 4 0 0 0 0 0 0 0 0
Larva 111 7 0 0 0 0 0 0 0 0

H.
Flava

Adult 2 2 0 0 0 0 0 0 0 0
Nymph 16 2 0 0 0 0 0 0 0 0
Larva 12 1 0 0 0 0 0 0 0 0

I.
nippoensis

Adult 2 2 0 0 0 0 0 0 0 0
Nymph 0 0 0 0 0 0 0 0 0 0

Larva 0 0 0 0 0 0 0 0 0 0

A.
testudinarium

Adult 1 1 0 0 0 0 0 0 0 0
Nymph 1 1 0 0 0 0 0 0 0 0

Larva 0 0 0 0 0 0 0 0 0 0

MIR* - - - - - - - -
MIR*, Minimum infection rate per 100 ticks(number of positive pools/ total number of ticks × 100)

Table 12. Results of tick-borne pathogen PCR for tick species and stages of development

collect in Imsil region

Species Stage
No.
of

Ticks

No.
of

Pools

No. of infected samples

Virus Rickettsia

。 。 。 。 。 。

　 　 Total 325 29 1 0 4 0 0 0 0 0

H.
Longicornis

Adult 20 6 0 0 0 0 0 0 0 0
Nymph 200 10 0 0 4 0 0 0 0 0
Larva 83 5 1 0 0 0 0 0 0 0

H.
Flava

Adult 4 3 0 0 0 0 0 0 0 0
Nymph 13 2 0 0 0 0 0 0 0 0
Larva 3 1 0 0 0 0 0 0 0 0

I.
nippoensis

Adult 2 2 0 0 0 0 0 0 0 0
Nymph 0 0 0 0 0 0 0 0 0 0

Larva 0 0 0 0 0 0 0 0 0 0

A.
testudinarium

Adult 0 0 0 0 0 0 0 0 0 0
Nymph 0 0 0 0 0 0 0 0 0 0

Larva 0 0 0 0 0 0 0 0 0 0

MIR* 0.3 - 1.2 - - - - -
MIR*, Minimum infection rate per 100 ticks(number of positive pools/ total number of tick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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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s of tick-borne pathogen PCR for tick species and stages of development

collect in Gochang region

Species Stage
No.
of

Ticks

No.
of

Pools

No. of infected samples
Virus Rickettsia

。 。 。 。 。 。

　 　 Total 329 45 0 0 0 0 1 0 3 0

H.
Longicornis

Adult 52 12 0 0 0 0 0 0 2 0

Nymph 148 8 0 0 0 0 0 0 0 0

Larva 86 9 0 0 0 0 0 0 0 0

H.
Flava

Adult 4 2 0 0 0 0 0 0 0 0

Nymph 6 2 0 0 0 0 0 0 0 0

Larva 17 2 0 0 0 0 0 0 0 0

I.
nippoensis

Adult 6 2 0 0 0 0 1 0 0 0

Nymph 1 1 0 0 0 0 0 0 0 0

Larva 2 1 0 0 0 0 0 0 0 0

A.
testudinarium

Adult 4 4 0 0 0 0 0 0 1 0
Nymph 2 1 0 0 0 0 0 0 0 0

Larva 1 1 0 0 0 0 0 0 0 0

MIR* - - - - 0.3 - 0.9 -
MIR*, Minimum infection rate per 100 ticks(number of positive pools/ total number of ticks × 100)

3.4. 유전자 염기서열 및 Phylogenetic 분석 

3.4.4 SFTS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

SFTS 바이러스는 임실지역에서 채집된 작은소피참진드기 유충에서 1건이 검출되었는데 이 

바이러스를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한 뒤 Genbank에 등록된 26개의 참조균주와 상동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Phylogenetic analysis를 진행한 결과 2017-1-Imsil-0011과 가장 상동성이 높은 참조

균주는 KF781490(SFTS)로 99.0%의 상동성을 보였다. 이번에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된

2017-1-Imsil-0011검체는 국내에서 분리되었던 SFTS 바이러스들과 유전적 상동성이 높아 국내

에서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형태로 추정되었다. 이번에 비교분석한 전체 27개의 유전자 상동

성은 91.3% ~ 100%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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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817987 SFTS Japan

 AB817988 SFTS Japan

 AB817990 SFTS Japan

 AB817992 SFTS Japan

 KF781511 SFTS Korea

 KF781492 SFTS Korea

 AB817989 SFTS Japan

 KF781491 SFTS Korea

 KF781489 SFTS Korea

 KF781513 SFTS Korea

 KF781500 SFTS Korea

 2017-1-Imsil-0011

 KF781490 SFTS Korea

 KF781506 SFTS Korea

 KF781494 SFTS Korea

 KF781499 SFTS Korea

 KF781502 SFTS Korea

 KF781505 SFTS Korea

 KF781504 SFTS Korea

 KC189856 SFTS China

 HQ141593 SFTS China

 NC_018138 SFTS China

 HM802203 SFTS China

 HQ141608 SFTS China

 JQ684872 SFTS China

 KC473538 SFTS China

 KC473541 SFTS China

0.01

Fig. 5. Phylogenetic tree of SFTS virus based on 560 bp M segment gene sequence.

Fig. 6. Homology comparison of SFTS virus M segment gene fragment sequences with

other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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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Anaplasma spp., Ehrlichia spp. 염기서열 분석

Anaplasma sp.로 확인된 검체 6개와 Ehrlichia sp.로 확인된 검체 5개를 염기서열 분석을 진

행한 뒤 Genbank에 등록된 21개의 참조균주와 상동성을 비교분석하였다. Phylogenetic

analysis를 진행한 결과 상반기 남원에서 검출되었던 2017-1-Namwon-0002와 

2017-1-Namwon-0004는 KP314237(A. capra)과 100%의 상동성을 보였고, 하반기 임실에서 검출

되었던 2017-2-Imsil-0002, 2017-2-Imsil-0003, 2017-2-Imsil-0004, 2017-2-Imsil-0005은 

GU075704(Anaplasma sp.)와 100%의 상동성을 보였다. Ehrlichia sp.로 확인된 

2017-1-Gochang-0009, 2017-1-Gochang-0019, 2017-1-Namwon-0003, 2017-2-Gochang-0002,

2017-2-Namwon-0001은 모두 KJ410253(Ehrlichia sp.)와 유전학적으로 일치하였다. Anaplasma

spp.와 Ehrlichia spp.는 유전학적으로 상동성이 매우 높아 서로 한번에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비교분석을 진행한 32개의 전체 유전자의 상동성은 90.6% ~ 100%를 나타냈다.

 HM439433_A._marginale_Japan

 AF318944_A._centrale_Netherlands

 JQ839010_A._centrale_Japan

 JQ917886_A._ovis_China

 LC194134_A._ovis_Japan

 2017-1-Namwon-0002

 2017-1-Namwon-0004

 KP314237_A._capra_China

 JX219481_A._bovis_Korea

 GU556626_A._bovis_Korea

 KU586167_A._bovis_China

 AY969012_A._phagocytophilum_Japan

 GU556624_A._phagocytophilum_Korea

 JN558811_A._phagocytophilum_China

 GQ395385_A._platys_Austria

 AY077619_A._platys_Japan

 KU586159_A._platys_China

 2017-2-Imsil-0002

 2017-2-Imsil-0003

 2017-2-Imsil-0004

 2017-2-Imsil-0005

 GU075704_Anaplasma_sp._Korea

 2017-1-Gochang-0009

 NR_044747_E.ewingii_USA

 U96436_E._ewingii_USA

 GU810149_E._canis_Taiwan

 KX505292_E._chaffeensis_Korea

 2017-1-Gochang-0019

 2017-1-Namwon-0003

 2017-2-Gochang-0002

 2017-2-Namwon-0001

 KJ410253_Ehrlichia_sp._China

0.01

Fig. 7. Phylogenetic tree of Anaplasma spp. and Ehrlichia spp. based on 1406 bp 16S rRNA

gen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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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Borrelia spp. 염기서열 분석

Borrelia sp.로 확인된 검체 4개를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한 뒤 Genbank에 등록된 7개의 참조

균주와 상동성을 비교분석하였다. Phylogenetic analysis를 진행한 결과 2017-1-Namwon-0013,

2017-1-Gochang-0020, 2017-2-Namwon-0012, 2017-1-Jeonju-0018 모두 B. afzelii로 확인되었으며,

CP000395(B. afzelii)와 99.5% ~ 99.9%의 상동성을 보였다. 이번에 비교분석한 전체 11개의 유전

자 상동성은 84.5% ~ 99.9%를 나타냈다.

 2017-1-Namwon-0013

 2017-2-Gochang-0020

 2017-2-Namwon-0012

 2017-1-jeonju-0018

 CP000395 B. afzelii Germany

 CP003151 B. garinii Russia

 CP002746 B. bissettii USA

 CP002228 B. burgdorferi USA

 NC_001318 B. burgdorferi USA

 CP009117 B. valaisiana Russia

 CP010308 B. miyamotoi USA

0.02

Fig. 9. Phylogenetic tree of Borrelia spp. based on 605 bp fla gene sequence.

Fig. 10. Homology comparison of Borrelia spp. gene fragment sequences with other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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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참진드기는 우리나라 전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분포하

며 온대기후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28) 국내에서 성장단계별 밀도 양상

은 봄철(4월∼5월)에 약충(nymph)이, 늦봄부터 여름(5월∼7월)에는 성충(adult)이 주로 채집되

며, 유충(larva)은 초가을인 9월에 주로 채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이번 연구에서 채집된 

참진드기의 종 구성을 살펴보면 작은소피참진드기(H. longicornis), 개피참진드기(H. flava), 일본

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뭉뚝참진드기(A. testudinarium) 순으로 국내 우점종으로 알려진 작

은소피참진드기(H. longicornis)가 약 90%의 높은 우점 양상을 나타냈다. 참진드기는 지면이나 

식물에 기어올라 숙주를 기다렸다가 달라붙는 습성을 갖고 있으며, 유충, 약충 및 성충 단계에

서 숙주동물을 바꾸어가며 흡혈한다. 흡혈을 위한 숙주동물은 사람을 포함하여 말, 사슴, 양,

고양이, 개, 돼지, 염소, 다람쥐 등의 포유동물과 조류, 파충류 등이다.26) 이와 같이 다양한 숙

주동물에 붙어 생활하면서 혈액 등의 체액을 흡혈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

군, 진드기매개티프스(tick-borne typhus), 야토병(tularemia), 쥐바베스열원충증(babesiosis), 범안

열원충증(theileriasis), 진드기매개뇌염, 라임병, 큐열, 아나플라즈마증, 예르키아증, 리케치아성 

질환 등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31),32) 국내에도 다양한 진드기매개 감염병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SFTS 등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의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어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드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중요시되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진드기 서식환경 및 밀집도에 대한 조사와 진드기매개 

병원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조사에서 채집된 1,430마리의 진드기를 종별, 성장단계별로 분석해본 결과 작은소피참진

드기가 1,256마리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여 다시한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우점종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소피참진드기 다음으로는 개피참진드기 141마리(9.9%), 일본참진드기 

20마리(1.4%), 뭉뚝참진드기 16마리(1.1%) 순으로 채집되었다. 또한 성장단계별로 분석해본 결

과 봄철(5월)에는 820마리의 참진드기 중 약충이 630마리(76.8%)가 채집되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가을철(9월)에는 610마리의 참진드기 중 유충이 464마리(76.1%)로 가장 많이 채집

되었다. 이는 국내 다른지역에서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여 계절에 따라 성

장단계별 참진드기 활동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중국에서 2011년 처음으로 원인규명을 하였고, 이후 일본

에서도 2013년에 첫 환자를 보고하였다.10),11) 국내에서 첫 환자는 2013년 5월에 확인되었고, 이

후 2013년 36명, 2014년 55명, 2015년 79명, 2016년 16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에는 270명으로 SFTS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12,13) SFTS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SFTS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주요

매개체는 국내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로 보고되고 있고, 작은소피참진드

기 외에도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의 4종의 참진드기에서도 바이러스가 확

인되어 국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34),35)

이번 연구에서 SFTS바이러스는 봄철에 임실지역에서 채집한 작은소피참진드기 유충에서 1건

이 검출되어 0.1%의 최소감염률(MIR)을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 검출된 SFTS바이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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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781490(SFTS)와 99.0%의 매우 높은 유전적 상동성을 보였으며 유전적으로 가까운 참조 바이

러스들이 모두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인 것으로 보아 국내에 어느 정도 토착화 되어있는 

바이러스가 진드기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작은소피참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의 주요매개진드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종

이기 때문에 보건학적으로도 관리가 요구되며 SFTS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진드기

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사람 단핵구성 예르키아증 (Human monocytic ehrlichiosis, HME)과 사람 과립구성 아나플

라즈마증(Human granulocytic anaplasmosis, HGA)은 Anaplasmataceae과에 속하는 A.

phagocytophilum와 E. chaffeensis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이다.14) No 등(2014)에 의하면 강원지역의 

일본참진드기에서 6건, 산림참진드기에서 1건 총 7건(3.8%)의 A. phagocytophilum 병원체가 검

출되었다고 보고되었고, Seung 등(2005)은 국내에서 채집한 참진드기에서 26건(4.2%)의 E.

chaffeensis 감염률을 보고한바 있다.5),36) 본 연구에서도 Real-time PCR방법을 통하여 조사한 결

과 Anaplasma spp.와 Ehrlichia spp.가 남원에서 Anaplasma spp. 2건과 Ehrlichia spp. 2건, 임실

에서 Anaplasma spp. 4건, 고창에서 Ehrlichia spp. 3건이 검출되었다.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진드기는 10마리가 작은소피참진드기였고 뭉뚝참진드기도 1마리가 있었다. 병원체가 검출된 검

체는 염기서열결과를 가지고 Phylogenetic analysis를 진행하였는데 Anaplasma spp.와 Ehrlichia

spp. 모두 Genbank에 등록된 균주와 유전적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남원지역에서 상반기에 채

집된 참진드기는 염기서열 분석결과 모두 A. capra와 유전적으로 일치하였는데, A. capra는 염

소에 주로 감염이 되나 사람에도 감염이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보고되고 있다.37) 그 외에

도 A. phagocytophilum, E. chaffeensis, E. ewingii 등 다양한 Anaplasma spp.와 Ehrlichia spp.가 

사람에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Anaplasma spp.와 Ehrlichia spp.는 주

로 반추동물인 가축과 야생동물이 주요 숙주가 될 수 있으며 사람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환경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Lyme borreliosis는 1975년 미국 Conneticut주의 라임지방에서 다수의 환자발생이 보고된 후 

1984년 Borrelia Burgdoferi로 명명되어 현재 약 21종의 다양한 종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로 

라임병을 일으키는 3개의 Genospecies는 B. Burgdoferi sensu stricto, B. garinii, B. afzelii로 알려

져 있으나 이외에도 B. bissettii, B. valaisiana 등 다양한 Genospecies가 사람에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38),39),40) Lyme borreliosis병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

로 발생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6년에 26,000건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흔한 진드기매개질병이다.21) 국내에서는 라임병의 병원체는 1993년 진드기 및 야생 쥐로부터 

처음 분리되었으며 2010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강원도에서 진드기에 물

린 내원 환자에서 유주상 홍반, 발열, 오한을 동반한 임상증상과 혈청학적 진단 결과 라임병으

로 처음 발생 보고되었다.23) 그 이후 2012년 3명, 2013년 11명, 2014년 13명, 2015년 9명, 2016

년 27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보고되었

다.13) 본 연구에서 Real-time PCR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참진드기에서 총 4건이 검출되었

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 1건, 남원 2건, 고창에서 1건이 검출되었다. fla 유전자에 대해 

nested PCR 방법으로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CP000395(B. afzelii)와 99.5% ~ 99.9%의 유전적 

상동성을 보여 4건 모두 B. afzelii로 확인되었다. 라임병의 주요한 병원체중 하나로 알려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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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zelii가 조사한 5지역중 3개지역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아 국내에도 라임병이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Borrelia spp.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 종류가 모두 일본참진드기였고 Ixodes spp.가 

Haemaphysalis spp.보다 Borrelia spp.병원체 감염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참진드

기와 라임병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41)

최근 온난화현상과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진드기 서식환경과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가 점차 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서 유

행중인 진드기매개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전북지역의 참진드기 분포 및 진드기매개 감염병을 확인하였고, 이후 병원

체 자원확보 등 병원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로 

얻은 자료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기초자료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인 전주, 임실, 남원, 고창, 무주지역에서 드라이아이스 유인트랩방법

으로 봄(5월)과 가을(9월)에 2회 참진드기 1,430건을 채집하였다. 채집된 참진드기를 종 분류하

고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8개 병원체(SFTS virus,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Anaplasma spp., Bartonella spp., Borrelia spp., Coxiella spp., Ehrlichia spp., Rickettsia spp.)를 분석하였다.

1) 채집된 참진드기는 상반기 820마리, 하반기 610마리였으며, 활동시기는 약충 봄(5월), 유충 

가을(9월) 전후로 나타났다. 참진드기 종별 분류 결과 작은소피참진드기 83.8 ~ 93.3%, 개피참

진드기 6.2 ~ 15.5%, 일본참진드기 0.6 ~ 2.7%, 뭉뚝참진드기가 0 ~ 2.6%의 비율을 보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2) 병원체별 감염실태 결과 SFTS바이러스가 1건이 검출되어 0.1%의 최소감염률(MIR)을 보

였으며, Anaplasma spp.는 6건으로 0.4%, Borrelia spp.는 4건으로 0.3%, Ehrlichia spp.는 5건으

로 0.3%의 최소감염률을 보였다. Borrelia spp. 4건이 모두 일본참진드기에서 검출되어 일본참

진드기와 Borrelia spp.감염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3) 지역별 참진드기 감염실태 결과 전주지역은 Borrelia spp. 1건이 검출되었고, 남원지역은 

Anaplasma spp. 2건, Borrelia spp. 2건, Ehrlichia spp. 2건, 임실지역은 SFTS 1건, Anaplasma spp. 4건, 고

창지역은 Borrelia spp. 1건, Ehrlichia spp. 3건이 검출되었다.

4) SFTS로 확인된 검체는 Genbank에 등록된 KF781490(SFTS)와 99.0%의 상동성을 나타냈으

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전자형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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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aplasma sp.로 확인된 6개의 샘플 중 4개 검체는 A. capra로 확인되었고, 2개의 검체는 

GU075704(Anaplasma sp.)와 유전적으로 100% 일치하였다. 그리고 Ehrlichia spp.로 확인된 5개

의 검체는 모두 KJ410253(Ehrlichia sp.)와 100%의 유전적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6) Borrelia spp.로 확인된 4개의 검체는 모두 CP000395(B. afzelii)와 99.5% ~ 99.9%의 상동성

을 보여 B. afzelii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참진드기 서식 및 분포현황, 병원체 감염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를 참진드기매개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에 국내 매개체

질환의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개체를 통한 병원체의 조사, 병원체 분리주 특성 분석에 대

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홍보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진드기매개 감염병의 발생률을 낮추

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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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increased use of organic solvents in air emission facilities in Jeollabuk-do, there

are reported damages by high ozone concentrations generated by hydrocarbons and the

management of hydrocarbons is necessary to reduce ozone risk. There is a need to set

standards because emission limits are applied only to some facili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of total hydrocarbons (THC)

from 202 facilities at 54 work sites after conducting preliminary survey on the sites in the

province. After the adsorp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using THC field survey

and Teddler bag, VOCs items were analyzed.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THC in industry was 638 ppm for chemical products, 602

ppm for other chemical products, 230 ppm for rubber and plastics, 232 ppm for other

manufacturing, and 2 ppm for metal products. The concentration of THC was higher in the

workplace and the emission facility where the organic solvents were used, such as the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and other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ies, Even

if the same organic solvents are used,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emission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emission facility and the prevention facility. In

the case of facilities using a lot of organic solvents,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stall an

absorption facility or an 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facility in order to reduce

the THC.

In addition, there are many facilities with high THC emissions. However, the facilities

regulated by the emission stnadard of hydrocarbons are extremely limited such as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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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printing and reproduction facilities.

There is a need to apply additional THC criteria to the emission sites. As a result of

analyzing 8 items of volatile organic carbons, the proportions of four items were high,

namely toluene 25.1%, styrene 17.0%, methylisobutylketone 15.5%, xylene 14.3%, benzene

has an average concentration of 0.037 ppm, much lower than the emission limit of 10 ppm.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toluene was 2.251 ppm, styrene 1.529 ppm, xylene 1.289 ppm,

MIBK 1.389 ppm, MEK 1.092 ppm, butyl acetate 0.873 ppm, and ethylbenzene 0.522 ppm.

The emission criteria limit only two items such as hydrocarbons and benzens, but styrene

and ethylbenzene are limited by the total hydrocarbons instead of the emission criteria of

those items. So, it is hard to know the emission status of those items. If new emission

standards of those items are established, we can expect to reduce total hydrocarbon

emissions an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fine dust and ozone generation.

Key words : THC(Total Hydro Carbons), Organic Solvent, Industry, Volatile Organic

Carbons, Emission Standards

요약문

전라북도내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유기용제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탄화수소류에 의한 고농도 오

존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및 위해성 저감을 위해서 탄화수소류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본 연구에서는 대기

배출시설의 총탄화수소(THC) 배출특성 연구를 위하여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후 54개 사업장

202개 배출시설에서 THC 현장 실측 조사와 테들러 백을 사용하여 VOCs 물질을 흡착 후 8개 항목을 분

석하였다.

업종별 THC 평균농도는 화학제품 제조업 638 ppm,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02 ppm,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0 ppm, 그 밖의 제조업 232 ppm, 금속제품 제조업 2 ppm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이

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과 같이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에서 THC 농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더라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배출농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THC를 저감시키기 위해 방

지시설을 흡착시설이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TO)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HC가 높게 배출되는 시설이 많으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탄화수소를 규제하는 시설은 도장시설, 인

쇄 및 복제시설, 시멘트제조 중 소성시설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THC의 기준을 추가 설

정하여 배출사업장에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VOCs 물질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 구성비는 톨루엔 25.1%, 스틸렌 17.0%, 메틸아이소부틸케톤

15.5%, 자일렌 14.3%로 네 항목의 농도가 높았고, 벤젠은 배출허용기준인 10 ppm보다 훨씬 낮은 평균농

도 0.037 ppm으로 나타났으며, 톨루엔의 평균농도 2.251 ppm, 스틸렌 1.529 ppm, 자일렌 1.289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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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K 1.389 ppm, MEK 1.092 ppm, 뷰틸아세테이트 0.873 ppm, 에틸벤젠 0.522 ppm의 순으로 높게 검

출되었다.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 벤젠으로 국한되어 있고, 스틸렌, 에틸벤젠 등은 항목별 기준이 없어 총탄화

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이용 탄화수소류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어 항목별 배출실태를 알기 어려우

므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면 총탄화수소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및 오존생성의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THC, 유기용제, 업종별, VOCs, 배출허용기준

1. 서 론

산업의 발달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간은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더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인류는 환경오염문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환경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을 개발 생산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1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개발되어 우리나라도 약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이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체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스 상태의 물질은 심한 악취를 함께 유발함으로써 인간

에게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스 상태의 물질 중 총탄화수소(Total hydrocarbons, 이하 THC)는 탄소와 수소로 결

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포함한 모든 유기화합물로서 2000년 10월에 처음 대기오염물

질로 지정되었다. 당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시설은 도장시설 및 그 부속 건조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인쇄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시간이 지날

수록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THC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및 도장산업, 인쇄산업, 유류저장·출하시설, 세탁

시설, 도로포장(아스팔트)등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도장산업이 83%로 인쇄시설 3.0%, 주유소 4.1%, 유류저장시설 4.6%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²⁾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량이 많고 종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을 기본으로 입자상 물질 9종, 가스상 물질 18종 등에 대해 배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이런 배출기준을 통해 제어하고 있는 항목들 외에도 대기 중에

는 매우 많은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입자상 물질 등 64종, 특정대기유해물질도 35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기환경관리

측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는 탄화수소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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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증발·배출이 잘되는 유기화합물

의 총칭으로 볼 수 있으며 탄화수소 외에도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 에테르, 에스테르 등 대

기 중의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성과 같은 해당물

질 그 자체의 유해성으로 건강에 유해인자로 작용하며,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하는 오존전

구물질로서 대류권 오존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시민의 체감환경 측면에서도 크게 작용하

는 악취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여 민원 유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기질 개선에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에서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해 시설관리,

방지시설 설치 등의 측면에서 기준을 두고 있다.

대기배출시설 중에서도 도장이나 건조에 관련된 배출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발

생하게 되는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총탄화수소(THC)와 벤젠 두 가지 항

목에만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톨루엔이나 자일렌 등 사용량이나 배출량이 많고 다양한 산

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질들에 대한 각각의 배출현황에 대한 실측자료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

라 배출사업장들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각 항목에 대한 실제 배출현황 및 시설관리현황의 파

악이 필요한 상황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유기용제 사용증가로 인하여 탄화수소류의 증가추

세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THC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THC 배출특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지시설의 효율 등을 조사하여, VOCs

분석을 통하여 THC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시설에 

대한 기준설정 건의에 필요한 정책 제안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THC 와 VOC 관리현황

포화탄화수소에는 메탄이나 에탄과 같은 기체분자, 석유나 벤젠 같은 액체분자, 나프탈렌과 

같은 고체분자가 있는데, 모두 물에 잘 녹지 않고 에테르 등의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포화탄

화수소는 안정하지만 조건에 따라 라디칼 반응을 일으킨다.

탄화수소는 천연으로는 천연가스, 석유, 천연고무, 식물에 함유되는 테르펜류 등으로서 존재

한다. 석유는 가장 중요한 탄화수소 자원으로서, 폭 넓은 분자량의 알칼(파라핀)과 시클로알칼

(나프텐)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분별증류하여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등유, 중유, 케로신 

등으로 분류한다. 석유는 석유화학공업의 중요한 원료이지만 필요한 불포화탄화수소가 별도 함

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분해나 접촉리포밍 등에 의해서 알켄을 얻고 있다. 식물 정유에 포

함되어 있는 탄화수소에는 비 고리식 모노테르펜인 미르센, 동물성 탄화수소로는 상어의 간유 

속에 있는 비고리식 트리테르펜인 스쿠알렌 등이 있다.

올레핀계 탄화수소나 포화지방족 탄화수소는 대기 속의 오존과 반응,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 된다. 타르에 함유된 3,4-벤조피렌이 강력한 발암성을 가진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20세

기 초이지만, 그 후의 연구에 의하면 3,4-벤조피렌을 대표로 하는 여러 고리 방향족 탄화수소

(PAH) 가운데 주로 4 ∼ 6개의 고리를 갖는 것에서 발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들은 미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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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침착하여 어떤 것은 니트로화되어 방향족 니트로화합물이 되고, 중금속과 함께 폐 속으

로 침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침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고 벤젠

이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총칭한다. 이들 휘발

성 유기화합물은 대개의 경우 저농도에서도 악취를 유발하며 화합물 자체로서도 환경 및 인체

에 직접적으로 유해하거나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광화학 산화물 등 2차 오염물

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37종류로 그 종류는 

Table 2와 같다.

수도권지역의 오존오염 저감 목적으로 VOCs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와 

VOCs의 정의 및 규제대상시설 등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새로이 추가 개정되었다. 대기환경보전

법보다 더욱 강화된 법규로 여천산업단지(96년 9월)와 울산의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97년 

7월)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VOCs 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고시

하였다. 국내의 VOCs 관리는 수도권 지역의 오존오염 저감을 위해 출발하였으나 공단지역의 

악취 및 건강 위해성 저감을 위한 관리로 변화되었으며, 최근에는 VOCs에 의한 오존오염 피

해 및 위해성을 동시에 최소화하기 위해 VOCs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VOCs 발생량의 

감량을 위해 도장·건조시설에 대한 규제가 2005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04년 1월 

주요 6개 페인트 제조사와 페인트 중 VOCs를 20% 저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말까지 건축용 페인트 중 유기용제 20%를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총탄화수소 처리기준 현황을 보면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탄화수소(THC로서)는 도장시설, 인쇄 및 복제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에 한해 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배출시설에서 발생 예상 오염물질로 탄화수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기준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산배출시설(굴뚝 등 배출구가 아닌 공정·설비 등에서 HAPs를 배출하는 시설)에서는 그간

농도위주의 배출구 관리에 편중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던 공정, 설비 등 비산배출시설에서의 

HAPs 저감을 위해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도입하여, 원료투입부터 배출까지 공정 전과정의 시

설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비산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

고 보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시설관리기준에서 직접연소·회수에 의한 시

설, 그 밖의 방지시설의 관리대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관리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에 따

라 적용하며, 유기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0의2에 따른 총탄화수소(THC)배출

기준(Ⅰ업종 50 ppm, Ⅲ업종 100 ppm)을 적용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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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for permitting emission

Fig. 1. THC Processing standard application status.

Pollutant Emission facilities 배출허용기준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
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
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 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  
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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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official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No. Product and material name Molecular formula

1 Acetaldehyde C2H4O[CH3CHO]

2 Acetylene C2H2

3 Acetylene Dichloride C2H2Cl2

4 Acrolein C3H4O

5 Acrylonitrile C3H3N

6 Benzene C6H6

7 1,3-Butadiene C4H6

8 Butane C4H10

9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10 Carbon Tetrachloride CCl4

11 Chloroform CHCl3

12 Cyclohexane C6H12

13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Cl]

14 Diethylamine C4H11N[(C2H5)2NH]

15 Dimethylamine C2H7N

16 Ethylene C2H4

17 Formaldehyde CH2O[HCHO]

18 n-Hexane C6H14

19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20 Methanol CH4O[CH3OH]

21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22 Methylene Chloride CH2Cl2

23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5H12O[CH3OC(CH3)2CH3]

24 Propylene C3H6

25 Propylene Oxide C3H6O

26 1,1,1-Trichloroethane C2H3Cl3

27 Trichloroethylene C2HCl3

28 Gasoline -

29 Naphtha -

30 Crude Oil -

31 Acetic Acid C2H4O2

32 Ethylbenzene C8H10

33 Nitrobenzene C6H5NO2

34 Toluene C7H8

35 Tetrchoroethylene C2Cl4

36 Xylene C8H10

37 Styrene C8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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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방법

전라북도내 유해화학물질 허가현황에 따르면 2016년 5,465,459.9 톤으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2.8%로 전국 시·도별 취급량이 7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 산단의 취급량이

산단외 지역에 비하여 66.7%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시·도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

르면 전국 VOCs 배출 총량 905,803 톤 중에서 전북은 66,046 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7.3%를 차

지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오염물질의 저감이 필요하다. Table 3에 2016년 전

북지역 유해화학물질 허가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Table 3. Status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Jeollabuk-do)

3.1. 연구기간

Table 4. Research period

조사대상 대기배출시설은 전라북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하여 업종별로 선별

한 후 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선정하여 상시 가동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

로 50개소를 측정하여 총탄화수소(THC)를 분석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4차 측정시에는 총탄화수소 측정과 동시에 배출가스를 테들러 백에  채취한 

후 고체흡탁관(Tenax TA)에 흡착시켜 VOCs를 분석하였다.

Industrial complex Number of companies Annual usage(ton)

Jeonju 7 215,721.0

Gunsan 52 2,271,032.8

Iksan 34 789,060.8

Jeongeup 8 12,516.7

Wanju 20 359,808.1

Other areas 291 1,817,320.5

Total 412 5,465,459.9

division Period Object

1 st 2017. 3

Jeollabuk-do Air emission facility
(Mainly organic solvent use facility)

2 nd 2017. 5

3 rd 2017. 8 ∼ 9

4 th 2017.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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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대상시설

Table 5. Facilities subject to survey

조사대상시설을 업종별로 5개로 구분하여 화학제품, 기타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

제품, 그 밖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을 파악하였다. 업종별로는 기타

화학물질 제조업과 그 밖의 제조업이 주를 차지하였고, 방지시설은 흡착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RTO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과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등도 소량 설치되어 

있다.

3.3. 분석항목 

총탄화수소(THC)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메틸에틸케톤(MEK), 벤젠(Benzene), 메틸아

이소부틸케톤(MIBK), 톨루엔(Toluene), 뷰틸아세테이트(Butyl Acetat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틸렌(Styrene) 등 8개 항목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3.4. 현장시료채취방법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별 가동상태를 확인한 후, 온도, 압력, 유속 등 배출가스

량 산정을 위한 인자를 측정하였다. 총탄화수소(THC)현장 측정방법은 배출구에서 대기오염공

정시험방법의 측정방법에 명시된 불꽃이온화방식(FID)으로 휴대용 가스분석기인 TVA-1000B와

TVA 2020 을 사용하였으며, 제로가스로는 고순도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Zero 와 Span 교정을

한 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15분 동안 측정하였고, 배출가스가 관통하는 시간과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음 1 ∼ 2분 동안은 측정치에서 제외하고 측정시간동안 15초 간격으로 측정된 

Data를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Industry Numbers Prevention facility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5 Adsorption, Absorption, RTO

Other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23 Adsorption, Absorption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6 Adsorption, Absorption, RTO

Metal product manufacturing 8 Absorption, Bag filter

Other manufacturing 12 Adsorption, Bag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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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1000B TVA 2020

Fig. 2. THC analyzer.

BTEX 등 각 물질별 농도파악을 위한 시료채취는 가스샘플러를 이용하여 테들러 백에 채취

한 후 저용량펌프(SIBATA MP-Σ30KNⅡ)를 이용하여 0.1 L/min 의 유속으로 시료를 흡착관

(Tenax TA)에 흡착시켜 분석하였다. 시료채취용 흡착관은 불순물을 탈착시키기 위해 시료채취 

전 320 ℃에서 2시간 동안 N₂가스를 이용하여 Conditioning 한 후 사용하였다.

3.5. 분석방법

현장에서 채취한 테들러 백에 의한 시료는 직사광선을 차단한 서늘한 상태에서 보관하였고,

펌프를 이용해 시료를 흡착시킨 흡착관은 빠른 시간 내에 자동 열탈착 전처리 장비(Turbo

matrix 650)에 장착하여 탈착시킨 후 GC/MSD(Clarus 680/SQ8T, PerkinElmer)로 분석하였다.

장비 및 분석조건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GC/MSD Analysis Condition

Analytical
instrument

Model Analysis Condition

Concentrator
Turbo matrix 650

(PerkinElmer)

Tube desorb temp: 290 ℃
Tube desorb time: 10 min

Trap high: 310 ℃, low: -30 ℃
Desorb flow: 50 mL/min

Trap hold: 5 min
Agricultural tube: tenax TA

Convey temp: 280 ℃

GC/MSD
Clarus 680/SQ8T

(PerkinElmer)

Column: VB-1, 0.25 mm × 60 m, 1.0 ㎛
Column flow: 1.0 mL/min

Oven temperature: 50 ℃ → 180 ℃ → 250 ℃



대기배출시설 총탄화수소(THC) 배출특성 연구

- 41 -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총탄화수소 측정결과

조사대상 54개 사업장에서 202건의 총탄화수소를 측정한 분석결과는 Fig. 3과 같다. 측정결

과 THC 평균농도는 439 ppm이었고, 1000 ppm 이상의 높은 농도를 나타낸 시설은 22개였으

며, 비연속식 도장시설 및 인쇄·복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인 200 ppm을 넘는 시설은 조사대상 

202건 중 77개로 38%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허용기준 없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 3. THC Concentration.

업종별로 측정된 THC 농도는 화학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 638 ppm, 기타 화학제품제

조업 602 ppm,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0 ppm, 금속제품 제조업 2 ppm, 그 밖의 제조업  

232 ppm으로 나타났으며, 톨루엔이나 자일렌 같은 탄화수소계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THC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기용제

를 사용하지 않는 금속제품 제조업은 평균 2 ppm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THC로써 탄화수소를 규제하는 시설은 도장시설과 그 부속 건조시설, 인쇄 및 복제시

설, 시멘트의 소성시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외에도 THC가 다량 배출되는 시설이 여러

업종에 걸쳐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화학제품 제조업과 같이 유기용제류를 사용

하는 사업장 및 용제사용 배출시설의 발생 THC 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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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C analysis

Fig. 4. Box-whisker plot(Type of industry).

Industry
Number of

measurement
THC avg

(ppm)

Concentraion range(ppm)

Min Max Median

Chemicals 30 638 8 5,028 202

Other chemicals 97 602 5 4,853 248

Rubber & Plastics 37 230 12 2,976 105

Metal products 10 2 1 4 2

Other
manufacturing

28 232 3 1,16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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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C Concentration by industry.

4.2. 업종별 THC 배출특성

4.2.1. 화학제품 제조업 THC 배출특성

5개 사업장을 30회 측정한 결과 화학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638 ppm으로 조사되었

으며, 조사대상 시설은 대부분 페인트 제조업으로 도료의 제조시 혼합시설은 775 ppm, 농축시

설은 418 ppm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 성분으로는 톨루엔과 자일렌이 80%를 차지

하고 있으며, 반응시설은 메탄올 등을 사용하여 34 ppm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화학

제품 제조업의 용제종류에 대해 Table 8과 Fig. 6에 나타내었다.

Table 8. Solvent type of chemical product manufacturing

Fig. 6. Solvent fraction.

Solvent type Toluene Xylene Methanol, ethanol PEP

% 40 4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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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공정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증기압이 높은 톨루엔이나 자일렌의 사용량이 많

은 사업장일수록 THC농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방지시설의 설치시 흡착에 의

한 시설이나 연소에 의한 시설(RTO)을 통해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2.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THC 배출특성

23개 사업장을 97회 측정한 결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602 ppm으로 나

타났으며, 다양한 종류의 용제를 유기용매로 사용하고 있고, 주요 THC 농도 발생 용제로는 아

세톤, 톨루엔, 자일렌, 노말헥산 등이 주요 발생 용제로 파악되었다.

배출시설은 반응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이 75%정도를 차지하여 주요 배출원이고, 혼합·분

쇄시설의 THC 평균농도는 8 ppm, 저장·포장시설은 7 ppm, 반응·응축·정제시설은 898 ppm,

건조·저장시설은 279 ppm을 나타냈다.

같은 용제를 사용하더라도 배출시설에 따른 THC 배출농도가 그에 대한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흡수에 의한 시설의 THC 평균농도는 685 ppm, 흡착에 의한 시설의 THC 평균농도는 78

ppm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당시의 용제사용량, 가동현황 등 사용환경

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그 외 배출시설 중 폐식용유, 팜오일을 사용하는 보일러는 THC 농도가 5 ppm 정도 검출되

었고, 폐유(정제유)를 정제하고 반응시키는 시설은 THC 농도가 4 ppm, 불산, 질산 등 무기산

을 사용하는 혼합시설은 2 ppm, 유황, 가성소다를 원료로 사용하는 용융, 반응시설은 1 ppm,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는 혼합·분쇄시설은 1 ppm으로 다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의 사업장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4.2.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THC 배출특성

6개 사업장을 37회 측정한 결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230 ppm

으로 나타났으며, 주용제는 톨루엔, 메틸렌클로라이드, 트리옥틸아민 등이 사용되었으며, 배출

시설은 반응시설, 혼합시설, 저장시설 등이 많았고 반응시설과 혼합시설이 혼재하는 배출시설

의 THC 평균농도는 157 ppm, 반응시설, 혼합시설, 저장시설이 혼재하는 경우 164 ppm, 반응

시설, 정제시설, 저장시설이 혼재하는 경우 946 ppm, 단순 저장시설은 16 ppm으로 나타났다.

THC 평균농도가 다소 높은 이유는 에폭시 수지, 경화제를 생산하는 한 사업장에서 저장시설 

및 응축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흡착에 의한 시설로

만 배출되어 THC 농도가 높게 나타나 THC 평균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용제의 사용량이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보다 적고, 방지시설별 농도를

보면 흡착에 의한 시설의 THC 평균농도는 100 ppm, 흡수에 의한 시설은 214 ppm, 직접연소

에 의한 시설은 122 ppm으로 흡착에 의한 시설과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 67%정도 설치되어 

있어 화학제품 제조업보다 THC 발생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화학제품 제조업과 다르게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각각의 제품에 따른 용제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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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금속제품 제조업 THC 배출특성

8개 사업장을 10회 측정한 결과 금속제품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2 ppm으로 낮게 나타

났으며, 유기용제의 사용량이 다른 업종에 비해 극히 적거나 사용하지 않아 THC 농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아크로, 전기유도로, 반사로, 탈사시설 등은 THC

농도가 1 ∼ 3 ppm이었고, 황산, 술폰산 등 유·무기산을 사용하는 탈지, 산·알칼리처리, 도금

시설은 2 ∼ 4 ppm으로 조사되었다.

금속제품 제조업의 배출시설에 따른 THC 농도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Table 9. THC Concentration by Emission Facilities in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Industry

Emission facility
Solvents and raw

materials
Control system THC(ppm)

Electric induction
fufnace

Pig iron, Scrap iron Bag Filter 3

Electric arc Scrap iron Bag Filter 1

Reverberatory furnace Aluminium Bag Filter 2

Clearance facility Sus Ball Bag Filter 2

Plating facility Sulfonic acid, KOH, Sn Absorption 2

Acid·alkali, Plating
facility

Sulfonic acid, Copper Wet scrub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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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그 밖의 제조업 THC 배출특성

12개 사업장을 28회 측정한 결과 그 밖의 제조업의 THC 평균농도는 232 ppm으로 조사되었

으며 Table 10에 그 밖의 제조업의 업종별 THC 농도를 나타내었다.

공정 중에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에 THC 농도가 585

ppm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며, 아스콘 제조업도 THC 농도가 145 ppm으로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인 아스팔트를 원료로 사용하기에 높게 나타나 탄화수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기타 산이나 알칼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미량 사용하고 또한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역시 흡착에 의한 시설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THC 농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Table 10. Other Manufacturing Industry THC concentration

4.3. 분기별 THC 농도변화

8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 2개씩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별 THC 농도를 측정

한 결과 사업장별 유기용제 사용량, 공장부하율, 배출시설의 여러 공정 혼합 가동시 배출시설

의 가동 유·무에 따라 THC 농도변화율이 크게 나타났다. Table 11에 사업장 분기별 THC 농

도변화를 나타내었다

8개 사업장 중 기초화합물을 제조하는 E사업장의 배출시설은 반응시설과 저장시설로 연중 

가동시간과 부하율이 일정하고 조사를 통해 활성탄 교체주기를 변경 요청(6개월에서 3개월)하

여 THC 농도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도료를 제조하는 B, C사업장은 배출시설이 여러 대의 혼

합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혼합공정의 가동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분기 측

정시 혼합시설의 전체가동으로 인하여 THC 농도가 다른 분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 및 항생제를 제조하는 D사업장은 반응, 정제, 농축시설의 1번 배출시설은 연중 비슷

한 추이를 나타냈으나, 4분기에 활성탄 교체주기의 도래로 다른 분기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

으며, 2번 배출시설은 건조시설의 가동 유·무에 따라 424 ∼ 1,443 ppm 까지 큰 차이를 나타

내고 있으며, 세정액의 교체주기(1주일)와 활성탄 교체주기(6개월)의 변화를 통해 THC 농도를 

감소시키도록 유도하였다.

Industry Solvent THC conc.(ppm)

Textile product
manufacturing

Polycarbonatelysine 28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Toluene, Acetone, Ethyl acetate 58

Paper manufacturing NaOH 3

Semiconductor preparation
business

Sulfuric acid, BPDA,
Hydrofluoric acid

18

Battery manufacturing
business

Sulfuric acid 6

Ascon manufacturing Asphalt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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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Work places quarterly THC concentration

난연제를 제조하는 F사업장의 1번 배출시설은 혼합, 저장, 회수, 반응시설의 혼재 시설로 고

분자 반응이 일어날 때 1,663 ppm, 4,850 ppm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 저장시설 가

동시 78 ppm, 83 ppm으로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2번 배출시설은 혼합, 건조시설로 일

정한 부하율에 따라 농도변화폭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HC 농도가 높은 고분자 

반응시설은 배출구에서 악취를 유발하므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보다는 흡착에 의한 

시설을 연결하여 2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G사업장은 1번 배출시설이 반응시설과 저장시설로 반응기의 반응상태에 따라 THC 농도가 

큰 편차를 보이며, 2번 배출시설은 유기화합물 저장시설과 건조시설로 분기별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또한 F, G사업장은 방지시설이 흡수에 의한 시설을 거친 후 활성탄을 이용한 흡

착에 의한 시설로 유도하여 저농도, 고농도의 유기용제 가스를 처리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분기별 THC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분기별 THC 농도

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Work Places 1/4 2/4 3/4 4/4

A - 1 707 1,441 1,260 595

A - 2 565 161 552 306

B - 1 61 157 91 98

B - 2 219 1,129 110 150

C - 1 402 184 167 134

C - 2 606 1,541 876 416

D - 1 250 307 156 707

D - 2 727 1,443 1,164 424

E - 1 44 28 50 70

E - 2 194 122 157 149

F - 1 78 83 4,850 1,663

F - 2 407 783 524 788

G - 1 3,491 1,004 247 4,461

G - 2 129 96 36 395

H - 1 16 248 19 8

H - 2 269 439 26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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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Quarterly THC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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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테들러법에 의한 VOC물질 농도

업종별로 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배출시설 2개씩을 대상으로 테들러 백에 포

집한 시료는 고체흡착관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파과에 의한 농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

료당 100 mL/min, 200 mL/min의 유량으로 흡착시켜 분석하였다. Table 12에 9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Table 12. Work places Status

Division Industry Raw material
Annual

usage(ton)

A
Manufacture of Flame

Retardants
Methanol, Sulfuric acid, Toluene,
Triphenylethyl, Triethylamine, etc

7,900

B
Synthetic resin and

basic organic compound
manufacturing

Ammonia water, Sulfuric acid,
Toluene, Formaldehyde, etc,

3,380

C
Synthetic resin and

Plastic Manufacturing
Nitrobenzene, Toluene,

Trimethylamine, Methyl ether, etc
106,125

D
Other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Phenol, Methyl ethyl ketone,

Toluene, Xylene, Methyl 2-propene, etc
10,529

E
Other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Benzene, Triethylamine,

N-N-dimethylformamide, etc
1,275

F
Basic chemical
manufacturing

Toluene, Methyl ethyl ketone,
Trioctylamine, etc

225,334

G Paint manufacture
Toluene, Xylene, Methyl ethyl

ketone, Ethyl acetate, etc
31,101

H Paint manufacture
Xylene, Toluene,

Butyl benzyl phthalate, etc
9,052

I
Pharmaceutical

manufacture
Ethyl acetate, m-Cresol, Ethylene

dichloride, Toluene, Tributylamine, etc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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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VOCs Analysis

9개 사업장의 THC 평균농도는 422 ppm, 범위는 8 ∼ 1,663 ppm으로 전체 202건의 THC

평균농도 439 ppm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VOCs 8개 항목 분석결과 농도의 범위는 

0.050 ∼ 25.872 ppm의 범위이고 평균농도는 10.271 ppm를 나타냈는데 THC안에 VOCs가 일

부분을 차지하기에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로는 THC와 VOCs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Division
THC
Conc

MEK Benzene MIBK Toluene
Butyl

acetate
Ethyl

benzene
Xylene Styrene

A
1,663 0.010 0.003 0.000 0.030 0.001 0.016 0.021 0.001

788 0.008 0.002 0.001 0.030 0.000 0.000 0.026 0.001

B
8 0.002 0.004 0.002 0.033 0.000 0.002 0.003 0.001

25 0.220 0.004 6.724 0.017 0.000 0.004 0.003 0.001

C
157 0.023 0.007 1.033 3.008 0.001 0.026 0.116 6.176

305 0.011 0.047 0.468 3.253 0.002 0.261 0.101 4.826

D
595 0.006 0.068 0.207 3.957 0.001 0.051 4.602 0.034

306 0.013 0.070 0.130 2.895 0.002 0.033 0.047 3.847

E 1,177 0.094 0.199 0.087 3.287 0.001 0.016 0.021 2.294

F
149 10.626 0.027 0.073 2.389 0.006 0.015 0.015 2.322

70 1.191 0.018 0.067 2.507 0.003 0.012 0.011 2.205

G
134 0.495 0.021 0.089 1.684 1.644 1.307 3.150 0.533

416 0.468 0.093 0.087 3.584 7.516 2.684 5.485 0.467

H
98 2.077 0.022 0.141 3.998 2.566 1.787 3.270 0.984

150 2.821 0.019 0.287 4.030 1.345 1.353 2.245 0.774

I
707 0.340 0.011 6.748 2.003 0.946 0.715 1.473 0.846

424 0.164 0.008 7.476 1.560 0.808 0.582 1.321 0.682

Avg 422 1.092 0.037 1.389 2.251 0.873 0.522 1.289 1.529

Max 1,663 10.626 0.199 7.476 4.030 7.516 2.687 5.485 6.176

Min 8 0.002 0.002 0.000 0.017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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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ox-whisker plot(VOCs Analysis).

VOCs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 구성비는 시설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일반적

으로 Fig.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톨루엔, 스틸렌, 메틸아이소부틸케톤, 자일렌의 농도가 높았

다. 톨루엔 25.1%, 스틸렌 17.0%, 메틸아이소부틸케톤 15.5%, 자일렌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젠이나 에틸벤젠 등의 배출농도는 0.4 ∼ 5.8%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10. Composition ratio by VOCs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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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EX 등 VOCs 물질별 배출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메틸에틸케톤(MEK)의 농도는 0.002 ∼

10.626 ppm 까지 나타났는데 F, G, H, I 사업장은 0.164 ∼ 10.626 ppm으로 접착제, 페인트 

제거제, 윤활유, 의약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어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벤젠의 농도는 0.002 ∼ 0.199 ppm 범위로 평균농도는 0.037 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0

ppm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전라북도내 벤젠 사용량의 70%를 차지하는 E사업

장의 농도가 0.199 ppm으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다른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조

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틸아이소부틸케톤(MIBK)은 불검출 ∼ 7.476 ppm, 평균농도는 1.389 ppm이었고 합성수지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B사업장)과 의약품 제조업(I사업장)은 3.363 ppm, 7.112 ppm으로 다

른 사업장에 비해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톨루엔의 농도범위는 0.017 ∼ 4.030 ppm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원료로 사용되어 평균

농도가 2.251 ppm으로 전 사업장에서 검출되었으며, A, B사업장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뷰틸아세테이트의 농도범위는 불검출 ∼ 7.516 ppm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불검출이거나 

미량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도료제조, 의약품 제조업에서는 3.268 ppm으로 평균농도인 0.873

ppm 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에틸벤젠의 농도범위는 불검출 ∼ 2.684 ppm, 평균농도는 0.522 ppm이었고, 도료제조 및 의

약품 제조업인 G, H, I사업장에서 0.649 ∼ 1.996 ppm으로 평균농도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자일렌의 농도범위는 0.003 ∼ 5.485 ppm, 평균농도가 1.289 ppm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페

인트 제조, 의약품 제조업인 G, H, I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스틸렌의 농도범위는 0.001 ∼ 6.176 ppm, 평균농도는 1.529 ppm으로, 폴리스틸렌, 폴리에스

테르수지 제조나 도료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서 많이 배출되고, 이온교환수지를 제조하

는 C사업장에서 5.500 ppm으로 약 4배 정도 높게 검출되었다.

도료를 제조하는 G, H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VOCs 8개 항목이 높은 농도를 나타내

어 생산량과 운영상태에 따라 변화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유기용제 사용량과 적절한 방지시

설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벤젠 항목 이외에도 기준이 없는 에틸벤젠, 스틸렌 

등이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이들 항목도 배출시

설 및 방지시설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부틸케톤, 톨루엔, 뷰틸아세테이트, 자일렌 등 악취물질로 지정된 

물질도 대기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시 악취유발과 대기민원을 야기하는바 이들 물질도 휘발

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로 추가시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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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centration by VOC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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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한 후 54개 사업장 202개 배출시설에서 대기

배출시설의 총탄화수소(THC) 배출특성 연구를 위하여 THC 현장 실측조사와 함께 테들러 백

을 사용하여 VOCs 물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업종별 THC 평균농도는 화학제품 제조업 638 ppm,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02 ppm, 고

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0 ppm, 그 밖의 제조업 232 ppm, 금속제품 제조업 2 ppm으로 조사

되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과 같이 유기용제류를 많이 사용하는 사

업장 및 배출시설에서 THC 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같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더라도 THC 배출농도는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

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THC

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시 흡착에 의한 시설이나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VOCs 8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항목별 구성비는 톨루엔 25.1%, 스틸렌 17.0%, 메틸아이소

부틸케톤 15.5%, 자일렌 14.3%로 네 항목의 농도가 높았으며, 벤젠은 배출허용기준인 10 ppm

보다 훨씬 낮은 평균농도 0.037 ppm으로 나타났고, 톨루엔 평균농도 2.251 ppm, 최대농도 

4.030 ppm, 스틸렌 평균농도 1.529 ppm, 최대농도 6.176 ppm, MIBK 평균농도 1.389 ppm, 최

대농도 7.476 ppm, 자일렌 평균농도 1.289 ppm, 최대농도 5.485 ppm, MEK 평균농도 1.092

ppm, 최대농도 10.626 ppm, 뷰틸아세테이트 평균농도 0.873 ppm, 최대농도 7.516 ppm, 에틸

벤젠 평균농도 0.522 ppm, 최대농도 2.687 ppm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과 운영상태에 따라 

변화폭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최대값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원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4)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탄화수소, 벤젠, 스틸렌, 에틸벤젠 등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항목은 탄화수소와 벤젠으로 국한되어 있

고, 스틸렌, 에틸벤젠 등은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이 없고 총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배출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휘발성유기용제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현재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시설은 도장시설, 인쇄 및 복제시설, 시멘트제조 중 소성시설 등 극히 제한된 시설만 기

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THC가 높게 배출되는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THC의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 총탄화수소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및 오존생성을 저감시

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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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연구(Ⅰ)

이미선†･나상언･박수･조창우･이재용･이주란･박정제･유택수

먹는물검사과

Simultaneous Analysis of Multi-residue in Water Using GC/MS

Mi-Seon Lee†, Sang-Eon Na, Su Park, Chang-Woo Cho,, Jae-Young Lee,, Ju-Ran Lee,

Jeong-Jae Pak, Taek-Soo Yoo

Division of Drinking Water Inspection

Abstract

A gas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GC/MS) combined with Multi-purpose sampler(MPS)

has been planned simultaneously anylsis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in drinking water. Target

compounds in this study were four Chlorophenols (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hentachlorophenol)., DEHP & DEHA(bis-Ethylhexylphthalate, bis-Ethylhexyladiphate) , seven organic

phosphosrous pesticides(Methyl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EPN, Alachlor)

and Benzo(a)pyrene. Fourteen materials were extracted by liquid-liquid extraction method

using automated preprocessing equipment and analyzed by selected ion monitoring(SIM) mode

in GC/MS. The pretreatment conditions of the liquid-liquid extraction method were optimized

for simultaneously multicomponent anaylsis. In order to set extraction condition of MPS installed

in GC/MS, the vortexing, the extraction solvent, the pH, the concetr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solvent, and thw injection volume were controlled. The recovery and repeatability of all the

components were excellent when 15 mL of the sample whthout addition of acid was vortexed at 200

rpm for 100 sec with 1 mL of n-Hexane , waiting 300 sec and 2 uL injection. The proposed

simultaneously analysis method can maximize the efficiency of analysis by convenience of analysis

procedure and reduction of reagent used.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he research process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the anaytical method by verifying the suitability of the multi-component

simultaneous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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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다목적 시료주입장치가 조합되어있는 가스크로마그래피 질량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먹는물 중의 유

해유기물질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물질은 염화페놀류 4종( 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hentachlorophenol ), DEHP & DEHA ( bis-Ethylhexylphthalate,

bis-Ethylhexyladiphate ) , 유기인계 농약류 7종 ( Methyl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EPN, Alachlor )과 Benzo(a)pyrene이다. 14종의 물질들을 자동화 전처리장비(MPS)을 사용

하여 액체-액체 추출법으로 추출한 다음 가스크로마그래피 질량분석기에서 선택이온분석법(SIM)으로

분석하였다.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위해서 액체-액체 추출법의 전처리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GC

에 장착되어 있는 자동화전처리 장비의 추출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Vortexing, 추출용매, pH,

시료양에 따른 농축효과, 시료주입량을 조절하여 보았다. 산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 15 mL 에

n-Hexane 1mL 로 200 rpm 에서 100 sec vortexing, 300 sec waiting 한후 2 uL injection 하

였을 때 모든 성분의 회수율과 재현성이 우수하였다. 제안된 동시분석방법은 분석 절차의 편리

성, 사용시약의 절감 등으로 분석의 효율을 극대화시킬수 있다. 추후에는 다성분 동시분석법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분석방법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이다.

주제어: 유해유기물질, 다목적시료전처리장비, GC/MS, SIM, 전처리조건.

1. 서 론

급속한 산업발전과 인간의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에 기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환경 분야 중 물은 모든 생명체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정상적인 생리작용

이 저해될 뿐 아니라 신체적 장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떠한 유해물질은 아주 적은양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섭취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에 

대한 수질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먹는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많은 유해물질를 규제하기 위하여 먹는물 감시항목도 지속적으로 추가

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먹는물 관리의 효율을 확대하고 있다.

추가되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을 보면 플라스틱 및 의약품합성 등 산업공정과정1),2),3), 상수원

수의 염소처리과정4) 중에 발생되는 페놀류와 농산물 증대를 위해 사용한 살충제, 제초제로부터 

유래되는 내분기계 장애물질, 유기인계 농약류5),6) 등 발암성 물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기

나 수질을 통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그 작용이 호르몬과 유사하다고 하여 환

경호르몬이라 불러지고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s)은 적은 양일지라도 내분

기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란시킨다. 또한 많은 농약류들은 독성과 잔류성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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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미량수준에서도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항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환경시료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잔류농약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짐에 따

라  먹는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Chromatographic method를 이용한 환경호르몬 및 유기인계 농약류들의 

분석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물질들은 생물학적 활성이 커서 극소량으로도 인체

에 큰 영향을 미치기기도 하고, 또한 이들의 검출 및 분석이 쉽지 않은 편이어서 미량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Gas Chromatography(GC)시스템을 이용한 기기분석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다. 매트릭스가 복잡하거나 목적 성분이 극미량 존재하는 수질시료는 GC 분석을 위해서 

적절한 추출 및 농축과정의 전처리가 필수적이다.7),8),9) 따라서 극미량 유해물질 분석의 정확,

정밀도 및 검출한계는 시료 전처리 기술과 분석 기기에 따라 달라진다.

전처리 방법은 분석 대상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추출 대상 시료(Matrix)에 따라 여러 가지 방

법이 존재하는데 실험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추출법과 그에 따른 적합한 정도관리를 수행하

여야 한다. 수질 시료의 전처리법은 각 성분의 성질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추출과 농축을 위한 전처리방법으로는 액액추출방법(Liquid-Liquid Extraction, LLE)10),11)과 고

상추출방법(Solid Phase Extraction, SPE)12)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액액추출방법(LLE)은 

물질의 성질에 따라 pH 를 조절해 주면서 추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추

출대상에 가장 적합한 추출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물과 섞이는 용매는 추출법에 사용할 

수 없고, 추출 용매의 사용량과 전처리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고상추출방법

(SPE)은 추출 용매의 선택 폭이 넓고 소비량이 적어 추출 조작과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비싼 cartridge를 사용하므로 전처리 비용 증가와 기술을 요하는 단점이 있다. 내분기

계 교란물질, 잔류 농약류 분석에는 대개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액액추출법(LLE)10)이 양호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추출, 정제, 농축과정을 거치는 전처리방법은 많은 시간과 용매를 필요로 하고 시료의  손실

이 많으며 분석 대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복잡한 전처리 과정으로 인한 재현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장시간 분석자가 용매에 노출되는 건강상의 문제점도 크게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미량의 유해물질을 동시 분석하기 위한 기기분석방법13),14),15),16)의 개선을 위

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on-line자동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미량추출기술(Microextraction

techniques)17),18),19)이 많이 소개됨에 따라  다목적시료주입장치 (Multi purpose sampler, MPS)

를 도입한 GC, GC/MS를 이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되고 있

다. 자동화 전처리가 가능한 다목적시료주입장치(MPS)는 용매사용량을 줄이고 추출농축 과정

이 간편하며 전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중 액액추출법(LLE)을 

축소화한 분석방법은 시료량, 추출시간 및 용매의 소모가 매우 적고 시료전처리부터 injector에 

시료를 주입하는 단계까지 일원화로 진행되어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먹는물 중 미량 유해물질의 GC나 GC/MS분석법은 추출 농축등 전처리과정을 수반하는 항

목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시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각 물질별 상이한 전처리에 따른   

시약 및 시간적 소모가 매우 많아 신속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켜보고자 다목적시료주입장치 (MPS) 와 

GC/MS를 조합하여  on-line 동시분석이 가능한  분석조건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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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매로 추출가능한 Methyl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EPN ,

Alachlor, Benzo(a)pyrene, 2-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bis-Ethylhexylphthalate(DEHP), bis-Ethylhexyladiphate(DEHA) 등 14종 유

해물질에 대해 수질분석시 신속하게 동시분석할수 있도록 자동화 전처리를 활용한  GC/MS

동시분석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인 고찰

2.1. 분석 물질의 특성

본 연구에서 target compound인 14가지 유해물질 성분들은 주로 소독제, 살균제, 가소제 등

으로 사용 되며 정수처리 과정시 염소화 부산물이나 화학물질 제조시 부산물, 농경지 토양이나 

침출수에서 배출되어지는 농약류다. 이 물질들의 특성을 성분별로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Item Molecular weight Density Usage Source

2-Chlorophenol 128.56 (C6H5ClO) 1.26 disinfectant,
herbicide

preparation of
chlorinated phenol

2,4-Dichlorophenol 163.00 (C6H4Cl2O) 1.38 insecticide,
preservative

chlorinated
by-products in water

disinfection

2,4,6-Trichlorophenol 197.45 (C6H3Cl3O) 1.49
herbicide,
degoliant,

preservative

pulp bleaching,
chlorination at

chlorine disinfection

Pentachlorophenol 266.34 (C6HCl5O) 1.98
fermentation

within a
substance

manufacture of PCP,
fungus metabolism

by-products

Alachlor 269.77
(C14H20ClNO2)

1.12
herbicide of corn,

bean, patato
cultivation

farmland, soil leachate

DEHA 370.57 (C22H42O4) 0.92
plasticizer of

vinyl,
synthetic rubber

waste incinerator,
PVC processing

DEHP 390.56 (C24H38O4) 0.99 plasticizer,
pesticide

nature creation,
plasticizer

Benzo(a)pyrene 252.32 (C20H12) 1.35
by products of
PVC, pigments,

pesticides

tobacco smoke, cas
gas incomplete

combustion byproduct

Fenitrothion 277.24
(C9H12NO5PS) 1.32 insecticide, mite

repellent

chemical
manufacturing,

farmland, soil leachate

Diazinon 304.35
(C12H21N2O3PS) 1.59 insecticide,

pesticide

Parathion 291.27
(C10H14NO5PS) 1.26 pesticide

Methyl demeton 230.28 (C6H15O3PS2) 1.20 pesticide

Phentoate 320.36
(C12H17O4PS2)

1.23 pesticide

EPN 323.30
(C14H14NO4PS) 1.30 mite rep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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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분별 분석방법

먹는물 및 감시항목에서  제안하고 있는  분석 물질들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사용되는 분

석기기들은  Gas Chromatography(G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가 

주로 소개되어 있다. 검출기로는 GC에는 ECD(Electron Capture Detector), NPD(Nitrogen

Phosphorous Detector), MSD(Mass Selective Detector)등이 사용되며 HPLC 는 FLD(Fluorescence

Detector) 등 이 사용되고 있다. 먹는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제안되고 있는 각 성분별  적합한 

기기분석방법, 추출조건 및 정량범위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기준을 두고자 Table 2,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2. Instrumental analysis method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Item GC/ECD GC/NPD GC/MS HPLC
Chlorophenol ○ - ○ -

2,4-Dichlorophenol ○ - ○ -
2,4,6-Trichlorophenol ○ - ○ -

Pentachlorophenol ○ - ○ -
Alachlor ○ - ○ -
DEHA - - ○ -
DEHP - - ○ -

Benzo(a)pyrene - - ○ ○
Fenitrothion - ○ ○ -

Diazinon - ○ ○ -
Parathion - ○ ○ -

Methyl demeton - ○ - -
Phentoate - ○ - -

EPN - ○ - -

Table 3. Extraction condition & Concentration range

Item pH condition solvent Concentration
rage (mg/L)

Limit of
Determination

(mg/L)
Chlorophenol

4.5 or 2.0
by KH2PO4

Dichloro
methane

(MC)
0.02 ~ 0.5 0.001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Alachlor 4.5 by
KH2PO4

MC 0.1 ~ 4.0 0.0005

DEHA
- n-Hexane 0.001 ~ 0.4 0.001

DEHP

Benzo(a)pyrene 4.5 by
KH2PO4

MC 0.002 ~ 0.05 0.00001

Fenitrothion -

n-Hexane ,
n-H:MC
(85:15)

0.05 ~ 1.0 0.0005

Diazinon

3 ~ 4 by HCl
Parathion

Methyl demeton
Phentoate

EPN

※ MC : Dichloromethane, n-H : n-He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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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분별 전처리방법  

먹는물수질공정시험에서 제안하는 각 성분별 기기분석을 위한 전처리방법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pH도 조절해가면서 적절한 추출 용매를 사용하는 액액추출방법(LLE)을 주로 사용한다.

LLE방법은 각 성분별 서로 다른 용매와 시약을 필요로 하며 시료채취(Sampling), 추출(Extraction),

정제(Cleanup)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료 손실이 많

기떄문에 분석절차의 편리성이 제공되는 분석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시험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분들의 LLE방법 분석절차를 도표로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Sample 100 mL ~ 500 mL

↓NaCl 10 g

Adjust pH

↓

Solvent(Methylene Chloride or n-Hexane)×2

↓Shaking for 5 ~ 10 min ×2

↓Layer separation

Solvent layer

↓Na2SO4 2 g

Centrifuge(250 rpm, 5 min)

↓

Concentration up to 1 mL

↓

GC/MS(1 ~ 2 uL inj.)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etermination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3. 실험 

3.1. 시약 및 기구

연구대상 물질인 먹는물 유기인계 농약류  Methyl 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EPN , 감시항목 중 Alachlor 및 Benzo(a)pyrene과  페놀류 4종 2-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플라스틱 가소제 성분인 

bis-Ethylhexylphthalate(DEHP), bis-Ethylhexyladiphate(DEHA) 의 표준품은 모두 Accustandard

(1mg/mL, 0.1mg/mL in Methanol)를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Wako 사의 잔류농약·PCB 실험

용인 n-Hexane, Methylene chloride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NaCl은  잔류농약·PCB 실

험용 , 황산 등 산종류는  Wako사의 유해중금속용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유리제품은 

200 ℃에서 2시간 이상 가열하여 오염이 없는 곳에서 방냉한 후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을 만들

기 위하여 사용된 물은 Water purification system(Millipore Milli-Q, USA)을 통과한 탈이온화

한 증류수 (18.2 ㏁이상)를 매 24시간 마다 교환하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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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준용액의 조제

시판되고 있는 14종의 표준물질을 각 각 100 mg/L 용액이 되도록 메탄올에 녹여 조제한 후에 

3 ℃의 냉장실에 보관하였다. 분석하기 직전에  실험목적에 따라 혼합 성분을 달리하며 10 mg/L

혼합 표준 용액을 메탄올로  희석하여 Tefron cap 갈색 Vial(20 mL)에 넣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탈이온화한 증류수에 성분별 혼합 표준 용액을 일정량 가하여 목적하는 농도를 만들었다.

3.3. 기기분석  

기기분석은 Thermo Scientific 사의 Triplus RSH(다목적전처리장비)와  Trace 1310(GC), TSQ

8000EVO(MSD)이 조합된 GC/MS를 이용하였다. 분석컬럼은 Thermo Scientifi사의 TG-5MS로 길이

는 30 m, 내경은 0.25 ㎜, 두께 0.25 ㎛이고  5% Phenyl Methylpolysiloxane로 구성되어 있어 비

극성이고 가열에 안정하다. 사용전 미리 300 ℃에서 12시간이상 가동하여 컬럼으로부터의 손

실이 없도록 하였다. 이동상 기체는 헬륨기체(99.999%)를 사용하였으며 유량은 0.8 mL/min이

었다. 컬럼의 초기온도는 40 ℃이었으며 이 온도에서 4분간 머무른 후 15 ℃/min로 300 ℃

까지 승온시킨 후 최종온도에서 10분간 머무르게 했다.

질량분석기에서 이온화방법은 전자이온화법(EI)를 사용하었으면 전자에너지는 70 eV이었으

며 질량검출기는 사중극자형(Quadrupole)이었다. 이온원(Ion source)의 온도는 280 ℃이었으

며 검출을 위해 SIM(Selected Ion Monitoring)mode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GC와 

MSD 운영조건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GC/MS operating parameter for analysis

Condition
Column TG-5MS, 30 m × 0.25 mm × 0.25 um

Carrier gas He(99.9999%) at 0.8 mL/min
GC Injection port temp. 250 ℃

Injection mode Splitless

Oven Temp. programing
Initial Rate Final

40 ℃ 4 min 15 ℃/min 300 ℃
10 min

Transfer temp. 280 ℃
Ionization mode EI(Electron Impact Ionization)

Ionization energy 70 eV
MS Ionsouce temp. 280 ℃

Analyzer Quadrupole
Degree of vacuum 10-5 ~ 10-7 Torr

Detection mode Selected Ion monitoring(SIM)
Mass range 50 ~ 500 m/z

다목적시료주입장치 (Multi purpose sampler, MPS)인 Thermo Scientific사의 Triplus RSH

를 이용하여 혼합되어 있는 성분들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다성분 추출시 필요

한 여러 요건들을 비교·검토하여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적의 추출조건을 선정하였다. 공정시험기준

의 LLE 전처리 방법을 도입하여 Table 3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추출시간, 추출용매, p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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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추출용매량 및 시료주입량을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분석감응도를 회수율로 확인하고 최적의 

전처리조건을 정립하였다.

표준용액 일정량과  NaCl를 정확하게 2 g을 분취하여 20 mL추출용기에 담아 RSH에 장착하면  

모든과정이 on-line으로  일정한 양의 용매가 주입되고 설정해놓은 조건으로 추출된 후에   GC/MS

에  주입하여 질량스펙트럼 (Mass spectrum)을 구하였다. Mass spectrum을 통하여 물질별로 이온

화와 Fragmentation에 따른 특성을 규명하고, Fragmentation ion에 의해 물질들을 확인한 후  정

량에 필요한 일정범위 농도들의 재현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4. 결과 

4.1. MPS(RSH)의 전처리조건 

4.1.1. 추출 조건

추출조건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기위해서 NaCl 2 g과 표준용액 0.02 mg/L를 15

mL 정확하게 취하여 RSH에 장착한 후 1 mL의  n-Hexane으로 추출후  1 uL주입하는 조건을 

설정하고서 자동화 시료주입장치인 RSH의 추출조건을 3단계로 변경하면서 효율을 극대화 하

였다. Vortexing Time, Speed, Equilibrating을 기본값부터 최대값까지 증가함에 따라 각 성

분별 추출율도 증가하였다. 초기 1단계 조건에서  14가지 물질의  회수율은 좋지 않으나 일부

를 제외하고는 재현성이 좋은 유형을 보여서 추출시간과 층분리 후 평형유지시간을 연장하여

보니 회수율과 재현성이 같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장비운영시 최대값으로 적

용하여 전처리한 결과로 향상된 회수율과 재현성을 가진 추출조건을 선정하였다. 3단계별로 

전처리 장비를  운영한 조건별 추출효율은 Table 5과 같다.

Table 5.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 on injurious organic substance

vortex
mixing

mixing
speed(rpm)

1 level 2 level 3 level
1500 1500 2000

mixing time(sec) 30 60 100
equilibrating waiting time(sec) 180 300 300

Item recovery% %RSD recovery% %RSD recovery% %RSD
Chlorophenol 49 5.9 52 3.6 65 3.2

2,4-Dichlorophenol 48 11.3 61 1.7 70 1.1
2,4,6-Trichlorophenol 54 16.9 75 1.9 75 1.2

Methyl demeton 20 18.9 25 4.5 50 3.2
Pentachlorophenol 24 49.3 32 10.8 70 8.5

Diazinon 61 18.7 83 5.9 90 3.6
Alachlor 56 11.5 75 1.5 80 1.3

Fenitrothion 61 19.5 81 2.4 89 2.0
Parathion 62 21.5 85 6.0 95 3.6
Phentoate 57 24.4 75 4.1 89 3.1

DEHA 16 14.2 18 13.2 89 8.6
EPN 44 23.5 65 3.2 87 2.6

DEHP 34 11.9 50 9.9 83 6.9
Benzo(a)pyrene 20 27.0 42 15.4 8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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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용매조건

추출용매는 물질별 특성에 따라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매 중 비중이 낮아 상층

으로 분리가 가능하여 자동화 전처리에 적합한  n-Hexane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농도 0.02

mg/L인 시료 15 mL를  n-Hexane과 Methylene chloride를 혼합한 용매(85:15) 각 각 1 mL에 

추출한 후  1 uL로  GC/MS에 주입하도록 설정후 분석하여 그 효율을 비교하였다. Methyl

demeton만  n-Hexane과 Methylene chloride를 혼합용매(85:15)에서  더 좋은 감응도를 보이고 

있고 DEHP, DEHA 등 가소제 성분은 n-Hexane에서 감응도가 훨씬 좋았다. 나머지 다른 성

분들은 두 용매 모두 회수율이 적적할 범위를 보임에 따라 자동화 전처리 장비에 14종의 유기

물질을 동시분석하기위해 사용하는 용매는 많은 성분에서 감응도가 좋은  n-Hexane으로 진행

하였다. Table 6에 용매종류에 따른 회수율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6. Effects of solvent, concentration, pH on injurious organic substance

Recovery(%)
solvent concentration pH

n-Hexane H:MC(85:15) 15 → 1 10 → 1
‹ 2 by
H2SO4

Chlorophenol 65 64 65 55 53
2,4-Dichlorophenol 70 71 70 70 62

2,4,6-Trichlorophenol 75 73 75 60 77
Methyl demeton 50 74 50 28 19

Pentachlorophenol 70 65 70 34 30
Diazinon 90 85 90 72 35
Alachlor 80 76 80 66 78

Fenitrothion 89 81 89 71 78
Parathion 95 88 95 74 81
Phentoate 89 80 89 71 85

DEHA 89 70 89 75 62
EPN 87 79 87 68 8

DEHP 83 69 83 70 77
Benzo(a)pyrene 80 76 80 80 73

4.1.3. 농축과 pH 효과

용기가 20 mL에서 추출을 진행는 자동화 전처리에 과정에서 장비 사용시 무리가 가지 않게 

시료량의 적절성을 고려해 보았다. 또한 시료의 농축효과를 조사하기위해 자동화전처리시 

n-Hexane 1 mL로 농도가 0.02 mg/L인 시료을 10 mL와 15 mL로 진행하여 비교해본 결과 15

mL시료에 용매 1 mL로 추출하여 농축되는 경우가 모든 물질에서 그 효율이 20% 정도 더 높

았다.

각 물질별로 먹는물수질공정시험 기준에서 제시된  pH조건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강산성을 지닌 Sulfuric acid을 첨가하여 비교해 보았다. 0.02 mg/L 시료 

15 mL 를 n-Hexane 1 mL로 추출하면서 Sulfuric acid(0.1%)를 사용하여 pH 를 2로 조절한 후 

추출한 경우 모든 물질의 회수율을 보면  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10%에서 많게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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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는 물질들도 있었서 pH에 대한 감응도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시료량에 의한 농축효과와 pH조건에 따른 감응도 비교를 위하여 각 각 회수율을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4.1.4. injection volume 효과

시료 15 mL를 n-Hexane 1 mL로 vortex 조건을 최대화 하여 진행한 경우 Methyl demeton

과 Pentachlorophenol의 회수율은  Table 6에서 보면 각 각 50%와 70%로  정량분석의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시료 주입량을 조절하여 각 농도별 회수율을 비교하여 보

았다. 표준용액 0.02 mg/L로 전처리후 자동 주입되는 Injection volume을 변경하여 3회 이상 

측정한 결과는 2 uL로 실험한 경우 분석 신뢰도가 향상 되어 모든 물질에서 회수율 70 ~ 101% 로 

적정한 결과를 보였다. 2 uL 이상 시료를 주입하는 경우는 Peak shape가 좋지않아 진행하지 

않았다. 3회이상 측정하여 측정한 상대표준편차와 회수율은 Table 7에 비교하였다.

Table 7. Effects of injection volume on injurious organic substance

Item
1uL 2uL

recovery(%) %RSD recovery(%) %RSD
Chlorophenol 65 6.7 78 2.8

2,4-Dichlorophenol 70 8.8 98 4.2
2,4,6-Trichlorophenol 75 12.4 88 4.3

Methyl demeton 50 7.5 70 5.0
Pentachlorophenol 70 24.9 80 9.6

Diazinon 90 4.5 95 6.5
Alachlor 80 8.6 90 2.7

Fenitrothion 89 1.5 96 5.6
Parathion 95 6.9 98 9.8
Phentoate 89 6.4 96 5.1

DEHA 89 10.2 97 7.7
EPN 87 5.2 96 5.6

DEHP 83 7.9 96 5.6
Benzo(a)pyrene 80 8.4 101 5.9

4.2. 크로마토그램과 질량스펙트럼

산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 15 mL를 NaCl 2 g이 들어있는 20 mL용기에 분취한 후  n-Hexane

1 mL로  2000 rpm에서 100 sec vortexing 후 300 sec waiting으로 설정된 조건에서 추출한 후 

자동으로 2 uL injection하였다. GC 에서 초기온도 40 ℃에서 4분간 머무른 후 15 ℃/min로 

300℃까지 승온시킨 후 최종온도에서 10분간 머무르게 하여 분리한 후 14종의 유기물질을 질

량스펙트럼 (Mass spectrum)을 통하여 정성 및 정량하였다. 크로마토그램에서 꼬리끌림(tailling)

없이 잘 분리되어 정성분석에 어려움은 없었으며, 30분 이내에 모든 물질이 용리되었다.

Fig. 2은 각 0.02 mg/L농도의  14종 Target compound 표준용액을 GC/MS에서 SIM으로 분

석한 Total Ion Chromatogram(TIC)이다. TIC에서 보듯이  머무름시간 16.79 부터 18.91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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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6종 물질들이 밀집되어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특이성이 좋아 혼재상태에서 분석 대상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물질들의 특성 이온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aromatic ring 구조인 페놀류는 GC/MS의 Mass range에서 전자충돌방식(Electron Impact, EI)

를 통과하였어도 Fragmentation ion(m/z)이 분자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질량스펙

트럼의 특성이온만 선택하여 분석하는 SIM 방법으로 얻어진 대상화합물의 머무름시간, 정량이온 

및 선택이온은  Table 8에 정리하였다.

Fig. 2. TIC diagram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by GC/MS-SIM

Table 8. Retention time, characteristic ions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by GC/MS-SIM

Compound
Molecular

weight
Retention
time(min)

Characteristic ion(m/z)

Quan Ion(정량)
Conforming

Ion(정성)
Chlorophenol 128.56 9.40 128 130 64

2,4-Dichlorophenol 163.00 11.54 162 164 63
2,4,6-Trichlorophenol 197.45 13.40 196 198 97

Methyl demeton 230.28 15.67 88 109 60
Pentachlorophenol 266.34 16.80 266 165 268

Diazinon 304.35 16.96 137 304 179
Alachlor 269.77 17.80 160 188 237 146

Fenitrothion 277.24 18.06 125 277 109
Parathion 291.27 18.36 109 291 97
Phentoate 320.36 18.93 274 91 121 246

DEHA 370.57 20.61 129 112 57
EPN 323.30 21.24 157 185 169

DEHP 390.56 21.47 149 167 57
Benzo(a)pyrene 252.32 24.02 252 12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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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S에서 특성이온간의 비율은 물질의 정성정량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되는 부분이다.

NIST library에서 규정되어 있는 선택이온들의 비율을 기준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성분 동시 분

석법에서 SIM방법으로 구해진 각 물질별 특성이온들의 비율을 비교하여 14종의 물질을 모두 

확인 하였다. 각 물질별 이온별 질량스펙트럼은 Fig. 3과 같다.

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Methyl demeton

Pentachlorophenol Diazinon Alachlor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DEHA EPN

DEHP Benzo(a)pyrene

Fig. 3. Mass spectrum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질량스펙트럼을 통해 14종 분석대상물질을 확인한 후 일정 농도로 만든 표준용액을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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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여 다성분동시분석법의 전처리조건을 검토하였다. 농도범위 0.01 mg/L ~ 0.05

mg/L에서 각 농도별로  5회 이상 분석한 평균값으로 재현성을 확인한 결과 14종 분석대상물

질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다. 농도별 재현성 평가결과는 Table 9에 요약하였다.

Table 9. Reproducibility of target compound by each concentration

Item
0.01 mg/L 0.02 mg/L 0.03 mg/L 0.04 mg/L 0.05 mg/L

%RSD %RSD %RSD %RSD %RSD
Chlorophenol 2.6 1.3 1.6 3.8 3.6

2,4-Dichlorophenol 2.1 2.4 3.0 4.4 4.3
2,4,6-Trichlorophenol 2.5 2.1 2.9 5.3 4.1

Methyl demeton 5.0 5.9 4.7 1.0 2.8
Pentachlorophenol 15.9 10.3 14.5 8.6 9.2

Diazinon 2.1 2.5 1.3 4.6 6.4
Alachlor 1.1 2.7 1.1 3.9 4.6

Fenitrothion 2.3 3.7 2.0 5.6 6.4
Parathion 1.2 2.0 3.5 6.3 6.1
Phentoate 1.4 4.6 1.8 6.3 7.4

DEHA 12.8 3.4 2.6 8.3 5.7
EPN 1.5 3.5 4.1 6.2 6.2

DEHP 9.7 5.1 3.8 9.7 5.3
Benzo(a)pyrene 3.9 2.8 8.0 2.1 3.1

5.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액액추출방법(Liquid-Liquid Extraction, LLE)을 탈피한 전자동 시료 

전처리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시료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유해유기물질성분의 분석에 있어 다

성분동시분석과 함께 많은 시료 전처리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대

응하는 효율적인 분석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분자량 범위와 특성을 가진 미량유기물질 성분의 전처리과정을 검토한 결과 Fig. 1

에서 보여지듯이 여러단계의 추출, 정제 및 농축과정에서 과정별 수동조작들로 인하여 많은 인

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유기용매의 다량 소비로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해유

기물질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방법 및 신뢰성이 간절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실험은 

자동화시료주입장치(MPS)를 이용하여 액-액분배나 회전증발농축기 등에 의한 농축, 정제과정과 

pH 조절 등을 생략하고 추출과정을 전자동으로 일원화함으로서 분석시간을 절감하고 추출용

매에 의한 전처리단계를 최소화하여 회수율의 향상 및 유기용매의 사용량 감소에 의한 비용 

절감 등,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방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먹는물 중의 존재하는 극미

량의 유해유기물질 중 선정한 14종의 분석물질을 자동화 시료주입장치가 조합되어 있는 

GC/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최적의 전처리 조건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결과 및 기대효

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물질은 먹는물 유기인계 농약류  Methyl 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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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thion, Phentoate, EPN , 감시항목 중 Alachlor, 및 Benzo(a)pyrene과  페놀류 4종 

2-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플라스틱 가소

제 성분인 bis-Ethylhexylphthalate(DEHP), bis-Ethylhexyladiphate(DEHA) 등  14종이다.

2) 이 미량유기유해물질의 효율적인 동시분석을 위하여 GC/MS에 조합되어 있는 전자동 시

료주입기의 추출조건을 선정하기위해 Vortexing 조건, 시료량, 용매, pH, Injection volume 등

의 조건을 비교분석하였다. 회수율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NaCl 2 g을 첨가한 시료 15 mL

를 n-Hexane 1 mL로 추출시  Vortexing 조건은 2000 rpm의 속도로 100 sec mixing , 300 sec

waiting 한 후  n-Hexane층에서 2 ul를 취해 GC/MS에 주입하는 전처리 방법에서 70% ~

101%의 회수율과 상대표준편차 2.7% ~ 9.8%의 재현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 대상 항목의 최적

분석조건으로 선정하였다.

3) 선정된 최적의 추출 시스템을 on-line 자동화전처리하여 GC/MS로 분석한 후 얻어진 

Mass spectrum을 통하여 14종의 물질은 분석시간  30분만에 분리 되었고, Fragmentation ion에 

의해 물질들을 확인한 후 각 농도별로 좋은 재현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GC/MS

를 사용하여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기존의 분석방법보다 신속, 간편하게 미량유기물질을 정성정량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4) 시료 1건당 14종의 유기물질을 기존의 공정시험기준을 통하여 각 각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4시간이지만 제시된 다성분동시분석법으로 분석하는 경우 자동화전처리를 통하

여 전처리 단계를 일원화하므로  4시간만에 모든 물질을 정량하여 결과를 확인할수 있어 대폭

적인 시간절감을 통한 분석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제 농축시 사용되는 시약 

및 유기용매도 90%정도 절감되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전처리조건을 이용하여 14종 유기물질들의 다성분동시분석법의 신뢰성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대응하는 적정 범위의 검량선을 완성

하고 성분별 직선성 및 정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분석방법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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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찬문 ߙ·오세일·김수진·백수언·나문수·유택수

식약품분석과

A study of Safety Children's Favorite Foods in the Green Food Zone

Chan-Moon Jin ߙ, Sae-Il Oh, Su-Jin Kim, Su-Eon Back. Mun-Su Na and Teak-Soo Yoo

Division of Food and Drug Analysis

Abstract

Anxiety over children’s eating habits has increased with the growing sales of low-cost and

un-hygienic foods at store around the school were performed. Thus, the necessity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has risen. Therefore, on February 19, 200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appropriate management for safety of children favorite food. In this study,

monitoring of food safety such as acid value, heavy metal, tar color, microorganism, artificial

sweetener, preservative, sodium and sugar which are sold in children’s favorite food at store around

the school were perform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lmost children’s favorite food

around school were suitable for specifications in standard of Korean Food Code. However, one of

the snacks was above the level of the KFDA Food Code standard for acid value. Even though,

almost children’s favorite food are thought to be safe for consumption. Consistent management for

children’s favorite foods are needed.

key words: Green Food Zone, Children’s favorite food, Safety, Food Code

요약문

학교 주변지역에서 비위생적이고 저가의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판매로 인하여 어

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

며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이 의결․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학교 주변 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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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산가, 중금속, 타르색소, 미생물, 보존료, 인공감미료, 나트륨 및 당류와

같은 식품 안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의 어린이기호식품은 대부분

한국 식품 공전의 규격에 적합하다고 나타났지만 과자류 중 한 건이 산가에 대한 식약처 식품 공전의 규

격에 부적합했다. 비록 대부분의 어린이기호식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위한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

주제어: 그린푸드존,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성, 식품공전

1. 서론

사회생활 구조의 조직화와 다양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정규 학교수업 이후 방과 

후 활동이나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이 증가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가정 

밖에서 보내게 되었고 어린이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하였다.1) 그에 따라 기존의 가정 중심 식생

활에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단체급식이나 편의점, 분식집 및 길거리에서 식사나 간식을 해결 하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2) 학교주변 소매상에서 판매,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가격

이 저렴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구입, 섭취 하고 있지만 어린이 기호식품들은 안전과 품질을 고

려하지 않은 값싼 저질 제품이 많고, 어린이가 식별하기에 어려운 표시 상태이거나 표시가 미

비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다.3) 식품의 안전성은 국민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의 위생과 식

품 첨가물의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비위생

적인 식품을 소량 섭취해도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고 식품의 제조, 가공 시에 법적 식품첨가

물 사용기준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생체 내 화학물질 대사체계가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다량, 장시간 노출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4,5) 또한 어린이는 식품의 선택 기준

이 성인과 매우 달라 편식할 경우 일부 식품첨가물의 일일허용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6) 이에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2006년을 어린이 먹을거

리 안전의 해로 정하고, 200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7)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법률 제

8943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2011년 5차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기호식품이란 「식

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

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학교 내의 매점이

나 주변의 문방구, 가게 등에서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 200m지

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였다.(그림 1) 이에 소비자위생감

시원을 위촉하여 지정된 구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업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안

전관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8,9)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은 과자류 중 과자/캔

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

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음료류 중 과.채쥬스/과.채음료/탄산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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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음료/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햄버거, 피자이다. 어린이 식

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어묵 등의 분식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

당한다.10)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며, 식약

청을 식약처로 격상시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4년 대장균 시

리얼 사건과 2015년 폐기물 계란 사용 등으로 불량식품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였고, 어린

이 기호식품에 있어서는 그린푸드존 어린이 기호식품 309건에서 김밥 등 즉석편의식품에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대장균 1건, 황색포도상구균 2건이 검출되었으며, 유탕처리 과자류 제품 중 2

건이 산가 기준인 2.0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다는 보고와 수도권 30개 초등학교의 그린푸

드존에서 판매되는 100개 어린이 식품의 조사 결과 타르색소 등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7)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하여 산가, 중

금속,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나트륨 및 당류, 기타(이산화황, 이물)의 사용실태와 미생물의 위

해수준을 평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

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지정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을 경우>

<여러 학교 주변 200m 범위가 중첩될 경우>

자료: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1. 학교주변 지역(A)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5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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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본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시.군.구 위생부서의 협조 하에 도내 

그린푸드존, 학원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을 시료로 검사하

였다. 식품유형별로 과자 105건, 캔디류 124건, 껌류 4건, 빵류 35건, 초콜릿류 37건, 어육가공

품 4건, 유탕면류 7건, 시리얼류 3건, 액상차 3건, 음료류 53건, 즉석섭취식품 14건, 식품접객업

소 조리식품 15건, 당류가공품 1건으로 총 405건 수거하였고, 검사항목별로는 중금속 28건, 산

가 53건, 보존료 35건, 식중독균 101건, 인공감미료 7건, 타르색소 163건, 나트륨 20건, 당류 39

건, 기타(이물, 이산화황) 5건을 분석하였다.(표 1)

표 1. 그린푸드존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및 검사건수

식품유형

검사항목 및 검사건수

산가 중금속
타르
색소

미생물
인공
감미료

보존료 나트륨 당 이물 이산화황

과자 53 1 35 12 4

캔디류 14 103 1 8 6

껌류 4

빵류 35

초콜릿류 35 2

어육가공품 2 1 1

유탕면류 6 1

액상차 3

과채쥬스 2 13 13

탄산음료 1 3 16

발효음료 1 1

혼합음료 7 3 9 1 11

시리얼류 3

즉석섭취식품 14

접객조리식품 15

당류가공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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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방법

3.1. 산가

검체 5 ~ 10 g을 정밀히 달아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중성의 에탄올. 에테르 혼액

(1:2) 100 mL를 넣어 녹인다. 이를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지속할 

때까지 0.1 N 에탄올성수산화칼륨용액으로 적정한다.(다만, 검체가 착색되어 있을 때는 지시약

은 1% 티몰프탈레인. 알코올이나 2% 알칼리블루-6B 알코올용액 또는 검체를 소량으로 하여 

상기 용제를 증량하여 시험하며,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된 미강유 등은 2% 알칼리블루-6B를 사

용한다.

산가 = 5.611(a-b)f/S

S: 검체의 채취량(g)

a: 검체에 대한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소비량(mL)

b: 공시험(에탄올,에테르혼액 (1:2) 100 mL에 대한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소비량(mL)

f: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역가.

3.2. 중금속

시료 일정량 (0.1 ~ 0.5 g에 한함. 수분함량이 높은 시료일 경우 1 ~ 2 g)을 Microwave

digestion system에 넣고 질산으로 처리하여 분해하고 메스플라스크 등에 옮겨 일정량(시료채

취량에 따라 달라짐)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시험용액 및 공시험용액을 그대로 혹은 

희석한 다음 원자흡광광도계에 주입하여 흡광도를 구하고 따로 표준용액 및 이의 공시험용액

에 대해서도 각각 시험용액의 경우와 같은 조작을 해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용액이 농도를 

구한다.

3.3. 타르색소 

시료(2 〜 5 g)를 취하고 10배의 4% 메탄올성 암모니아 용액을 가한 후 균질화기

(homogenizer)로 1분간 균질화한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회수하고, 침전물에 4% 메탄올성 

암모니아 용액 15 mL을 첨가하여 흔들어준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한다. 잔여 색소가 

침전물에 남아있는 경우 뜨거운 물 5 mL를 가한 후 잘 혼합한 다음 10 mL의 4% 메탄올성 암

모니아 용액을 가하고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한다. 색소가 잔존하지 않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회수한 색소 추출액을 감압 건조한다. 잔류물을 10 mM 아세트산암모늄 용액

을 가하여 잘 녹인 다음 최종 부피가 10 mL가 되도록 한 후 필요시 적당히 희석하여 이를 

0.45 μm 막 여과지(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표 2의 조건으로 분석하

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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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타르색소 표준물질 액체크로마토그램

3.4. 식품미생물

3.4.1. 일반세균수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균질화 하여 시

험용액을 제조하고, 시험용액 1 mL와 각 단계 희석액 1 mL를 세균수 건조필름배지에 접종한 

후  35 ~ 37℃에서 24 ~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붉은 집락수를 계산한다.

3.4.2. 대장균(Escherichia coli)

정성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균

질화 하여 시험용액을 제조하고 1 mL를 발효관은 넣은 EC Broth의 배지 3개씩 접종 한 후 

44.5±0.2℃에서 18 ~ 24시간 동안 배양 하여 가스발생 유무를 확인 한 후 가스가 발생한 경우 

EMB 배지 접종 후 (35 ~ 37℃, 24±2시간 배양) 전형적인 집락을 유당배지 및 보통한천 배지로 

각각 이식한다. 유당 배지에서 가스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통한천배지에서 배양된 집

락을 생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한다.

정량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균

질화 하여 시험용액을 제조하고 시험용액 1 mL와 각 단계 희석액 1 mL를 건조필름배지에 각 

2장씩 접종하여 35±1℃에서 24 ~ 48시간 배양하여 푸른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수

를 계산한다.

3.4.3.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식품(검체) 125 g 또는 125 mL을 Buffered peptone water 1125 mL에 가하여 균질화 하여 

35 ~ 37℃에서 18 ~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1차 증균 배양액을 Rappaport-Vassiliadis 배지,

T.T. 배지 10 mL에 각각 0.1 mL를 접종하여 각각 42±0.5℃, 36±1℃에서 20 ~ 24시간 동안 배

양 한다. 2차 증균 배양액 Rappaport-Vassiliadis 배지, T.T. 배지에서 XLD, B.G. sulfa 한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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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접종한 후 35 ~ 37℃에서 20 ~ 24시간 배양 하고 XLD 배지의 경우 가운데가 검거나 혹

은 검지 않은 붉은 집락, B.G. sulfa 한천배지의 경우 붉은색 환이 있는 붉은색, 분홍색, 흰색 

집락을 5개 취하여 확인시험 한다.

3.4.4.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정성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취하여 225 mL의 10% NaCl을 첨가한 TSB 배지

에 가한 후 35 ~ 37℃에서 18 ~ 24시간 동안 증균 배양 한다. 증균 배양액을 Baird-park 한천

배지에 접종하여 35 ~ 37℃, 18 ~ 24시간, 증균 배양 한 후 불투명한 환이 있는 검정색 집락을 

보통한천배지에 옮겨 35 ~ 37℃에서 18 ~ 24시간 배양한 후 생화학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 한

다.

정량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균

질화하여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다. 각 단계별 희석액들을 0.3 mL, 0.3 mL, 0.4 mL (총 1

mL) Baird-park 한천배지 3장에 각각 도말 한 다음 접종하여 35 ~ 37℃에서 48±3시간 동안 배

양한다.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의심되는 투명한 띠로 둘러싸인 광택이 있는 검정색집락을 집락 

계수 한다.

3.4.5.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로 고속 균질화 하

여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 다음 각 단계별 희석액을 0.2 mL씩을 MYP 한천배지 5장에 각각 

도말하고 30℃에서 18 ~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바실러스 세레우스로 의심되는 혼탁한 환

(lecithinase)이 있는 분홍색 집락을 계수한다.

3.4.6.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정성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에 가하여 단계별 희석액을 만든 

다음 시험용액 1 mL를 Cooked Meat 배지의 아랫부분에 접종하여 35 ~ 37℃에서 18 ~ 24시

간 동안 혐기상태로 배양한다. 카나마이신을 200 μg/mL의 농도로 가한 난황첨가 TSC 한천배

지에 증균 배양액을 접종하여 35 ~ 37℃에서 18 ~ 24시간 동안 혐기상태로 배양하여 불투명한 

환을 가지는 황회색 집락을 확인한다.

정량시험은 식품(검체) 25 g 또는 25 mL을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에 가하여 250 mL에 1

~ 2분간 저속으로 균질화 하고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 다음 시험용액을 및 단계별 희석액 1

mL씩을 페트리디쉬 2장에 넣고 43 ~ 45℃로 유지한 난황 무첨가 한 TSC한천배지를 10 ~ 15

mL를 넣고 잘 섞어 굳힌 다음 동일 배지 10 mL를 더 넣고 중첩 시킨 다음 35 ~ 37℃에서 18

~ 24시간 동안 혐기상태로 배양한 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환이 

있는 검은색 집락을 확인 후 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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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공감미료

검체를 미리 균질화하거나 잘게 썰어 잘 섞은 후 약 2 ~ 5 g을 취하여 물 10 ~ 20 mL를 

가한 다음 10 ~ 20분간 흔들어 완전히 용해시키거나 10분간 초음파 추출한다. 이 액에 물을 

가해 50 mL로 하고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다음 0.45 μm 막 여

과지(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표 2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그림 3)

그림 3. 인공감미료 3종 표준물질 액체크로마토그램

3.6 보존료

검체 30 ～ 100 g을 비이커에 취하여 10% 수산화나트륨용액 또는 10% 염산으로 중화하고 

이를 500 mL ～ 1 L의 플라스크에 옮기고 이에 15% 주석산용액 10 mL, 염화나트륨 약 80 g

및 실리콘수지 한 방울을 가한 후, 적정량의 물을 추가한다. 이를 수증기 자동증류기에 연결하

고 증류액을 받는 수기 끝을 1% 수산화나트륨용액 20 mL에 잠기도록 하여 증류하고 증류액은 

매분 10 mL의 속도로 하여 500 mL를 취한다. 수증기 증류한 증류액 일정량(각 보존료 5 ～

10 mg 함유량)을 분액깔때기에 넣고 염화나트륨 10 g, 10% 염산 5 mL를 가하여 에테르 40,

30 및 30 mL씩으로 3회 추출한다. 에테르추출액을 합하여 소량의 물로 씻고 에테르층을 분취

한다. 무수황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쿠데르나-다니쉬(Kuderna-Danish) 농축기 

또는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잔류물에 내부표준물질이 1 mL 중에 1.0 mg을 함유되

도록 첨가하고 아세톤으로 일정량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표 2, 3의 조건으로 분석하였

다.(그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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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존료 표준물질 5종 액체크로마토그램

그림 5. 보존료 표준물질(프로피온산) 기체크로마토그램

3.7. 나트륨  

검체 일정량(0.1 ~ 0.5 g) 시료 일정량 (0.1 ～ 0.5 g에 한함. 수분함량이 높은 시료의 경우 1

～ 2 g)을 Microwave digestion system에 넣고 질산 등으로 처리하여 분해하고 메스플라스크 

등에 옮겨 일정량(시료채취량에 따라 달라짐)으로 하여 조제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시험용

액 및 공시험용액을 그대로, 혹은 희석 또는 농축한 다음 원자흡광광도계에 주입하여 흡광도를 

구하고 따로 표준용액 및 이의 공시험용액에 대해서도 각각 시험용액의 경우와 같은 조작을 

해서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용액의 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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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당

시료 전처리는 식품공전 제9 일반시험법의 탄수화물 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성 및 정

량으로 하였다. 시료 중 지방 제거는 시료를 균질화한 후, 50 mL 원심 분리관에 균질화 된 검

체 5 g을 정밀하게 달아 넣고 25 mL 석유에테르로 분산시켰다, 이를 200 rpm에서 약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고형분이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석유에테르를 제거하였다. 이를 반복하고 

질소를 이용하여 석유에테르를 완전히 증발시켰다. 이때 지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시료의 경

우시료 중 지방 제거과정을 생략하였다. 지방이 제거된 시료에 증류수 25 mL 혹은 50% 에탄

올 용액을 가하여 무게를 확인한다. 이를 85℃ 수조에서 25분간 가온하여 당류를 추출하고 실

온으로 냉각하여 최초 기록한 추출용매의 무게가 될 수 있도록 추출용매를 첨가한다. 이를 

0.45 μm의 나일론 막 여과지(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고, 표 2의 조건

으로 분석하였다.(그림 6)

그림 6. 당류 표준물질 액체크로마토그램

3.9. 기타

3.9.1. 이물

검체에 클로로포름(또는 사염화탄소, 에테르 또는 메탄올 등을 가하여 그 비중을 1.49로 한 

것)을 가하여 저어 섞어 이물을 용기의 밑으로 가라앉힌 뒤 바닥의 이물이 떠오르지 않게 조심

하여 상층액을 기울여 버리고 바닥에는 클로로포름 소량과 이물만 남게 하고 이를 흡인 여과

하여 여과지상에 이물 여부를 분석하였다. 현미경검사가 필요한 경우 글리세린 알코올 혼합액

(1：1)을 넣은 페트리접시에 여과지를 옮겨 잘 적신 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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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이산화황

잘게 썰은 검체 1 ～ 2 g에 물 10 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25% 인산 5 mL를 가하여 곧 

요오드산칼륨전분지를 달아 맨 코르크마개를 막는다. 요오드산칼륨전분지는 미리 하단 1 cm를 

물에 적시고 검액에서 약 1 cm에 오게 한다. 10분 이내에 그 시험지가 남색으로 변하지 않을 

때는(보통 시험지의 젖은 부분과의 경계면이 최초로 남색으로 변한다) 조금 마개를 늦추고 수

욕 상에서 가온하여 다시 10분 이내에 남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재차 마개를 막아 식힌다. 이 

때 30분 이내에 시험지가 남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는 불검출로 한

다.

표 2.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당, 보존료(프로피온산을 제외한 5종)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조건

분석
조건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당
보존료

(프로피온산을 
제외한 5종)

기기

Agilent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Agilent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Agilent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Agilent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컬럼
Nova-Pak C18

(4.6 × 250 mm,
5 μm)

Nova-Pak C18
(4.6 × 250 mm, 5 μm)

μ-Bondapak
Carbohydrate

(4 × 300 mm, 5 μm)

Capcell pak MF-C8
(4.6 × 150 mm, 4.5 μm)

검출기 DAD DAD ELSD DAD

이동상
(Gradient
program)

A: MeOH
B: TBA-OH

A: 10 mM ammonium
acetate sol

B: Acetonitrile

A: D.W.
B: Acetonitrile

A: 0.1% TBA-OH
B: Acetonitrile

시간 
(min)

A% B%
시간 
(min)

A% B%
시간 
(min)

A% B%
시간 
(min)

A% B%

0 20 80

00:00 95 5

0 22 78

00:00 75 25
00:01 95 5 02:50 75 25
20:00 50 50

07:00 65 3520:10 30 70

15 20 80 30 22 78
24:00 30 70 12:00 60 40
24:10 95 5

15:00 70 3030:00 95 5

검출파장 210 nm

Yellow-4: 420 nm
Yellow-5, Red-2, Red-3,

Red-40, Red-102
: 520 nm,

Blue-1, Blue-2, Green-3
: 620 nm

- 217 nm

유속 1.0 mL/min 1.0 mL/min 1.0 mL/min 1.0 mL/min

주입량 10 ㎕ 10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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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존료(프로피온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조건

4. 결과 및 고찰

4.1. 산가

식용 유지를 사용하는 튀김식품은 고온의 열을 이용하는 음식으로서 품질유지가 어려운 점

이 있어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튀김유의 변질은 주로 산화에 의한 산패가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데 튀기는 시간, 온도, 산소와의 접촉, 수분 및 각종 첨가제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

에 기인하고 이는 가열산화 과정을 거치는 자동산화 메커니즘에 의해 급속한 진행을 이루어 

가며 산화된 유지는 변색, 이취, 독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13) 이러한 유지의 산패 정도는 산

가를 측정함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 산가 측정에 쓰인 총 시료 수는 53건이며 모두 유탕 또는 

유처리 된 과자류를 분석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0.1 ~ 3.3까지 다양한 검출 범위

를 나타내었는데, 총 53건 중 52건이 적합이었고 1건의 경우 3.3으로 기준규격인 2.0을 초과하

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과자류의 산가가 높은 것은 튀긴 후 유통과정에서 기름

이 산화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통기간이 오래된 제품은 피해야 하며, 부적합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부적합 제품은 위해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지침’에 

따라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기준에 적합하지만 

산가가 1.6이상으로 기준규격인 2.0에 거의 근접한 제품도 3건이나 나타나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기
Agilent 19091J-413 G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clala, CA, USA)

컬럼 HP-5 (30 m × 0.32 mm × 0.25 um)

검출기 FID

주입부 온도 230℃

검출기 온도 250℃

칼럼오븐 온도 90℃/6분 → 230℃/2분

운반기체 및 유량 질소 0.5 mL/min (spli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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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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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S15 S16 S17 S18 S19 S20 S21 S22 S23 S24 S25 S26

 산
가

시료 기준규격

(A)

0

0.5

1

1.5

2

2.5

S27 S28 S29 S30 S31 S32 S33 S34 S35 S36 S37 S38 S39 S40 S41 S42 S43 S44 S45 S46 S47 S48 S49 S50 S51 S52 S53

 산
가

시료 기준규격

(B)

그림 7. 산가 분석 결과 (A), (B)

표 4. 과자류에서 산가 분석 결과

4.2. 중금속 

중금속이란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납(Pb) 등과 같이 극히 미량일지라도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금속 성분들을 말하며 식품 등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오염성 유

해금속(Environmental toxic metal)을 일컫는다.12) 특히 납, 카드뮴은 식품 중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생체 조직과 강한 결합을 하여 생체 내에서 축적되어 천천히 제거되

는 유해 금속으로13) 국외의 경우 1972년부터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위원회

에서 납, 카드뮴을 식품오염물질로 제기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식품에 함유된 중

금속 등 오염물질의 함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 평가하고 식품 내 오염물질의 국제적 표준작업

식품유형 기준규격 결과 적합 부적합

과자류 (유처리 또는 유탕) 2.0이하 0.1 ~ 3.3 52건 1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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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Codex 식품 규격 위원회에 제보를 제공하고 있다.14) 중금속 분석에 쓰인 시료 수는 

총 28건이며 식품유형별로 캔디류 14건, 액상차 3건, 음료류 9건, 기타 2건을 분석하였다.(표 5)

납의 검출량은 캔디류에서 0.0 ~ 0.2 mg/kg로 제일 높게 검출되었지만, 기준인 1.0 mg/kg을 

만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음료와 탄산음료는 0.0 ~ 0.1 mg/kg의 검출범위를 보

여 기준 규격인 0.3 mg/kg을 초과하진 않았고 이 외의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미량이거나 

대부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액상차와 과채 음료, 과채 주스 5건에 한하여 카드뮴을 분석한 결

과 기준규격은 0.1 mg/kg으로 동일하였고 모두 검출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캔디

류나 음료류 등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의 문제는 없었으나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표용적이 크고 호흡량이 많아 체중 당 음료나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며, 세포가 

성장 중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고 중금속의 흡수, 배설, 대사과정에서 성인에 비해 유해물

질에 대한 위해성이 크다고 알려져15)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표 5. 식품유형별 중금속 분석 결과                                       (단위: mg/kg)

4.3. 타르색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이 공포된 1962년에 19종의 타르색소가 허용되었으나 과자 제조 

시 등색 제1호의 과용으로 발생한 어린이 집단 식중독사건을 계기로 허용 타르계 색소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적색 제1호가 간 독성을 유발시키며, 녹색 제1호, 녹색 제2호,

자색 제1호는 장기간 섭취 시 만성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

져 12종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적색 제40호가 추가되어 8종의 타르색소와 6종의 알루미늄레이

크가 허가되었으나, 2000년에는 적색 제 102호가 추가되어 9종의 타르색소(녹색 제3호, 청색 제

1호, 청색 제2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 40호, 적색 제 10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

호) 및 알루미늄레이크(적색 제3호, 적색 제 102호 제외)가 허용되었다.16) 본 연구에서는 과자

류 1건, 캔디류 103건, 츄잉껌 4건, 초콜릿류 36건, 유탕면류 6건, 탄산음료 3건, 혼합음료 3건,

조리식품 5건, 어육가공품 2건을 수거하여 타르색소를 분석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식품유형
검사
건수

납 카드뮴 중금속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캔디류 14건 1.0이하 0.0 ~ 0.2

액상차 3건 0.3이하 0.0 0.1이하 0.0

탄산음료,
혼합음료

7건 0.3이하 0.0 ~ 0.1

과채음료,
과채주스

2건 0.05이하 0.00 0.1이하 0.0

기타 2건 0.3이하 0.1 10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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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농도는 제품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황색 제4호: 0.0 ~ 0.18 g/kg, 청색 제2호: 0.0 ~

0.1 g/kg, 황색 제5호: 0.0 ~ 0.15 g/kg, 청색 제1호: 0.0 ~ 0.01 g/kg, 적색 제3호: 0.0 ~ 0.01

g/kg으로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되면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 제2호, 적색 102

호 및 녹색 제3호는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 품목별로 캔디류에서 17건, 초콜릿류에서 15건이 

검출되었고, 나머지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색소별로는 적색 제40호, 황색 제4호, 청색 제2호 순

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색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아직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 선호식품에 색소 사용량이 많고 

섭취량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무분별한 타르색소 사용을 정량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식품유형별 타르색소 분석결과                                        (단위: g/kg)

4.4. 식품미생물

식품 중의 일반세균수는 그 식품의 신선도를 판별하거나 또는 제조·가공공정 전반에서의 위

식품
유형
(기준
규격)

검사
건수

타르색소

녹색
3호

적색
2호

적색
3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청색
1호

청색
2호

황색
4호

황색
5호

과자류 1건
-

(0.1이하)
-

(불검출)
-

(0.3이하)
-

(0.3이하)
-

(불검출)
-

(0.2이하)
-

(0.2이하)
-

(0.2이하)
-

(0.2이하)

캔디류 103건
-

(0.4이하)
-

(불검출)
-

(0.3이하)
0.00 ~ 0.15

(0.3이하)
-

(불검출)
0.00 ~ 0.01

(0.3이하)
0.00 ~ 0.10

(0.3이하)
0.00 ~ 0.18

(0.3이하)
0.00 ~ 0.02

(0.3이하)

껌류 4건
-

(불검출)
-

(불검출)
-

(0.05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초콜릿류 36건
-

(0.6이하)
-

(불검출)
0.00 ~ 0.01

(0.3이하)
0.00 ~ 0.09

(0.3이하)
-

(불검출)
0.00 ~ 0.01

(0.1이하)
0.00 ~ 0.04
(0.45이하)

0.00 ~ 0.02
(0.4이하)

0.00 ~ 0.15
(0.4이하)

유탕면류 6건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음료류
(과.채/
탄산)

6건
-

(0.1이하)
-

(불검출)
-

(0.3이하)
-

(0.3이하)
-

(불검출)
-

(0.1이하)

-
(0.1이하,
탄산제외)

-
(0.1이하)

-
(0.1이하)

어육
가공품

2건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접객
조리식품

5건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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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인 취급 여부 특히 식품 취급 기구·기계의 청결 유지, 식품의 저온보존의 가부 등을 판별

할 경우에 검사한다.17) 국내의 경우 주요 식중독 원인균을 살펴보면 2016년도 세균성 식중독 1

위 원인균은 pathogenic E. coli 였으며 C. perfringens, Salmonella spp. B. cereus, S. aureus등도 

식중독 원인균으로 조사된 바 있다.18)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작위

로 선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담당과 합동으로 학교 구내매점에서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과

자류 35건, 캔디류 1건, 초콜릿류 2건, 과.채음료 11건, 탄산음료 15건, 혼합음료 9건, 시리얼 3

건, 접객조리식품 10건, 즉석섭취식품 14건, 어육가공품 1건 총 101건을 수거하였다. 이에 대하

여 일반세균, 대장균군과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

움 퍼프린젠스 7개 항목에 대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는 표 7(A, B)과 같다. 일반세균수가 과

자류의 경우 0 ~ 15,000 cfu/g, 초콜릿의 경우 0 ~ 6,100 cfu/g으로 검출되었지만 (기준규격:

n=5, c=2, m=10,000, M=50,000)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수준은 아니었다. 나머지 대장

균과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은 음성으로 나왔고 대장균과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

움 퍼프린젠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식사대용으로 어린이들이 간편히 

즐겨먹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주변의 

식품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주요 소비대상으로 하는 만큼 식중독 유발 한계 허용수치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은 수의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저감화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식품유형별 미생물 검사 결과(A) (단위: cfu/g)

식품
유형

검사
건수

일반세균 대장균군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과자 35건
n=5, c=2, m=10,000,

M=50,000
0 ~ 15,000 - -

캔디류 1건
n=5, c=2, m=10,000,

M=50,000
0 ~ 5 - -

초콜릿 2건
n=5, c=2, m=10,000,

M=50,000
0 ~ 6,100 - -

과.채
음료

11건 - - 음성 음성

탄산음료 15건 - - 음성 음성

혼합음료 9건 - - 음성 음성

시리얼 3건 - - 음성 음성

어육 
가공품

1건 - -
n=5, c=1, m=0,

M=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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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품유형별 미생물 검사 결과(B) (단위: cfu/g)

4.5. 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는 다양한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에서 설탕을 대신해 감미를 주는 재료로서 사

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감미료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에서 정하는 일일섭취허용량(ADI)

을 기초로 인공감미료의 종류와 첨가량을 관리하고 있다.19)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용된 인공

감미료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자일리톨 등이 있으며20) 본 연구

에서는 7건의 캔디류에서 3종의 인공감미료(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을 분석하였

다. 캔디류에서 사카린나트륨과 아세설팜칼륨은 0.1 g/kg, 1.0 g/kg으로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

고 아스파탐은 현재 첨가물 기준규격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3종

의 인공감미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Lee등의 연구21)에 의하면 92개 

어린이 기호식품 중 캔디류의 아스파탐의 평균은 197.09 mg/kg으로 나타났고 ADI를 초과하는

데 필요한 하루 평균 제품 수는 477.07개로 위해성이 낮고 전반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의 인공감

미료 위해수준도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는 식품은 어린이 선호도가 

높아 인공감미료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어린이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어린이 대상 식

품에서 인공감미료 사용기준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캔디류 인공감미료 3종 분석 결과                                     (단위: g/kg)

식품
유형

검사
건수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기준규격 결과

캔디류 7건 1.0 불검출 0.1 불검출 제한 없음 불검출

식품
유형

검사
건수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살모넬라

기준
규격

결과
기준
규격

결과
기준
규격

결과
기준
규격

결과
기준
규격

결과

즉석
섭취
식품

14건 정성 음성
1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불검출
100
이하

불검출 - -

접객
조리
식품

10건
10
이하

불검출 음성 음성
10,000
이하

불검출
100
이하

불검출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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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보존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로 13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식품마다 사용량이 제한되어 식품유형별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식품의 제조·가공

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는 식품첨가물공전의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안식

향산, 소브산, 프로피온산 같은 일부 보존료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식품원

료에 천연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발효과정 중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

도 전주시와 군산시 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담당과 합

동으로 학교 구내매점에서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빵 35건을 수거하여 프로피온산, 소브산,

안식향산, 데히드록시초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6개 항목에 대하여 검

사하였다. 빵류의 보존료 허용기준은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이 2.5

g/kg이하이고, 팥 등의 앙금류가 들어간 것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의 사용을 1.0

g/kg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35건 모두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는 미생물에 작용하

여 보존효과를 나타내지만 독성이 있으므로 정량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한 후

에는 반드시 표시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표 9. 빵류의 보존료 6종 분석 결과

4.7. 나트륨

어린이(7 ~ 12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목표섭취량보다 2배 이상 높은 양상을 보이고 어

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이나 가공식품을 학교 내 매점 또는 주변 문구점에서 주로 구입한

다는 것을 Jo등(2009)의 연구23)에서 확인한 바 본 연구에서는 전북 학교 인근에서 판매되고 있

는 가공식품 20건을 수거하여 나트륨 함유량 현황을 알아보았다.(표 10）식품유형별로는 유탕

면류가 100 g 당 1,044 mg로 가장 많은 나트륨 검출되었는데, 이는  WHO 및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목표 섭취량 기준치인 2,000 mg의 절반 이상의 수치로 조사되어 과다섭취로 인한 건

강상의 위험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자류는 평균 

나트륨 함량이 100 g 당 621.6 mg(유처리), 417.7 mg(유탕처리)으로 검출되었고, 제품 별 나트

륨 함량 차이의 폭이 100 g 당 최대 900.1 mg, 최소 140.5 mg으로 가장 넓은 검출 범위를 나

타내었다.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대중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영양지식 및 정보가 부족

하여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는 과자류나 사탕, 음료수를 선호한다고 Lee(2012)의 연구결과1)에 

보고 된 바 과자류는 다른 제품군에 비해 섭취빈도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 주의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혼합음료와 캔디류에서는 평균 나트륨 함량이 134.7 mg/100 mL, 39.6

mg/100 g으로 다른 식품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에 반해 

식품
유형

검사
건수

기준
규격

프로피온산 소브산
안식
향산

데히드록시
초산

파라옥시
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
안식향산에틸

빵류 35건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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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함량이 높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섭취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청소년이 짠 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나트륨 양을 저감화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 및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나트륨 사용 억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8)

표 10. 식품유형별 나트륨 검사건수 및 함량                             (단위: mg/100 g)

식품유형 검사건수 나트륨 검출범위 나트륨 평균함량

과자(유처리) 4건 342.6 ~ 900.1 621.6

과자(유탕처리) 8건 140.5 ~ 822.7 417.7

유탕면류 1건 1044.0 1044.0

캔디류 6건 7.5 ~ 62.8 39.6

혼합음료 1건 134.7 134.7

그림 8. 식품유형별 나트륨 함량

4.8. 당류

어린이 당류 섭취량은 WHO 섭취기준(1일 열량의 10% 미만 섭취)을 초과하고 있으며 총 당

류 섭취량이 6 ~ 11세의 경우 (‘10) 66.6 g → (’12) 69.6 g, 12 ~ 18세의 경우 (‘10) 76.5 g →

(’12) 80.0 g으로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실정이다.24) 과도한 당류 

섭취는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비만, 당뇨병, 치아질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기되면서,25) 본 연구에서는 식품유형별로 39건을 

수거하여 당류(Glucose, Fructose, Sucrose, Lactose, Maltose) 함유량을 조사하였다.(표 11) 식품 

유형별로 탄산음료(무가당제품 제외) 100 mL 당 평균 11.7 g로 가장 많은 당을 함유한다고 나

타났고 뒤이어 탄산음료(무가당제품 포함)(10.2%), 유음료(9.1%), 과.채음료(8.3%), 혼합음료

(6.1%) 순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탄산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대

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당 함량을 모니터링 한 분석결과인 9.1 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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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보다 조금 더 많이 검출되었고,26)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당류를 총 열

량의 10% 미만으로 권장 섭취하라는 세계보건기구(WHO/FAO)의 기준치를 이미 넘어서 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제품에서도 음료 1 ~ 2개의 섭취만으로 1일 당류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가당제품은 아무런 당도 검출되지 않지만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 등 인

공감미료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채음료는 어린이들에게 부족한 채소 섭취를 채워

주기 식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소비를 촉구하여 권장하고 있지만 과채주스류 역시 평균 

당 함유량이 탄산음료와 거의 유사하게 검출되면서 오히려 당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

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제품 선택 및 섭취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어 진다. 당류 

평균 조성비는 Fructose와 Glucose의 경우 2%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Lactose와 Maltose는 

유음료에서만 (2 ~ 3 g/100 mL) 검출되었고 나머지 식품유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9)

하지만 Sucrose는 모든 제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함량 또한 많게는 7.8% 까지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한 바 설탕 대용의 안전한 대체 감미료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표 11. 식품유형별 당류 검사건수 및 함량                              (단위: g/100 mL)

그림 9. 식품유형별 당류 조성비(%)

식품유형 검사건수 당 검출범위 당 평균함량

혼합음료 11건 3.9 ~ 12.6 6.1

유음료 1건 9.1 9.1

탄산음료
(무가당제외) 14건 3.3 ~ 18.6 11.7

(무가당포함) 16건 0.0 ~ 18.6 10.2

과.채음료 11건 5.3 ~ 13.8 8.3

과채음료

탄산음료(무가당제품 포함)

탄산음료(무가당제품 제외)

유음료

혼합음료

당 함량(%)

Fructose Glucose Sucrose Lactose+Mal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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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기타

2008년 과자에서 타버린 옥수수잔해가 발견되었고 비스켓과 스넥 등의 과자류 350건에서 딱

정벌레가 발견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식품의 위해성 등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

아져 식약처는 소비자기본법 제45조와 식품위생법 제 56조를 근거로 2008년부터 ‘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27) 이산화황은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하얗게 만들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고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약처 보고에 의하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산화황을 섭취하고 있으며, 과자류 41건 

중 7건에서 평균 9.3 mg/kg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조사가 있었다.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5건의 

과자류에 대하여 4건의 이물검사와 1건의 이산화황 분석을 하였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물이나 오염물질 등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이미 체내에서 소화나 배설이 되

었거나 부패되어 버리는 음식물의 특성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

리 사전에 식품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5. 결론

학교주변은 소규모 판매점이 밀집되어 있으며 소규모 조리식품 판매점 등의 위생관리가 허

술하여 식중독 발생과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 첨가물 함유 

식품 등의 다양한 판매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15개 시·군·구 그린푸드존 내의 

어린이 기호 식품을 수거하고 산가, 중금속, 타르색소, 미생물, 인공감미료, 보존료, 나트륨, 당

류 및 기타(이물, 이산화황)의 함량을 분석하여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린푸드

존 위생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산가는 총 53건 중 1건이 3.3으로 기준규격인 2.0을 초과하여 부적합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자류의 산가가 높은 것은 튀긴 후 유

통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통기간이 오래된 제품은 피해야 하며,

부적합 제품의 경우 제조일자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지도 감

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8건에 대하여 중금속으로 납과 카드뮴을 분석하였다. 납의 경우 캔디류에서 최대 0.2

mg/kg이 검출되었지만, 적용기준인 1.0 mg/kg을 초과하지 않았고 나머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미량이거나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다. 액상차와 과채음료, 주스는 카드뮴의 기준규격이 

0.1 mg/kg으로 동일하였고 모두 검출되지 않아 적합하였다. 조사된 식품에서의 부적합은 없어 

안전하였으나, 중금속은 위해성이 커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총 163건의 타르색소 조사 결과 캔디류에서 17건, 초콜릿가공품에서 15건이 검출되었고 

나머지는 불검출이었다. 검출 농도는 제품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황색 제4호: 0.0 ~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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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g, 청색 제2호: 0.0 ~ 0.1 g/kg, 황색 제5호: 0.0 ~ 0.15 g/kg, 청색 제1호: 0.0 ~ 0.01

g/kg, 적색 제3호: 0.0 ~ 0.01 g/kg으로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검출되면서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적색 제2호, 적색 102호 및 녹색 제3호는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

르색소 사용을 정량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4) 식품미생물의 경우 식품유형별 총 101건에 대하여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

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7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모

두 음성 또는 불검출이었다. 과자류의 경우 일반세균수가 15,000 cfu/g(기준: 50,000)으로 검출

되었지만 기준 이하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학교 주변의 즉석편

의식품점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어린이들 입맛의 충족을 위해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그린

푸드존 내의 식품안전성확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조사 대상 캔디류 7건 모두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3종의 인공감미료가 

검출되지 않아 식품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파탐의 경우 어린이들이 즐

겨먹는 과자류나 음료류에 사용제한이 없고 감미료 중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기 때문에 품목을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는 식품

은 어린이 선호도가 높아 인공감미료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어린이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어린이 대상 식품에서 인공감미료 사용기준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6) 35건의 빵류에서 보존료 6종(프로피온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데히드록시초산, 파라옥시안

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을 검사하였고 모두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는 

미생물에 작용하여 보존효과를 나타내지만 독성이 있으므로 정량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표시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7) 나트륨 조사 대상 20건의 시료 중 식품유형별 평균 나트륨 함량은 100 g 당 유탕면류

(1,044 mg), 과자류(유처리, 621.6 mg), 과자류(유탕처리, 417.7 mg), 혼합음료(134.7 mg), 캔디

류(39.6 mg) 순으로 검출량을 보였다. 유탕면류의 경우 WHO 및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목표 

섭취량 기준치인 2,000 mg와 비교할 때 절반 이상의 수치로 조사되어 어린청소년이 짠 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나트륨 양을 저감화하기 위한 학교급식 및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나트륨 사

용 억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당류조사 대상 39건의 시료 중 당류함유량은 탄산음료(무가당제품제외, 11.7%), 탄산음료

(무가당제품포함, 10.2%), 유음료(9.1%), 과채음료(8.3%), 혼합음료(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

푸드존 내의 유통 식품들은 1회 분량만으로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적정량(3 ~ 5세 35 g, 6 ~ 8세 남 43 g 여 37.5 g)의 1/4 이상을 섭취하게 되어 당류 함

유량 저감화가 시급하다. 또한 탄산음료에서 설탕의 사용량이 7.8%로 다른 당류보다 2배 이상

이 사용되었고, 다른 제품에서도 설탕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설탕 대용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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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대체 감미료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먹거리를 제공

하고 그린푸드존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행정기관, 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여 식품

안전 및 식중독 예방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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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sticides are used in various way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agricultural chemicals negatively affects the soil environment and leads to residue

accumulating in the human body through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pesticide residues in each agricultural produce selling at local food markets, a

total of 223 samples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November 2017 in Jeollabuk-do, Korea. Pesticide

residues in samples were analyzed by multi-residue method using GC-MS/MS, GC-ECD/NPD,

LC-MS/MS and HPLC-VWD/FLD. As a result of analysis, nine pesticide residues were detected from

eight samples, representing a detection rate of 3.6%. Samples with pesticide residues below the

Maximum Residue Limit(MRL) were as follows: Pepper Leaves(Deltamethrin 4.5 ㎎/㎏), Lettuce

Leaves(Thiamethoxam 0.1 ㎎/㎏), Ssam Cabbage(Procymidone 0.1 ㎎/㎏, 1.9 ㎎/㎏), Radish

Leaves(Procymidone 1.0 ㎎/㎏). And samples with pesticides above the MRL were Crown

Daisy(Ethoprophos 0.23 ㎎/㎏), Pepper Leaves(Methomyl 25.4 ㎎/㎏), Mustard leaf(Procymidone 8.5 ㎎

/㎏) and Korean Cabbage(Procymidone 0.7 ㎎/㎏).

The range of %ADI values was from 0.00091 to 1.31818%, representing that pesticide residue levels

were evaluated as safe for consumption. However, there were agricultural produces that exceeded 10

~ 50 times of the MRL in this study. These results pointed to an urgent need to provide essential

training for the farmers. Al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quality control of the local food market

and to conduct continuous monitoring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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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농약은 농업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농약의 사용은 토양환경

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산된 농산물의 섭취를 통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에서 생산되어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 농산물 검체 223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였다. GC-MS/MS, GC-ECD/NPD, LC-MS/MS, HPLC-VWD/FLD를 사용하여 

다종농약다성분 검사법에 의해 229종류의 농약을 분석 하였다. 검사결과 8개의 시료에서 9종류

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검출율은 3.6%이었다.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MRL) 이내로 검

출된 농산물은 고춧잎(Deltamethrin 4.5 ㎎/㎏), 상추(Thiamethoxam 0.1 ㎎/㎏), 엇갈이배추

(Procymidone 1.9 ㎎/㎏), 쌈배추(Procymidone 0.1 ㎎/㎏), 무청시래기(Procymidone 1.0 ㎎/㎏)이

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4건(1.8%)이었으며, 쑥갓(Ethoprophos 0.23 

㎎/㎏), 고춧잎(Methomyl 25.4 ㎎/㎏), 갓(Procymidone 8.5 ㎎/㎏), 배추(Procymidone 0.7 ㎎/㎏)로 

나타났다.

 검출된 농약에 대한 %ADI 범위는 0.00002 ~ 0.02397%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치였다. 그러나, 일부 로컬푸드 농산물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50배를 초과되어 잔

류농약이 검출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책으로 납품 농업인

에 대한 필수 교육 및 로컬푸드 매장의 자체 품질관리 강화와 잔류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로컬푸드, 전라북도, 잔류농약, 위해성 평가, %ADI

1. 서 론 

농약은 병해충 방지와 잡초를 제거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 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필수 농자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이나 토양에 살포된 농약은 광

분해, 미생물, 식물체로 흡수 등으로 분해 감소되어 농산물에 잔류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부분의 농약은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농산물 및 토양에 잔류하게 된다.1) 특히 조리

과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채류의 특성으로 인해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후 및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농약의 사용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실제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농산물 생산량은 20 ~ 75% 까지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경작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2),3) 농약의 사용이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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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농약의 잔류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력을 향상 시키면서도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적절한 농약사용

의 과제를 안고 있다.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농작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역 

로컬푸드 매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판매 단계로 세분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5) 도시민의 농약독성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민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여기며, 농작물에 농약이 잔류하여 만성독성을 유발시키거나 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은 강조해도 부족

함이 없다.6)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을 살펴보면 2012년 4월 완주 용진 매장, 2012년 12월 완주 로컬푸드 

효자점 2개소에서 매출액 48억으로 전국 로컬푸드 매장의 효시가 되었다. 그 후 도내에서도 해

마다 6개소 이상의 로컬매장이 생기면서 2016년에는 도내 로컬매장이 28개소(전국 82개소), 매

출액 730억으로 성장하고 2017년 12월에는 도내 로컬매장 30개소(전국 167개소), 매출액 850억

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가가 직접 수확한 신선 농산물을 직접 진열, 회수하고,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

처, 주소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는 누가 생산했는지 알 수 있고, 1 ha 미만의 중소농이나 여성,

고령 농민에게 진열 우선권을 줌으로써 소비자는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민은 제값 

받는 Win-Win 도농(都農) 협력 모델이다. 그러나 이처럼 장점을 가진 로컬매장이라 할지라도 

품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미지 훼손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에서는 도내 30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운영기준안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직매장 운영기준 준수여부와 현장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관리 수준, 농가

교육 및 관리, 가격 등 운영관리 등에 따라 인증매장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30개소 중 7개소를 전라북도 로컬푸드 인증매장으로 등록 관

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7개소의 로컬푸드 매장을 제외한 23개소의 

로컬푸드 매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조사는 로컬푸드 매장의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유하여 로컬푸드 매장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료의 선택 및 채취

조사대상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30개소 로컬푸드 매장중 전라

북도 인증매장 7개소를 제외한 23개소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

하였다.(표 1) 시료 수거는 로컬푸드 매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 위생계 직원이 3회로 나

누어 실시하였으며, 매장별 3건 내외의 농산물을 수거하여 의뢰 하도록 하였고, 1회는 연구원

과 공동 수거함으로써 매장 현장 조사와 함께 매장의 규모와 유통 상황을 참조하였다. 의뢰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보

- 102 -

관별 수거건수는 표 2와 같다. 검체는 농약 검출률이 높은 엽채류와 엽경채류 위주로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전라북도내 로컬푸드 매장 현황 

시군 (매장 수) 도 인증매장 조사대상 매장

전주시  (5) 5

군산시  (2) 1 1

익산시  (2) 1 1

정읍시  (2) 2

남원시  (1) 1

김제시  (2) 1 1

완주군 (12) 3 9

진안군  (1) 1

순창군  (1) 1

고창군  (1) 1

전라북도청 (1) 1

계   (30) 7 23

표 2. 의뢰기관별 검사 현황

의뢰기관 검사건수 의뢰기관 검사건수 의뢰기관 검사건수

전라북도 12 군산시 10 순창군 13

덕진구 28 정읍시 15 고창군 8

완산구 42 김제시 23 진안군 9

익산시 16 완주군 47 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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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중 대상물질 추출 및 정제

시료의 전처리는 식품공전 제7. 일반시험법 7. 식품 중 잔류농약분석법 7.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제2법에 따라 잔류농약 229항목을 검사하였다.

2.2.1. 추출

2.2.1.1. 아세토니트릴 추출법

검체(곡류 및 콩류는 약 1 kg을 잘 혼합하여 표준체 420 μm를 통과하도록 분쇄한 50 g, 채

소류, 과일류, 서류 및 견과종실류는 약 1 kg을 대형분쇄기에 넣고 분쇄한 50 g, 차는 10 g)를 

정밀히 달아 혼합추출분쇄기병에 넣고(곡류 및 콩류의 경우 물 30 mL를 넣어 2시간 방치, 차

의 경우 물 40 mL를 넣어 2시간 방치) 아세토니트릴 100 mL를 넣은 후 혼합추출분쇄기로 2

~ 3분간 균질화한다. 이를 여지가 깔려있는 부흐너깔때기로 감압여과한다. 여액을 염화나트륨 

10 ~ 15 g이 들어있는 500 mL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마개를 막은 후 심하게 흔들어 층이 완전

히 분리될 때까지 정치한다. 아세토니트릴층을 무수황산나트륨에 통과시켜 탈수한 후 별도의 

아세토니트릴을 가하여 최종 부피가 100 mL가 되게 한다. 아세토니트릴층 20 mL를 각각 취하

고 40 ℃ 이하 수욕상에서 감압농축하여 용매를 날려버린다. 잔류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

석 대상 농약의 경우 20% 아세톤 함유 헥산 4 mL로 용해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 대상 

농약은 1% 메탄올 함유 디클로로메탄 4 mL로 용해한다.

2.2.2. 정제

2.2.2.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용 시료

미리 플로리실 카트리지에 헥산 5 mL를 2 ~ 3 방울/초의 속도로 유출하여 버린다. 이 카트

리지에 20% 아세톤 함유 헥산 5 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출하여 버린다. 이어서 20% 아

세톤 함유 헥산 4 mL에 녹인 액을 카트리지 상단에 넣고 초당 1 ~ 2방울 정도의 속도로 용출

시켜 시험관에 받는다. 다시 카트리지가 용매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20% 아세톤 함유 헥산 5

mL를 용출하여 동일 시험관에 모은다. 이를 미리 헥산 5 mL와 20% 아세톤 함유 헥산 5 mL

로 활성화시킨 카본 카트리지에 용출액을 넣고 초당 1 ~ 2방울 정도의 속도로 용출시켜 시험

관에 받는다. 추가로 20% 아세톤 함유 헥산 15 mL로 용출시켜 동일 시험관에 모은다. 용출액

은 40 ℃ 이하 수욕상에서 질소 또는 공기를 낮은 유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용매를 날려 보낸 

후 20% 아세톤함유 헥산에 녹여서 일정량으로 한 후 막 여과지(Membrane filter, PTFE 0.45 μm)

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단, 카본 카트리지는 색소 등 방해물질 제거에 필요시에 사용

하였다.)

2.2.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용 시료

미리 아미노프로필 카트리지에 디클로로메탄 5 mL를 2 ~ 3 방울/초의 속도로 유출하여 버

린다. 이어서 1% 메탄올 함유 디클로로메탄 4 mL에 녹인 액을 카트리지 상단에 넣고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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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초의 속도로 용출시켜 시험관에 받는다. 다시 카트리지가 용매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1%

메탄올 함유 디클로로메탄 7 mL를 유출하여 동일 시험관에 합친다. 유출액은 40 ℃ 이하 수욕

상에서 질소 또는 공기를 낮은 유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용매를 날려 보낸 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일정량으로 한 후 막 여과지(Membrane filter, PTFE 0.45 μm)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단, 카본 카트리지는 색소 등 방해물질 제거에 필요시에 사용하였다.)

2.3. 기기분석 조건

분석기기는 GC-MS/MS(TSQ Quantum XLS, Thermo, USA), LC-MS/MS(Quattro Premier

XE, Waters, USA)로 정성 분석한 후, GC-ECD/NPD(Agilent 7890A)와 HPLC-VWD/FLD

(Agilent 1260)로 정량 분석하였다. GC-ECD/NPD와 HPLC-VWD/FLD의 기기 조건은 표 3과 

표 4에, GC-MS/MS와 LC-MS/MS는 표 5와 표 6에 각각 나타내었다. 농약 분석대상 항목은 

GC 분석농약 168종, LC 분석농약 61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7, 표 8)

표 3. GC-ECD/NPD의 잔류농약 분석조건 

기기 GC (Agilent 7890A)

검출기 GC–ECDa) GC–NPDb)

주입부 온도 230 ℃ 230 ℃

검출기 온도 270 ℃ 270 ℃

가스 유량 N2 (60 mL/min) N2 (10 mL/min)

Air (120 mL/min)

H2 (3 mL/min)

Split 모드 Split(50:1) Splitless

칼럼 DB–5 (30 m × 250 nm ID × 0.25 nm film thickness)

오븐 온도
80 ℃ (2 min) → 7 ℃/min → 250 ℃ (0 min) → 15 ℃/min

→ 280 ℃ (11min)

a) Electron capture detector
b) Nitrogen–phosphorus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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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PLC-VWD/FLD의 잔류농약 분석조건

기기 Agilent 1260 infinity HPLC (Agilent Technologies, USA)

검출기 Variable Wavelength Detector Fluorescence detector

파장 254 nm Ex: 330 nm, Em: 446 nm

칼럼후 반응기 - VECTOR PCX

반응기 온도 - 90 ℃

펌프 -

Pump 1: Hydrolysis reagent

(0.1 mL/min)

Pump 2: O-Phthalaldehyde reagent

(0.1 mL/min)

칼럼 CAPCELL PAK C18 (4.6 mm x 250 mm, 5 μm)

칼럼 온도 40 ℃

주입량 10 μL

유량 1.0 mL/min

이동상 A: Water, B: Acetonitrile

이동상 조성

시간 (min) A (%) B (%)

0.0 75 25

5.0 75 25

25.0 32 68

30.0 32 68

40.0 10 90

40.1 0 100

45.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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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C-MS/MS의 잔류농약 분석조건

표 6. LC-MS/MS의 잔류농약 분석조건

기기
HPLC 2695 Alliance module with mass spectrometric

detector Quattro Premier XE (Waters, USA)

이온화 모드 ESI 양이온 모드

모세관 전압 2500 V

Scan 유형 MRM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칼럼 SunFire C18 (2.1 mm x 150 mm, 3.5 μm)

칼럼 온도 40 ℃

주입량 5 μL

유량 0.25 mL/min

이동상
A: 0.1% formic acid in water
B: 0.1% formic acid in methanol

이동상 조성

시간 (min) A (%) B (%)
0.0 60 40
3.6 60 40
6.0 40 60

12.0 40 60
18.0 20 80
26.0 20 80
30.0 60 40
36.0 60 40

기기 GC-MS/MS (TSQ Quantum XLS, Thermo, USA)

주입부 온도 280 ℃

가스

운반 기체 He (splitless, 1.2 mL/min)

소광 기체 He (2.25 mL/min)

충돌 기체 N2 (1.5 mL/min)

질량분석기

이온화 방법 전자충격법 (70 eV)

Ion source 온도 250 ℃

Transfer line 온도 280 ℃

Scan 범위 50 ~ 550 m/z

칼럼 TG–5MS
5% phenyl methyl siloxane,
30 m × 250 ㎛ × 0.25 nm film thickness

오븐 온도
40 ℃ (1.5 min) → 25 ℃/min → 90 ℃ (1.5 min) → 25 ℃/min → 180 ℃
(0 min) → 5 ℃/min → 280 ℃/min → 280 ℃ (0 min) → 300 ℃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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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대상 농약항목 (61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1 Acetamiprid 32 Lufenuron

2 Aldicarb 33 Mepanipyrim

3 Amisulbrom 34 Metamifop

4 Azoxystrobin 35 Methabenzthiazuron

5 Bendiocarb 36 Methiocarb

6 Benzoximate 37 Methomyl

7 Boscalid 38 Methoxyfenozide

8 Carbaryl: NAC 39 Metolcarb

9 Carbendazim 40 Novaluron

10 Carbofuran 41 Oxamyl

11 Chlorantraniliprole 42 Oxaziclomefone

12 Chromafenozide 43 Pentoxazone

13 Clothianidin 44 Propoxur

14 Cyazofamid 45 Pyraclostrobin

15 Cyhalofop-butyl 46 Pyribenzoxim

16 Cymoxanil 47 Pyributicarb

17 Dimethomorph 48 Pyrimethanil

18 Ethaboxam 49 Pyriproxyfen

19 Ethiofencarb 50 Pyroquilon

20 Fenhexamid 51 Quinoclamine

21 Fenpyroximate 52 Spirodiclofen

22 Ferimzone 53 Spiromesifen

23 Fluacrypyrim 54 Teflubenzuron

24 Flubendiamide 55 Thenylchlor

25 Flufenacet 56 Thiacloprid

26 Flufenoxuron 57 Thiamethoxam

27 Fluquinconazole 58 Thiodicarb

28 Forchlorfenuron 59 Tiadinil
29 Hexaflumuron 60 Tricyclazole
30 Imibenconazole 61 Trifloxystrobin

31 Imidaclop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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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대상 농약항목 (168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1 Napropamide 43 EPN 85 Prochloraz 127 Thifluzamid

2 Diazinon 44 Chinomethionat 86 Profenofos 128 Probenazole

3 Deltamethrin 45 Cadusafos 87 Propiconazole 129 Fthalide

4 DDT 46 Carbophenothion 88 Pyrazophos 130 Flutolanil

5 Dimethoate 47 Captafol 89 Pirimiphos-methyl 131 Pyriminobac-methyl

6 Dicofol 48 Captan 90 Pirimiphos-ethyl 132 Pyrimidifen

7 Dichlorvos 49 Quintozene 91 Hexaconazole 133 Indanofan

8 Dichlofluanid 50 Chlorobenzilate 92 Heptachlor 134 Tebupirimfos

9 Dicloran 51 Chlorothalonil 93 Isoprothiolane 135 Fenoxanil

10 Diphenylamine 52 Chlordane 94 Iprobenfos 136 Tefluthrin

11 Diphenamid 53 Chlorpyrifos 95 Chlorfenapyr 137 Fenamidone

12 Myclobutanil 54 Chlorpyrifos-methyl 96 Tebufenpyrad 138 Propisochlor

13 Malathion 55 Tebuconazole 97 Fenazaquin 139 Diniconazole

14 Mecarbam 56 Terbufos 98 Prothiofos 140 Ofurace

15 Methoxychlor 57 Tetradifon 99 Pyraclofos 141 Pyridalyl

16 Metribuzin 58 Tolyfluanid 100 Pyridaben 142 Cyflufenamid

17 Methidathion 59 Tolclofos-methyl 101 Fipronil 143 Flonicamid

18 Buprofezin 60 Triadimenol 102 Fenobucarb 144 Simeconazole

19 Bromacil 61 Triadimefon 103 Dimethylvinphos 145 Quinalphos

20 Bromopropylate 62 Triazophos 104 Diethofencarb 146 Metrafenone

21 BHC 63 Triflumizole 105 Cyprodinil 147 Piperophos

22 Bitertanol 64 Parathion 106 Cyproconazole 148 Lindane, γ-BHC

23 Bifenox 65 Parathion-methyl 107 Kresoxim-methyl 149 Fluopyram

24 Bifenthrin 66 Paclobutrazol 108 Chlorfluazuron 150 Ametryn

25 Vinclozolin 67 Permathrin 109 Fosthiazate 151 Atrazine

26 Cypermethrin 68 Fenarimol 110 Fludioxonil 152 Azaconazole

27 Cyfluthrin 69 Fenitrothion 111 Fluazinam 153 Azinphos-ethyl

28 Cyhalothrin 70 Pendimethalin 112 Nuarimol 154 Bromophos-methyl

29 Amitraz 71 Fenvalerate 113 Esprocarb 155 Bromoxynil

30 Azinphos-methyl 72 Fenbuconazole 114 Etoxazole 156 Bupirimate

31 Aldrin&Dieldrin 73 Fenthion: MPP 115 Pyridaphenthion 157 Butafenacil

32 Edifenphos 74 Penconazole 116 Halfenprox 158 Chloridazon

33 Ethion 75 Phenthoate 117 Dithiopyr 159 Chlorthal-dimethyl

34 Ethoprophos 76 Fenpropathrin 118 Butachlor 160 Cinmethylin

35 Etrimfos 77 Phosalone 119 Cycloprothrin 161 Clomeprop

36 Endosulfan 78 Phosmet, PMP 120 Anilofos 162 Cyanazine

37 Endrin 79 Phosphamidone 121 Acrinathrin 163 Cyanophos

38 Oxadiazon 80 Folpet 122 Etridiazole 164 Cycloate

39 Oxadixyl 81 Flusilazole 123 Indoxacarb 165 Diallate

40 Imazalil 82 Fluvalinate 124 Zoxamide 166 Dicrotophos

41 Isofenphos 83 Flucythrinate 125 Terbuthylazine 167 Diflufenican

42 Iprodione 84 Procymidone 126 Thiazopyr 168 Dimethach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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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판정기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랐다. 다

만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판정에 대한 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행하였다.

 1) CODEX 기준 적용

 2) 1)항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유사농산물(대분류 및 소분류)의 최저기준을 적용

 3) 1), 2)항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3. 결과 및 고찰

3.1. 농산물 분류별 잔류농약 검출 및 부적합 현황

도내 23곳 로컬푸드매장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거된 유통 농산물은 총 22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채소류가 203건

으로 가장 많았고, 과실류 8건, 곡류 6건, 서류 3건, 버섯류 2건, 콩류 1건으로 의뢰되었다.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채소류를 세분하면 엽채류가 105건, 엽경채류가 37건, 결구엽채류가 

22건, 근채류가 11건, 박과 과채류가 9건, 박과 이외 과채류가 19건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검체는 8건으로 3.6%의 검출률을 나타냈다. 또한, 잔류농약 허

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수는 4건으로 부적합률은 1.8%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검체로는 엽채류 3건, 결구엽채류 1건으로 조사되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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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농산물 품목 유형별 검사현황

3.2. 검출농약 성분 분포

조사결과 4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4건의 농산

물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쑥갓에서 Ethoprophos,

고춧잎에서 Methomyl, 갓과 배추에서 Procymidone이었으며, 기준 이내로 검출된 농약은 고춧

잎에서 Deltamethrin, 상추에서 Thiamethoxam, 쌈배추, 엇갈이배추 및 무(잎)에서 

Procymidone이었다. 이중에서 잔류농약이 2종류 이상 중복되어 검출된 시료는 고춧잎이었으

며, 중복 검출된 농약은 Procymidone이 5건의 시료에서 확인되어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표 

10, 표 11, 그림 1)

부적합 잔류농약 항목 중에서 Methomyl은 고추에서 5.0 ㎎/㎏ 이하로 사용이 가능한 농약

이지만 고춧잎에 대한 Methomyl의 잔류허용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유사 채소류 기준인 

0.5 ㎎/㎏을 적용하므로, 고춧잎에서 Methomyl이 기준치의 5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생산 농민들이 고추 재배시 사용된 농약이 고춧잎 출하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 분 류 소 분 류 검사건수 불 검 출 기준이하 검출 기준초과 검출

곡    류 - 6 6 - -

서    류 - 3 3 - -

콩    류 - 1 1 - -

견    과 
종 실 류 - - - - -

과 일 류

인  과  류 4 4 - -

감  귤  류 - - - -

핵  과  류 - - - -

장  과  류 3 3 - -

열대과일류 1 1 - -

채 소 류

결구엽채류 22 21 - 1

엽  채  류 105 98 4 3

엽 경 채 류 37 37 - -

근  채  류 11 11 - -

박과과채류 9 9 - -

박 과 이 외
과  채  류 19 19 - -

버 섯 류 - 2 2 - -

총    계 223 21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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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검출된 Procymidone은 균사의 신장생육을 저해하는 작용기작을 가지는 살균제로

써 포도, 딸기 등에서의 잿빛곰팡이 방제에 적용하며, 국내 유통 농산물에서 가장 빈번히 검출

되고 있다.7),8),9) 또한 여러 조사결과에서 검출빈도가 가장 높은 농약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빈도로 검출되는 약제로 나타났다.10),11),12)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4건 모두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된 점과, 기준 이내의 검출을 보인 잔류농약 5항목 중 3항목은 잔류허용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작물별 농약사용기준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재배 중에 기준 미설정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 농가인 로컬푸

드 농산물의 우려점으로 해석되어진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납품 

농가와 농약판매상의 농약안전사용 교육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기준치 이하 잔류농약 검출 현황

품목명 농약명 검출치 (㎎/㎏) 기준치 (㎎/㎏)

고춧잎 Deltamethrin 4.5 5.0

상추 Thiamethoxam 0.1 15

엇갈이배추 Procymidone 1.9 5.0

쌈배추 Procymidone 0.1 5.0

무(잎) Procymidone 1.0 5.0

표 11.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현황

품목명 농약명 검출치 (㎎/㎏) 기준치 (㎎/㎏)

쑥갓 Ethoprophos 0.23 0.02

고춧잎 Methomyl 25.4 0.5

갓 Procymidone 8.5 5.0

배추 Procymidone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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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하 검출 기준초과 검출

그림 1. 농약성분별 검출빈도

3.3. 매장별 잔류농약 검출 및 부적합 현황

매장별 잔류농약 검출 및 부적합률을 보면 농산물 유통량이 비교적 적은 매장에서 검출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이러한 결과는 로컬푸드 농산물 관리가 단위농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장내 농산물 유통량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해당 매장의 농산물 품질관리가 더욱 철

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장 자체에서의 품질관리 강화가 농산물 안전성 확

보 및 로컬푸드 매장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자체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

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환류함으로써 매장내에서 자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보다 청정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이 

활성화되어 전라북도 도정과제인 삼락농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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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덕진 종합경기장 익산 금마

그림 2. 로컬푸드 매장별 잔류농약 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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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잔류농약 안전성 평가

위해성 평가는 인체가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식품 등을 통하여 사람이 섭취하는 위해요소

의 양 또는 수준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장애추정농약

의 일일섭취추정량(EDI)을 구하여 인체 안전기준치인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하여 

상대백분율로 위해도(RI, Risk Index)를 산출했을 때, 이 값이 100%를 넘어설 경우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 이내이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지수인 %ADI 값은 상당히 낮은 수치인 0.00091 ~ 1.31818%이었다.(표 12) 특히 고춧잎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50배 이상으로 검출되었지만 고춧잎의 일일 식이섭취량이 0.43 g으로 적었기 

때문에 %ADI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위해도 

수준은 낮게 나타나 해당 농산물에 대한 평균 식이섭취량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여진다.

표 12. 검출된 농약성분별 위해성 평가

a) Estimated daily intake = 검출평균치 × 식품일일섭취량/1000
b) Acceptable daily intake/person = 농약 일일섭취허용량 × 55kg
c) %ADI = EDI/(ADI/person) × 100

품목명 농약명
검출평균치

(㎎/㎏)

식품일일
섭취량

(g/day/person)

EDIa)

(㎎/day/person)
ADI/personb)

(㎎/day/person)
%ADIc)

쑥갓 Ethoprophos 0.23 1.25 0.00029 0.022 1.31818

고춧잎
Methomyl 25.4

0.43
0.01092 1.1 0.99273

Deltamethrin 4.5 0.00194 0.55 0.35273

갓 Procymidone 8.5 1.47 0.01250 5.5 0.22727

배추 Procymidone 0.7 98.04 0.06863 5.5 1.24782

상추 Thiamethoxam 0.1 6.41 0.00064 4.4 0.01455

엇갈이배추
(쌈배추 포함)

Procymidone 1.0 0.05 0.00005 5.5 0.00091

무(잎) Procymidone 1.0 10.26 0.01026 5.5 0.1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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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로컬푸드의 효시인 전라북도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현황을 파악

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잔류농약 229항목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공유·환류함으로써 유통 농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장에서의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를 유도하여 로컬푸드 매장의 활성화를 통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값싼 농산물 구입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1.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로컬푸드 매장 23개소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실

태조사결과 223건 중 8건(3.6%)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4건(1.8%)은 잔류농약 기준

을 초과하였고 나머지는 기준 이내로 검출되었다.

2.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Ethoprophos, Methomyl, Procymidone으로 3 항목이었

다.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쑥갓(Ethoprophos 0.23 ㎎/㎏), 고춧잎(Methomyl 25.4 ㎎

/㎏), 갓(Procymidone 8.5 ㎎/㎏), 배추(Procymidone 0.7 ㎎/㎏)로 조사되었는데, 잔류허용기준

이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보아, 농민들이 재배 중에 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중 고춧잎에서 Methomyl이 25.4 ㎎/㎏ 검출되었으며 잔류농

약허용기준(0.5 ㎎/㎏)의 50배 이상 검출되었다. 이는 고추에서의 Methomyl 농약 잔류허용기

준은 있지만 고춧잎에는 Methomyl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유사 채소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농약을 살포한 후 고춧잎을 수확하여 판매 하고자 할 때 농가에서 각별히 주의 하도

록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4. 잔류농약 기준 이내로 검출된 농약은 Deltamethrin, Thiamethoxam, Procymidone으로 3

항목이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고춧잎(Deltamethrin 4.5 ㎎/㎏), 상추(Thiamethoxam

0.1 ㎎/㎏), 엇갈이배추(Procymidone 1.9 ㎎/㎏), 쌈배추(Procymidone 0.1 ㎎/㎏), 무

(잎)(Procymidone 1.0 ㎎/㎏)로 조사되었는데, 검출된 Procymidone 항목은 엇갈이배추, 쌈배추,

무(잎)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이었다.

5. 농산물 매장별 검출현황을 보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잔류농약 검출 

및 기준초과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규모 로컬푸드 매장 자체의 유통농산물 안전관리에 대

한 관심과 매장 자체 품질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6. 로컬푸드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을 손쉽게 진열 판매 할 수 있기 때

문에 소량 다품종 농산물 특성이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작목별 안전기준에 맞는 농약사용

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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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출된 농약에 대한 식이중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ADI는 0.00091 ~ 1.31818%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위해도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남에 따라 해

당 농산물에 대한 평균 식이섭취량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향후 로컬푸드 농산물이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의 안전한 수준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약잔류기준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생산자의 농약 안전사용 및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가 로컬푸드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제공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정책 실현과 전라북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삼락농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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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water quality around Ok-jung Lake

Seon-Ae Kim†, Jeong-Hwa Choi, Sang-Don Jeong, Jae-Seong Yun, Ki-Hwa Kang, Jong-Chun Kim,

So-Ra Park, Su-Mi Jin, Jeong-Jae Pak, Taek-Soo Yoo

Division of Water Basin Research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tain the water quality data of the streams flowing into Ok-jeong

lake and also provide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s of Ok-jeong lake.

The points were selected as 13 sites of main streams(Sum-jin River 8, Don-gjin River5) flowing into

Ok-jeong lake. Water quality monitoring was performed monthly and flow rate was measured

quarterly in 2017.

The results showed that 12 sites was GradeⅠ(Good) except Chang-in Brg. of Im-sil stream (Grade II

(Somewhat good)) by Ambient Water Quality Standards of Rivers-Living Environment.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SS was GradeⅠ(Good) at all sites.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T-N

was 1.555 mg/L(Sun-geo Brg.) ~ 2.270 mg/L(Soon-hwan Brg.) at Sum-jin River System, and 1.742

mg/L(Pang-na-mu Brg.) ~ 3.364 mg/L(Sang-yong Brg.) at Dong-jin River System. For T-P,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Chang-in Brg. exceeded GradeⅠ(Good) but all other mainstreams flowing

into Ok-jeong lake maintained good quality by GradeⅠ(Good).

The results of flow rate were as follows :

For Sun-geo Brg. of Sum-jin River System, the flow rate was 0.3489 m3/sec (Jun.) ~ 3.0393 m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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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and the average of flow rate(1.3774 m3/sec) was much lower than the 2016’s(2.2482 m3/sec).

The flow rate of Sol-Moi Brg.(Dong-jin River System) was 1.8083 m3/sec(Mar.), 25.6068 m3/sec(Jun),

15.5308 m3/sec(Sep.), 1.9555 m3/sec(Nov.) and the flow rate was low in the winter while water was

discharged a lot in June.

The pollution loads of BOD, COD, TOC at Sun-geo Brg. SS, T-N, T-P at Deokam Brg. were the

highest while the pollution loads were the lowest at Ok-nyu-dong stream, Soonhwan Brg. for Sum-jin

River System. For Dong-jin River System, the pollution loads of BOD, COD, SS, T-N at Sol-Moi Brg.,

TOC at Pang-na-mu Brg. T-P at San-woi Brg. were the highest and the pollution loads was the

lowest at Sang-yong Brg. where is the most upstream and the flow rate was low.

This study suggests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s on Imsil stream such as reinforcement of the

advanced water treatment, sewage treatment plant installation and establishment for separate

collection system on livestock far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ntinuous water quality monitoring not only on the main stream such as

upstream of Sum-jin River, Im-sil stream, Chu-ryeong stream, Ok-nyu-dong stream but also main

points of Dong-jin River where is the water source of Jeong-eup and Kimje city.

Key words : Ok-jeong lake, Water monitoring, Flow rate, Pollution load, quality improvement plans

요약문

본 조사는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옥정호 상수원 수질관리

및 오염하천 수질개선 방안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는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13개(섬진강수계 8, 동진강수계 5) 지점을 선정하여 1월에서 12월까지 월

1회 수질모니터링 및 분기 1회 유량을 조사하였다.

수질모니터링 결과 연평균 BOD, COD, TOC는 13개 지점 중 12개 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

(좋음)이였으며, 섬진강수계 임실천 창인교만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2등급(약간좋음)이였다. 연평균 SS는

섬진강수계와 동진강수계 전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이였고 연평균 T-N은 섬진강수계

1.555 mg/L(선거교) ~ 2.270 mg/L(순환교), 동진강수계 1.742 mg/L(팽나무교) ~ 3.364 mg/L(상용교) 범

위였다. 연평균 T-P도 섬진강수계 임실천 창인교만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을 초과하였고 나머

지 전지점은 1등급(좋음)을 유지하여 현재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은 양호한 상태였다.

유량조사 결과 섬진강수계 선거교는 2차(6월) 0.3489 m3/sec ~ 3차(9월) 3.0393 m3/sec로 4회 평균 유량

은 1.3774 m3/sec였으며 작년에 조사한 2.2482 m3/sec보다 훨씬 적었다. 동진강수계 솔뫼교는 1차(3월)

1.8083 m3/sec, 2차(6월) 25.6068 m3/sec, 3차(9월) 15.5308 m3/sec, 4차(11월) 1.9555 m3/sec로 겨울철에는

유량이 적었으나 농사철인 6월에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방류되었다.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섬진강수계는 선거교 BOD, COD, TOC, 덕암교 SS, T-N, T-P가 가장 높았고 유

량이 적었던 옥녀동천 순환교가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는 솔뫼교 BOD, COD, SS, T-N, 팽나무교 TOC,

산외교 T-P가 가장 높았고 유량이 적고 동진강 최상류인 상용교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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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선관리하천으로 선정된 임실천은 임실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비 보강, 유역 내 재래식 축

사 분·뇨 분리수거 체계 확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수질조사 결과 섬진강 상류, 임실천, 추령천, 옥녀동천 등 주요 유입하천과 정읍

시, 김제시 상수원인 동진강 상류 주요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주제어 : 옥정호, 수질모니터링, 유량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개선방안

1. 조사 배경 및 목적

동진강유역은 대부분이 광활한 평야지대로서 농업을 하기 적합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나 

수원이 부족하여 항상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동진농업개량조합에서 수자원이 

풍부한 섬진강 물을 유역 변경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 운암댐(구댐)을 

1928년 12월에 완공하고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에 취수구를 설치하여 섬진강 물을 최대 18㎥/s

로 동진강 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였다. 이후 운암발전소(1985년 2월 폐쇄)와 운암수갱이 

1931년 준공되었고, 칠보발전소가 1945년 제1호기(14,400 kW), 1965년 제2호기(14,400 kW),

1985년 제3호기(6,000 kW)가 준공되어 현재 연간 최대 24,800 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 건설부, 전라북도, 수자원공사, 동진농조간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원수배분 협약

체결로 농업용수 뿐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해져 1993년 2월 김제시 용수공급을 시

작으로 전주시, 정읍시에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2017년 12월 현재는 정읍시와 김제

시 일부지역만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음)13)

한편, 섬진강은 발원지인 전북 진안군 백운면 사람들은 서천 또는 백운천으로 부르고 그 아

래쪽 임실군 관촌면과 신평면에서는 오원천으로 부르며 운암면에서는 운암강으로, 순창에 들어

서면 적성강으로 불린다. 이렇게 토박이들이 제각각 이름을 부르는 섬진강은 운암댐(구댐)이 

생기면서 섬진강 물이 댐에 막혀 운암호가 되었고 1965년 섬진강다목적댐(신댐)이 준공되면서 

당시 박정희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름을 운암호에서 옥정호로 변경하여 부르게 되었다.13)

섬진강 상류지역인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은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

제활동과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상수원보호

구역 해제를 위한 건의를 하였고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옥정호 수원을 상수원으로 이

용하는 정읍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향후 옥정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질보전방안

을 마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전라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옥정호 수역을 “수변생태경관지역 명소”로 육성하기 위

해 공동으로 노력 할 것을 선언하고『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

언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토대로 임실 운암면과 강진면이 2015

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정읍시에서 임실군의 옥정호 수상레저단지사업 개발에 반대하며『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비예산 삭감, 국비 유보 등 개발사업을 막

자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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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옥정호 수역 수변개발과 수면이용』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 합의문에는 수

변개발 사업(정읍시 10개 사업, 임실군 6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수면이용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전

라북도에서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

본 조사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상류 개발활동이 예상되므로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옥정호 상류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변 주요하천

에 대한 수질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호소 수자원 보호를 위한 오염원관리 및 수

질개선 방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유역현황 및 오염원 조사

2.1 유역현황

2.1.1 동진강 현황

동진강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을 흐르는 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발원지는 ① 정읍

시 내장산 까치봉, ② 정읍시 산외면 상두산, ③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여우치 또는 촛대봉 등 

여러 의견이 있다. 옛 문헌에 정읍천의 발원지인 내장산 까치봉을 발원지로 했던 동진강은 옥

정호가 축조되고 섬진강의 물을 동진강으로 돌리는 유역변경식 발전이 실시되면서 수량이 풍

부해진 태인천 쪽이 본류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정읍시 산외면 상두산 또는 도원천의 산외

면 종산리 여우치나 촛대봉이 발원지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리학적으로는 하구에서 가장 

긴 곳이 발원지라고 정의되어 있어 아직까지 최장 길이를 보이는 정읍 내장산 까치봉을 발원

지라고 한다.13)

동진강은 유역면적 1,034 km2, 유로연장 44.7 km, 길이 51 km로 우리나라에서 15번째에 해

당하며 주요하천은 도원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신평천 등이 있다. 동진강 상류는 산외면 

팽나무정(운암취수구)을 통해 옥정호 물이 도원천을 이룬 뒤 칠보발전소 발전용수가 유입되고 

정읍시 칠보면에서부터 하폭이 50 m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동진강이 된다. 정읍시 신태인읍과 

이평면 경계지점에서 내장산에서 발원하는 정읍천과 합류, 이평면의 넓은 김제평야를 흐른 뒤 

호남평야 남부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의 경계를 이룬다. 부안군 동진면의 하구에서 김제시 모악

산에서 흘러나오는 원평천과 정읍시 고부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부천과 합류하여 황해(서해)의 

넓은 간석지로 흘러든다. 이러한 동진강은 본류를 포함한 4개의 직할 하천과 1개의 지방 하천,

82개의 준용 하천 등 87개 하천이 속해 있으며 하류에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평야

와 계화도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운암댐의 수몰지구에 살았던 계화도 이주민 1만여 

명의 생활용수로도 사용되고 있다.13)

2017년 옥정호는 칠보발전 취수구 및 운암취수구를 통하여 305,214천 m3의 수자원을 방류하

였으며, 이중 정읍과 김제에 생활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약 120 GW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또한 동진강에 46,526천 m3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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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고척천 탑천 오산천
목천포천

동진대교

마산천

익산천

조촌천

소양천

만경강상류
(봉동)

만경강하류
(만경대교)

전주(만경A)

전주천6
(전주A)

김제
(만경B)

신평천

두월천원평천

동

고부천

동진강상류

만경강중류
(만경교)

정읍천

진
강

새만금

산외면

도원천

그림 1. 동진강 수계도

2.1.2 옥정호 현황

옥정호 유역은 노령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동북 ~ 서남 방향의 주능선을 따라 금강, 만

경강 및 동진강 유역과 차례로 분수령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영산강 유역과 접하고 있

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평야는 적고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깃대봉, 장군봉, 회교

산, 원통산 등의 고봉이 위치하며 험준한 산세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 수계는 섬진강 상류와 

그 지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동부에서 유입하여 흐르는 섬진강 상류는 남서부에서 유입하는 

추령천과 장금리 북방에서 합류한다. 섬진강 상류는 남동방향으로 유하하며 대체로 짧은 소하

천이 합류되고 있다.8)

표 1. 옥정호 주요 유입하천 현황

구 분
정읍시 임실군

황토천 추령천 사적천 예덕천 임실천 지장천 점기천 석보천 옥녀동천
유로연장(km) 1.00 37.00 5.38 5.00 15.20 5.50 3.00 7.30 14.00
유역면적(km2) 5.46 166.95 8.35 5.63 50.92 23.02 4.64 19.17 48.24

주)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그림 2. 옥정호 유역 수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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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내에 있는 섬진강댐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섬

진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763 km2, 총 저수용량 466백만 m3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댐 높이가 64.0 m이며 댐 길이는 344.2 m, 연평균 유입량은 17.2 m3/sec이다.8)(표 2)

표 2. 섬진강댐 시설현황 

위  치
유역면적

(km2)
총저수용량

(m3)
댐높이

(m)
댐길이

(m)
연평균유량

(m3/sec)
임실군 강진면옥정리(좌안)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우안)

763 466백만 64 344.2 17.2

주)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섬진강댐은 섬진강 하류의 홍수피해 방지와 동진강 유역의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65

년에 건설된 것으로 취수시설은 3곳이며 이용목적에 따라 공급가능한 수위가 다르다. 표 3은 

섬진강댐 취수시설 관리기관 및 공급가능수위를 나타내었다.8)(그림 3)

표 3. 옥정호 취수시설 현황

취수시설 관리기관 주요목적 공급가능수위 비 고

칠보발전취수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용수

동진강유역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발전제한수위
EL. 175.00 m 동진강으로

유역변경

운암취수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강유역 관개용수 EL. 154.54 m

섬진강댐 하류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댐직하류 관개용수 EL. 160.00 m
섬진강 
하류

주)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칠보발전소 운암취수구(운암수갱) 섬진강댐 하류

그림 3. 옥정호 취수시설

옥정호 최근 10년간 총 방류량은 5억7천80만 톤으로 평균 유입유량은 20.73 m3/sec이며 평

균 총 방류량은 18.33 m3/sec이다. 이 중 59.0%는 칠보발전용수를 위해 취수되었고 23.5%는 운

암취수구를 통해 관개용수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섬진강댐 하류로 17.5%가 방류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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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월평균 유입유량은 9.5988 m3/sec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43.5%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월평균 방류량은 10.7526 m3/sec으로 이 중 칠보발전용수 51.9%, 운암취수구 

38.1%, 섬진강 하류 10.0%로 옥정호의 유량은 섬진강 하류로 적게 방류되어 댐 하류인 임실에

서 순창까지 수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11)(그림 4)

운암수갱, 
23.5%

칠보발전방류량, 
59.0%

섬진강댐, 
17.5%

운암수갱 칠보발전방류량 섬진강댐

운암수갱, 
38.1%

칠보발전방류량, 
51.9%

섬진강댐, 
10.0%

운암수갱 칠보발전방류량 섬진강댐

그림 4. 최근 10년 옥정호 방류량(좌)과 2017년 옥정호 방류량(우)

표 4는 2017년 옥정호 유입량 및 방류량을 나타낸 것으로 올해는 가뭄으로 옥정호 총유입유

량이 평년보다 적은 302,707천 m3이였으며 총 방류량은 339,093천 m3로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더 많았다.

그림 5는 월별 옥정호 방류량을 나타낸 것으로 5월에 칠보발전방류량이 23.7631 m3/sec로 

가장 많았으며 농사철인 5 ~ 6월에 연간 총방류량의 약 47%를 방류하였다. 한편 12 ~ 3월까지 

겨울철에는 거의 방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2017년 옥정호 유입량 및 방류량                                      (단위: m3/sec)

월
월평균
유입량

월평균 
총방류량

저수율
(%)

칠보발전
방류량

운암취수구 섬진강댐 하류
운암수갱
(관개용수)

운암
소수력

본류 
하천유지

섬진강
소수력

1 4.2936 2.6852 38.9 0 0.0753 1.6342 0.5636 0.4121

2 9.7358 2.8605 39.9 0.0745 0.0440 1.7022 0.2101 0.8297

3 5.4840 3.6345 43.5 0.1536 0.0440 2.1681 0.0647 1.2042

4 7.6409 6.8521 44.8 3.7046 0.0524 2.0925 0 1.0026

5 2.4963 32.3258 35.8 23.7631 1.9262 5.6149 0 1.0216

6 4.5765 28.2788 19.2 17.013 3.1974 6.5562 0 1.5125

7 27.7045 7.2784 20.9 1.6408 0.0806 4.4759 0 1.0812

8 30.5015 16.9660 26.6 9.6035 1.1993 5.1831 0.0196 0.9606

9 15.5012 16.8274 32.9 11.028 0 4.7921 0.0081 0.9997

10 5.0686 5.7041 33.1 0.0156 0 4.7113 0 0.9772

11 0.6583 4.0073 31.1 0 0 2.9829 0 1.0245

12 1.5242 1.6115 30.2 0 0.0454 0.5648 0.1136 0.8876

연평균 9.5988 10.7526 33.1 5.5831 4.0952 1.0744

주)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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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발전방류량, 23.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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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방

류

량(

㎥
/
s)

운암수갱 칠보발전방류량 섬진강댐

그림 5. 2017년 월별 옥정호 방류량   

한편, 옥정호 유역에는 정읍시와 김제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산성정수장과 임실군 강진

면, 청웅면, 덕치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진정수장이 있으며 현황은 표 5와 같다.9),10)

표 5. 옥정호 유역 정수장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 m3/일)

공급수원 급수구역 준공년도

산성정수장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529-6 99,000 옥정호 정읍시, 김제시 1992

강진정수장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2000 섬진강댐 하류 강진면, 청웅면, 덕치면 2006

그림 6. 산성정수장 취수문(우)과 강진정수장 취수장(우)

2.1.3 기상현황

옥정호 유역내 기상관측소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임실관측소 1개소가 있으며 표 6과 그림 

7은 2017년 월평균 기온 및 월별 강우량을 나타낸 것이다. 옥정호 유역의 연평균 기온은 11.6

℃였으며 연평균 최저 기온은 5.6 ℃로서 최한월은 1월이었고 연평균 최고 기온은 18.6 ℃로 

최난월은 7월이었다. 2017년은 가뭄으로 연간 총강우량이 958.3 mm이었으며 월별 강우량은 

8.6 ~ 283.5 mm로 1월에 가장 적었고 7월에 가장 많았다. 강우는 7 ~ 8월에 집중적으로 내려 

연간 총 강우량의 53.2%를 차지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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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7년 월평균 기온 및 월별 강우량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기온
(℃)

평균 -1.5 -0.1 4.0 12.2 16.8 20.9 25.9 24.7 19.1 13.7 4.9 -1.8 11.6
최고 5.1 6.8 12.1 20.6 25.0 28.4 30.6 30.4 26.2 20.7 13.0 4.1 18.6
최저 -7.3 -6.3 -3.0 4.7 9.0 14.3 22.7 20.3 13.3 8.3 -1.5 -7.0 5.6

강우량(m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8.6 39.4 32.6 54 43.1 52.5 283.5 226 115.5 57.7 14.2 31.2 958.3

자료 : 임실기상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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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7년 월평균 기온과 월별 강우량

최근 5년간 연평균 기온 및 월별 강수량을 표 7, 표 8에 나타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기온은 

11.2 ~ 12.5 ℃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은 예년에 비해 조금 낮은 온도를 보였다. 최근 5

년간 연강수량은 843.1 ~ 1,404.0 mm였으며 2015년에 843.1 mm로 가장 적었고 2013년에 1,404.0

mm로 가장 많았다. 월별 강우량은 7, 8월에 전체 연간 강우량에 53%이상이 집중되어 있다.6)

표 7. 연도별 연평균 기온 현황 (2013 ~ 2017) (단위: ℃)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3 -4.4 -1.2 4.8 8.4 16.4 22.0 25.2 25.9 19.8 13.5 5.1 -0.6 11.2
2014 -1.7 1.3 5.8 11.7 16.5 20.8 23.5 22.7 19.4 13.0 6.9 -2.5 11.5
2015 -1.5 0.0 4.8 11.6 17.2 20.9 24.1 24.1 18.9 13.4 9.0 2.1 12.1
2016 -2.7 -0.1 5.5 13.2 17.5 21.6 25.3 26.0 20.9 15.0 6.5 1.3 12.5
2017 -1.5 -0.1 4.0 12.2 16.8 20.9 25.9 24.7 19.1 13.7 4.9 -1.8 11.6
평균 -2.4 0.0 5.0 11.4 16.9 21.2 24.8 24.7 19.6 13.7 6.5 -0.3 11.8

자료 : 임실기상관측소

표 8. 연도별 월별 강우량 현황 (2013 ~ 2017) (단위: mm)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3 18.1 37.5 82.7 85.6 98.5 88.0 466.3 280.0 69.8 62.0 88.0 27.5 1,404.0
2014 9.1 2.8 98.3 84.3 48.5 102.5 288.7 378.0 91.7 115.6 71.2 50.1 1,340.8
2015 31.5 12.7 35.6 97.6 44.5 71.8 159.6 67.0 36.0 111.8 104.7 70.3 843.1
2016 36.1 42.4 61.1 186.1 108.8 67.2 271.7 90.0 228.5 152.2 23.3 52.6 1,320.0
2017 8.6 39.4 32.6 54 43.1 52.5 283.5 226 115.5 57.7 14.2 31.2 958.3
평균 21.7 20.4 71.4 107.1 67.1 81.6 304.7 235.1 150.2 99.9 68.0 55.3 1,282.4

자료 : 임실기상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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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오염원 현황

옥정호 주변 오염원 현황을 조사하여 수질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전국오

염원조사 보고서”(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참조하였다. 유역구분은 물환경측정망 중권역별으

로 나누어 조사한 것으로 행정구역별로 정리하여 표 9에 나타내었다. 옥정호 유역은 섬진강댐 

유역이며 그 밖에 섬진강댐 하류와 동진강 유역에 대하여 오염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9. 유역별 행정구역  

유역구분 행 정 구 역

섬진강댐 임실군(관촌면, 운암면), 정읍시(산내면)

섬진강댐하류 임실군(강진면), 순창군(구림면, 동계면)

동진강
정읍시(옹동면, 신태인읍, 송산동, 연지동, 하모동, 공평동, 이평면, 영원면)

김제시(부량면, 봉남면, 죽산면, 성덕면), 부안군(동진면)

오염원 현황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정리하였고 점오염원으로는 생활계, 가축계, 산업

계, 양식계 등을, 비점오염원으로는 토지계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10은 환경부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가·비시가별, 하수처리·미처리

별로 구분하여 인구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하수처리지역은 환경기초시설 또는 간이공공처리시

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생활계 방류수를, 하수미처리지역은 생활하수가 환경기초시설

로 유입되지 않고 가정 및 영업장으로부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반영한 것이다.

섬진강댐 유역은 2015년 현재 30,98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0. 옥정호 주변 생활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계 

시가인구 비시가인구

소계
하수

처리지역
하수

미처리지역
소계

하수
처리지역

하수
미처리지역

섬진강댐 30,981 5,402 4,697 705 25,579 12,050 13,529

섬진강댐하류 7,763 0 0 0 7,763 2,322 5,441

동진강 221,644 117,707 110,654 7,053 103,937 44,838 59,099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표 11은 옥정호 주변 가축사육두수를 나타낸 것으로 가축사육두수는 날씨변화, 질병유무, 식

생활의 변화, 사회적 수급상황 및 경제동향에 매우 민감하므로 해마다 변화폭이 불규칙적이며 

변동폭이 크다. 2015년 현재 섬진강댐 유역은 한우 14,412두, 젖소 4,484두, 돼지 84,856마리, 닭 

3,264,847마리, 섬진강댐 하류는 한우 5,455두, 젖소 527두, 돼지 7,637마리, 닭 576,200마리, 동

진강 유역은 한우 111,466두, 젖소 8,820두, 돼지 443,097마리, 닭 6,958,272마리를 사육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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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옥정호 주변 축산계 현황                                                 (단위: 두)

구 분 총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섬진강댐 3,444,085 14,412 4,484 84,856 3,264,847

섬진강댐하류 668,676 5,455 527 7,637 576,200

동진강 10,483,830 111,466 8,820 443,097 6,958,272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옥정호 상류 유역은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공업단지로서는 입지가 불리한 상

태이며 현재 위치한 산업시설도 소규모이며 지역적인 산업이 대부분이다. 표 12는 옥정호 주변 

산업계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섬진강댐 유역의 폐수 발생량은 14,412 m3/일, 폐수방류량은 

4,484 m3/일이였으며, 섬진강댐 하류는 폐수 발생량 5,455 m3/일, 폐수방류량 527 m3/일, 동진

강 유역은 폐수 발생량 111,466 m3/일, 폐수방류량 8,820 m3/일로 조사되었다.4)

표 12. 옥정호 주변 산업계 현황  

구 분 업소수(개) 폐수발생량(m3/일) 폐수방류량(m3/일)

섬진강댐 3,444,085 14,412 4,484

섬진강댐하류 668,676 5,455 527

동진강 10,483,830 111,466 8,820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비점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지형 및 지질 등에 따라 변화

하며, 퇴비, 가축분뇨, 농약 등이 주오염원이라 할 수 있다. 표 13과 그림 8은 비점오염원에 의

한 영향을 토지의 이용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전, 답, 임야, 대지 및 기타로 분류하여 나타내었

으며 섬진강댐 유역은 임야가 72.5%, 전 6.9%, 답 8.1%로 전체 토지이용면적 중 약 88%가 임

야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3. 옥정호 주변 토지계 현황                                             (단위: km2)

구 분 합계(km2) 전(밭) 답(논) 임야 대지 기타

섬진강댐 767 53 62 557 28 68

섬진강댐하류 232 17 21 171 9 14

동진강 1,173 127 400 389 113 144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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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임야

8.1%
답

6.9%전8.9%기타

3.6 %
대지

그림 8. 섬진강댐 유역 토지이용현황

표 14는 옥정호 주변 양식계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양식장은 섬진강댐 유역에 16개소, 섬진

강댐 하류 6개소, 동진강 유역에 147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지수식과 유수식 양식으로 양식어종

은 송어 및 붕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4. 옥정호 주변 양식계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가두리식 유수식 도전양식 지수식업소수
(개소)

시설면적
(m2)

사료사용량
(kg/월)

섬진강댐 16 33,590 2,295 0 6 2 8

섬진강댐하류 6 18,257 771 4 1 0 1

동진강 147 664,548 61,304 0 15 4 128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표 15는 옥정호 주변 환경기초시설을 조사한 것으로 배출업소의 개별처리가 아닌 공공처리

시설로서 수거 또는 배수설비를 통해 이송되어 유입되는 모든 처리시설을 포함하였다. 섬진강

댐 유역에는 매립장이 1개소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 마을하수도시설 45개소, 분뇨처

리시설 1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1개소 있으며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과 농공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5. 옥정호 주변 환경기초시설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매립장 하수종말
마을

하수도
분뇨처리 가축분뇨

산업단지
폐수종말

농공단지
폐수종말

섬진강댐 49 1 1 45 1 1 0 0

섬진강댐하류 8 0 0 8 0 0 0 0

동진강 78 1 7 65 2 1 0 2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표 16은 옥정호 주변 기타 수질오염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섬진강댐 유역에는 골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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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있으며, 동진강 유역에는 5개소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6. 옥정호 주변 기타 수질오염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운수장비정비시
설(폐차장포함)

섬진강댐 15 2 1 5 7

섬진강댐하류 2 0 1 1 0

동진강 173 5 5 108 55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3. 조사방법

3.1 조사범위

본 조사는 표 17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1단계는 수질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우선관리 하천을 선정하고 2단계는 도섭법과 보트법을 이용하여 유량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3단계에서는 수질농도와 유량을 곱해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의 3

단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옥정호 오염하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17. 조사범위

구   분 조   사   범   위

1단계
수질 

모니터링 실시

- 오염원 발생현황조사
- 주변하천에 대한 현장측정 항목 및 일반항목 분석
- 우선관리하천 선정

2단계 유량조사
- 도섭법이나 보트법을 이용한 유속 측정
- 유속에 단면적을 곱해 유량 산정

3단계 오염부하량 산정
- 수질 농도와 유속을 곱해 오염부하량 산정
- 오염하천 수질개선 방안 마련
-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 추이 확인

3.2 조사지점

조사지점은 섬진강수계 8지점(창인교1, 창인교2, 호암교, 덕암교, 선거교, 순환교, 능교, 백여

세월교)과 동진강수계 5지점(팽나무교, 산외교, 상용교, 용산교, 솔뫼교)등 총 13지점을 선정하

였다. 이 중 섬진강수계는 옥정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하천(섬진강댐 하류 백

여세월교 제외)이며 동진강수계는 옥정호에서 방류되는 하천이다.

이번 조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조사지점 중 섬진강수계는 오염도가 비교적 높은 임실천의 창

인교와 섬진강본류 선거교, 그리고 임실군 강진정수장 상류 백여세월교이며, 동진강수계는 옥

정호 운암취수구인 팽나무교와 도원천 하류 산외교, 정읍시 산성정수장 취수구인 솔뫼교이다.

표 18은 조사지점 현황을, 그림 9 ~ 11은 조사지점 위치와 시료채취 지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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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조사지점 현황

구 분 하천명 채수지점 비  고

섬진강
수계
(8)

ST1 임실천 창인교1 임실천 하류

옥정호
유입하천

ST2 오원천 창인교2 섬진강 본류, 임실천 합류 전 

ST3 섬진강 본류 호암교 임실천과 오원천 합류 후

ST4 섬진강 본류 덕암교 지장천 합류 후 

ST5 섬진강 본류 선거교 석보천 합류 후 

ST6 옥녀동천 순환교 임실군 신덕면 운암 쌍암리

ST7 추령천 능교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ST13 섬진강댐 하류 백여세월교  강진정수장 취수구 상류 댐하류

동진강
수계
(5)

ST8 도원천 상류 팽나무교 운암취수구, (유)극동소수력발전소 앞

동진강
으로 

유역변경

ST9 도원천 하류 산외교 동진강 합류 전

ST10 동진강 최상류 상용교 도원천 합류 전

ST11 동진강 상류 용두교 동진강과 도원천 합류 후 

ST12 동진강 솔뫼교 산성정수장 칠보취수구

옥정호

12 11 10

9

8

13

7 6

5 4 3 2

1

평
내
천

황
토
천

예
덕
천

사
적
천

섬진강댐

섬진강본류 섬진강상류

동진강 상류

추

령

천

금월천

갈월천

양산천

직삼천

방산천

학산천

매죽천

도

원

천
서이치천

제목천

점
기
천

석
보
천

옥
녀
동
천

주치천 지
장
천

임

실

천

도
장
천

상
월
천

구
신
천

도인천

대덕천

그림 9. 조사지점 모식도

그림 10. 조사지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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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계

(8)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임실천(창인교1)

임실군 신평면 대리 
오원천(창인교2)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섬진강 본류(호암교)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섬진강 본류(덕암교)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섬진강 본류(선거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옥녀동천(순환교)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추령천(능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섬진강댐 하류(백여세월교)

동진강

수계

(5)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도원천 상류(팽나무교)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도원천 하류(산외교)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동진강 상류(상용교)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동진강 상류(용두교)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산성정수장 취수구(솔뫼다리)

그림 11. 시료 채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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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항목

수질 모니터링은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총 12회(1회/월)에 걸쳐 17개 항목을 분석하였고,

유량측정은 총 4회(1회/분기) 실시하였다. 표 19에 조사항목과 조사한 횟수를 정리하였다.

표 19. 조사항목 및 횟수

구 분 조 사 항 목 횟 수 시 기

수질
모니터링

(17)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BOD, COD, SS,
T-N, T-P, NH3-N, NO2-N, NO3-N, PO4-P,
Chl-a, TOC,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12회 1 ∼ 12월

유량측정 도섭법 또는 보트법 4회 3월, 6월, 9월, 11월

3.4 조사방법

3.4.1 수질모니터링

시료채취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1130.1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 준하여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하였다. 시료는 수질이 안정되고 대표성이 가장 큰 지점을 선

정하여 채취하였으며 가능한 한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의 각 항목별 분석 절차를 준수하여 현장항목인 수온, pH, DO, 전기전도도는 현장에

서 바로 측정하였으며, 일반항목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2017)에 의해 분석하였다.

표 20. 조사항목 및 횟수

항 목 분 석 방 법 분 석 기 기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현장측정기 YSI-6600, YSI

BOD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5.1) 적정법

COD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15.1) 적정법

SS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3.1) 비중법

T-N, T-P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3.4)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2.2)

AACS, Blan-Luebbe

NH3-N, NO2-N
NO3-N, PO4-P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55.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54.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1.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0.2)

AA3, Blan-Luebbe

클로로필-a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12.1) CARY 300Conc. VARIAN

TOC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11.1) TOC-VCPH, Shimadzu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703.1a)
효소발색법(colilert)

IG-105, 대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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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유량조사

유량조사는 유속과 수심을 고려하여 측정방법을 선정하였고 유량측정 실시 전, 중간, 종료 

후 유량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유량은 일반적으로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유량측

정 시 가능한 수로가 직선이며 흐름이 안정적인 곳, 큰 돌이나 수목 등 방해물이 없는 구간을 

선택하였으며 유량측정방법은 도섭법이나 보트법으로 하였다. 하천 폭이 좁거나 저 수심에서는 

Sontek사의 Flowtracker를 이용한 도섭법으로, 수심이 30 cm이상이면서 하천 폭이 넓은 지점

에서는 Sontek사의 River Surveyor(M9, S5) 장비를 이용하여 보트법으로 유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12. 시료채취 및 유량측정

4. 결과 및 고찰

4.1 수질 모니터링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13개 지점(섬진강수계 8, 동진강수계 5)에 대해 1월에서 12월까지 총 

12회 수질 모니터링한 결과 현장항목인 pH는 6.7(1월 임실천) ~ 8.4(3월 백여세월교)로 연평균 

7.6이였다. 용존산소는 6.4(6월 덕암교) ~ 13.9(2월 오원천) mg/L로 연평균 8.9 mg/L였다. 그 

밖에 전기전도도는 76(4월 능교) μS/cm ~ 365(6월 임실천) μS/cm로 연평균은 147 μS/cm였다.

표 21과 그림 13은 연평균 BOD, COD, TOC에 대해 수질조사한 결과이다. 섬진강수계 연평

균 BOD, COD, TOC는 임실천 하류지점인 창인교가 BOD 2.3 mg/L, COD 4.8 mg/L, TOC

3.1 mg/L로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2등급(약간좋음)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지점은 1등급(좋음)이

였다. 지점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점은 옥녀동천의 순환교로 BOD 0.9 mg/L, COD 1.6

mg/L, TOC 1.0 mg/L였다.

임실천 창인교의 경우 2016년 조사사업인 “옥정호 유입하천 수질조사”에서의 BOD 2.2

mg/L, COD 4.6 mg/L, TOC 2.9 mg/L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동진강수계 연평균 BOD, COD, TOC는 전항목 전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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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 옥정호 주변하천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동진강 최상류이면서 도원

천이 합류되기 전 지점인 상용교가 BOD 1.1 mg/L, COD 2.4 mg/L, TOC 1.5 mg/L로 오염도

가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지점은 거의 비슷한 농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3단계(2016년 ~ 2020년) BOD목표값은 1.0 mg/L로 옥

녀동천의 순환교를 제외하고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연평균 BOD, COD, TOC 수질분석 결과                            (단위: mg/L)

구 분 채수지점 BOD COD TOC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2.3 4.8 3.1
ST2 창인교2 1.6 3.3 2.1
ST3 호암교 1.8 3.8 2.5
ST4 덕암교 1.6 3.5 2.3
ST5 선거교 1.5 3.3 2.2
ST6 순환교 0.9 1.6 1.0
ST7 능교 1.2 2.5 1.4

ST13 백여세월교  1.6 3.5 2.6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1.4 3.4 2.2
ST9 산외교 1.5 3.4 2.2

ST10 상용교 1.1 2.4 1.5
ST11 용두교 1.6 3.4 2.1
ST12 솔뫼교 1.4 3.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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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평균 BOD, COD, TOC 수질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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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섬진강수계 월별 BOD, COD, TOC를 분석한 결과로 옥정호 유입하천인 섬진강수

계는 강우량이 적고 농사철인 5 ~ 6월에 임실천과 섬진강본류가 1등급(좋음)을 초과하였다. 특

히 TOC의 경우는 6월이 가장 높았다. 조사지점 중 임실천이 6월에 BOD 2.9 mg/L, COD 6.6

mg/L로 가장 높았으며 TOC는 호암교가 6월에 6.1 mg/L로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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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섬진강수계 월별 BOD, COD, TOC 수질분석 결과

옥정호에서 방류되는 동진강수계는 연중 월별 농도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BOD, TOC는 모두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COD의 경우 용두

교(3월) 4.2 mg/L, 팽나무교(7월) 4.1 mg/L, 상용교(12월) 5.0 mg/L가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

등급(좋음) 기준인 4.0 mg/L를 약간 초과하였다.(그림 15)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보

- 136 -

0.0

0.5

1.0

1.5

2.0

2.5

3.0

3.5

4.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진강수계 월별 BOD(mg/L)

팽나무교

산외교
상용교
용두교
송산교

상용교, 12월, 5.0 

0.0

1.0

2.0

3.0

4.0

5.0

6.0

7.0

8.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진강수계 월별 COD(mg/L)

팽나무교

산외교
상용교
용두교
송산교

0.0

1.0

2.0

3.0

4.0

5.0

6.0

7.0

8.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진강수계 월별 TOC(mg/L)

팽나무교

산외교
상용교
용두교
송산교

그림 15. 동진강수계 월별 BOD, COD, TOC 수질분석 결과

표 22와 그림 16은 연평균 SS, T-N, T-P에 대해 수질분석한 결과이다. 연평균 SS는 섬진강수

계와 동진강수계 전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 기준인 25 mg/L 이하였으며 조사

지점 중 추령천의 능교가 1.5 mg/L로 가장 낮았으며 임실천의 창인교가 4.3 mg/L로 가장 높

았다.

T-N의 경우는 하천수 생활환경기준이 없으며 섬진강수계는 본류인 선거교가 가장 낮은 

1.555 mg/L였고 다른 항목과는 다르게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2.270 mg/L로 가장 높았다. 순환

교는 2016년 조사사업인 “옥정호 유입하천 수질조사”에서의 연평균 T-N 2.333 mg/L와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동진강수계는 운암취수구의 팽나무교가 1.742 mg/L로 가장 낮았고 동진강 최상류인 상용교

가 3.364 mg/L로 가장 높았다. 상용교는 연평균 BOD, COD, TOC와는 반대의 결과로 유량은 

거의 적으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에 산재된 축산농가가 60개소가 있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연평균 T-P의 경우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섬진강수계 임실천의 창인교가 0.061 mg/L로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 기준인 0.04 mg/L를 초과하였고 나머지 전 지점은 1등급(좋

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3단계(2016년~2020년) T-P목표값인 

0.016 mg/L를 옥녀동천의 순환교와 추령천의 능교를 제외하고 모두 초과한 상태로 T-P농도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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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평균 SS, T-N, T-P 수질분석 결과                                     (단위: ㎎/L)

구 분 채수지점 SS T-N T-P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4.3 2.224 0.061
ST2 창인교2 3.2 1.841 0.036
ST3 호암교 3.6 1.824 0.035
ST4 덕암교 3.6 1.763 0.031
ST5 선거교 3.0 1.555 0.025
ST6 순환교 1.8 2.270 0.016
ST7 능교 1.5 2.140 0.016
ST13 백여세월교  1.7 1.709 0.017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2.3 1.742 0.020
ST9 산외교 6.9 1.788 0.030
ST10 상용교 2.4 3.364 0.028
ST11 용두교 4.8 1.933 0.030
ST12 솔뫼교 2.8 2.0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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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평균 SS, T-N, T-P 수질분석 결과 

표 23. 상용교 주변 축산 현황                              

구 분 합 계 소 (두) 돼지(마리) 닭(마리)
농가수 60 57 1 2
마리수 2,158 640 25,600

자료) 정읍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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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섬진강수계 월별 SS, T-N, T-P를 분석한 결과로 SS의 경우 전월 모두 1등급(좋음)

을 유지하였고 추령천의 능교가 1월에 0.2 mg/L로 가장 낮았으며 임실천의 창인교가 4월에 

9.5 mg/L로 가장 높았다.

월별 T-N은 0.697 ~ 3.802 mg/L로 5월에 섬진강본류 선거교가 0.697 mg/L로 가장 낮았으

며, 7월에 추령천의 능교가 3.802 mg/L로 가장 높았다.

월별 T-P는 0.005 ~ 0.091 mg/L로 11월에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0.005 mg/L로 가장 낮았으

며, 8월에 임실천 창인교가 0.091 mg/L로 가장 높았다. 3월에 오원천도 0.073 mg/L로 비교적 

높았으며 임실천과 섬진강본류는 8월에 대체로 높았고 9월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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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섬진강수계 월별 SS, T-N, T-P 수질분석 결과

그림 18은 동진강수계 월별 SS, T-N, T-P를 분석한 결과로 SS의 경우 도원천 하류 산외교가 

1월에 하천 공사로 인해 35.3 mg/L으로 1등급(좋음) 기준인 25 mg/L를 초과하였으며 9월에도 

16.4 mg/L로 1등급(좋음)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산외교 바로 

하류지점인 용두교도 3월 10.3 mg/L, 9월 12.2 mg/L로 높았다.

월별 T-N은 1.498 ~ 4.776 mg/L로 12월의 팽나무교가 가장 낮았으며 3월의 상용교가 가장 

높았다. 동진강수계 T-N은 상용교를 제외하고 월별 지점별 변화가 적었다.

월별 T-P는 0.006 ~ 0.073 mg/L로 4월에 팽나무교가 0.006 mg/L로 가장 낮았으며 3월에 용

두교가 0.073 mg/L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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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동진강수계 월별 SS, T-N, T-P 수질분석 결과

4.2 유량조사 결과

옥정호 유역 관리의 기초자료로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유

량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량은 단위시간에 어느 횡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속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의 속도를 직접 측정한 후 단면적을 곱해 유량을 산정하였다.

유량조사시 기상은 1차(3월 21일 ~ 22일) 조사시 측정 1일전 약 3 mm, 측정 당일 약 1 mm

소량의 강우가 있었고 2차(6월 19일, 21일) 조사시 측정 12 ~ 13일전 약 1.5 ~ 8.5 mm의 강우

가 조금 있었을 뿐 이후 비오는 날 없이 계속 가뭄이 지속되어 소하천의 경우 건천이 많았으

며 전반적으로 하천에 유량이 적었다. 3차(9월 20일 ~ 21일) 조사시는 측정 10일전 약 61.0

mm의 강우가 내려 하천에 유량이 많았고 4차(11월 14일 ~ 15일) 조사시 기상은 측정 5일전 

약 1.5 mm 소량의 강우가 있었다. 표 24와 그림 19는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옥정호 유입하천 

유량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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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유량조사 결과                                  (단위: m3/sec)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0.4925 0.1675 0.2275 0.1715 0.2648

ST2 창인교2 1.3650 0.0995 2.0243 0.1950 0.9210

ST3 호암교 1.8913 0.2556 2.2663 0.3659 1.1948

ST4 덕암교 1.7900 0.3299 2.3063 0.3805 1.2017

ST5 선거교 1.6810 0.3489 3.0393 0.4405 1.3774

ST6 순환교 0.1070 0.0471 0.104 0.0195 0.0694

ST7 능교 0.7125 0.2480 1.089 0.4155 0.6163

ST13 백여세월교  0.1656 2.0223 0.6128 0.6845 0.8713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3.4038 14.983 5.8943 2.5890 6.7175

ST9 산외교 2.5815 13.0547 4.355 2.4393 5.6076

ST10 상용교 0.0125 0.0103 0.0101 0.0309 0.0160

ST11 용두교 2.4723 12.8765 4.58 2.4938 5.6057

ST12 솔뫼교 1.8083 25.6068 7.5308 1.9555 9.2254

옥정호 유입하천인 섬진강수계는 가뭄이었던 6월에 섬진강본류 선거교가 0.3489 m3/sec로 

적었으며 9월에 3.0393 m3/sec으로 가장 많았다. 4회 조사한 평균은 1.3774 m3/sec로 2017년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한 선거교 연평균 2.5842 m3/sec보다 훨씬 적게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 

횟수가 4회로 적었으며 가뭄이었던 6월, 11월에 강우량이 너무 적어 평균값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된다. 2016년 조사사업인 “옥정호 유입하천 수질조사”에서 4회 실시한 선거교 평균 

유량은 2.2482 m3/sec로 올해보다 훨씬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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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유량조사 결과 

옥정호에서 방류되는 동진강수계의 솔뫼교는 운암취수구와 칠보발전용수가 합쳐진 곳으로 1

차(3월) 1.8083 m3/sec, 2차(6월) 25.6068 m3/sec, 3차(9월) 15.5308 m3/sec, 4차(11월) 1.9555

m3/sec로 겨울철에는 유량이 적었으나 농사철인 6월에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방류되었다.

옥정호 저수율은 3월 21일 43.7%, 6월 19일 17.1%, 9월 20일 33.5%, 11월 14일 31.1%로 옥정

호 유입량이 적고 방류량이 많았던 6월에 저수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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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25은 4회에 걸쳐 조사한 유량을 통해 지점별, 주요 항목별 평균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것

이다. 항목별 오염부하량은 섬진강수계의 경우 본류인 선거교가 BOD 165.9 kg/day, COD

359.0 kg/day, TOC 239.0 kg/day으로 가장 높았으며, 선거교 상류지점인 덕암교가 SS 422.7

kg/day, T-N 205.8 kg/day, T-P 3.10 kg/day로 가장 높았다. 오염부하량이 가장 낮은 지점은 

유량이 가장 적었던 옥녀동천의 순환교로 BOD 4.9 kg/day, COD 9.6 kg/day, TOC 6.0

kg/day, SS 7.8 kg/day, T-N 13.5 kg/day, T-P 0.07 kg/day였다.

동진강수계의 경우 산성정수장 취수지점인 솔뫼교가 BOD 1,195.3 kg/day, COD 2,578.3

kg/day, SS 3,100.4 kg/day, T-N 1,559.5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정호 운암취수구 지점인 

팽나무교가 TOC 1,307.5 kg/day, 도원천 하류지점인 산외교가 T-P 15.11 kg/day로 가장 높았

다. 오염부하량이 가장 낮은 지점은 동진강 최상류이면서 도원천 합류 전 상용교로 BOD 1.9

kg/day, COD 4.1 kg/day, TOC 2.3 kg/day, SS 2.7 kg/day, T-N 3.4 kg/day, T-P 0.06

kg/day였다.

표 25. 주요 항목별 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BOD COD TOC SS T-N T-P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53.3 116.3 73.3 109.4 52.5 1.09

ST2 창인교2 116.5 238.3 142.2 140.7 164.2 2.98

ST3 호암교 158.3 355.3 216.8 342.4 205.3 2.98

ST4 덕암교 154.7 354.3 215.0 422.7 205.8 3.10

ST5 선거교 165.9 359.0 239.0 247.9 196.3 2.22

ST6 순환교 4.9 9.6 6.0 7.8 13.5 0.07

ST7 능교 61.8 132.1 79.1 65.0 120.7 0.80

ST13 백여세월교  108.7 241.1 176.3 107.5 132.4 1.12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876.2 1,988.5 1,307.5 1,285.3 1,064.1 13.91

ST9 산외교 635.5 1,292.9 948.7 2,749.3 1,301.0 15.11

ST10 상용교 1.9 4.1 2.3 2.7 3.4 0.06

ST11 용두교 720.4 1,644.3 1,126.5 2,554.7 901.8 13.35

ST12 솔뫼교 1,195.3 2,578.3 683.1 3,100.4 1,559.5 14.28

표 26과 그림 20은 BOD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BOD오염부하량은 본

류인 선거교가 165.9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9 kg/day로 가장 낮았

다. 섬진강댐 하류의 백여세월교는 108.7 kg/day이였다. 1 ~ 4차 조사에서 선거교가 3차(9월)

에 341.4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월)에 1.2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BOD오염부하량은 조사지점 중 가장 하류지점인 솔뫼교가 1,195.3 kg/day

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1.9 kg/day로 가장 낮았다. 1 ~ 4차 조사에서 솔뫼교가 2차(6월)에 

3,318.6 kg/day로 가장 높았고 상용교가 3차(9월)에 1.1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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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옥정호 주요하천  BOD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97.9 42.0 45.2 28.2 53.3

ST2 창인교2 176.9 18.9 244.9 25.3 116.5

ST3 호암교 228.8 79.5 274.1 50.6 158.3

ST4 덕암교 216.5 74.1 259.0 69.0 154.7

ST5 선거교 203.3 69.3 341.4 49.5 165.9

ST6 순환교 8.3 2.8 7.2 1.2 4.9

ST7 능교 67.7 36.4 103.5 39.5 61.8

ST13 백여세월교  22.9 227.1 90.0 94.6 108.7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441.1 1,941.8 763.9 357.9 876.2

ST9 산외교 178.4 1,466.3 602.0 295.1 635.5

ST10 상용교 1.9 1.3 1.1 3.2 1.9

ST11 용두교 256.3 1,668.8 633.1 323.2 720.4

ST12 솔뫼교 218.7 3,318.6 1,041.1 202.7 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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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BOD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27과 그림 21은 COD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COD오염부하량은 

BOD오염부하량과 마찬가지로 본류인 선거교가 359.0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녀동천의 순

환교가 9.6 kg/day로 가장 낮았다. 섬진강댐 하류의 백여세월교는 241.1 kg/day이였다. 1 ~ 4

차 조사에서는 선거교가 3차(9월)에 735.3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

월)에 1.7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COD오염부하량은 운암취수구와 칠보발전용수가 합쳐진 솔뫼교가 2,578.3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4.1 kg/day로 가장 낮았다. 1 ~ 4차 조사에서는 솔뫼교가 

2차(6월) 7,079.8 kg/day로 가장 높았고 상용교가 3차(9월) 2.5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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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옥정호 주요하천 COD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217.0 95.5 96.3 56.3 116.3

ST2 창인교2 389.2 43.0 472.2 48.9 238.3

ST3 호암교 555.6 183.3 587.4 94.8 355.3

ST4 덕암교 556.8 171.0 557.9 131.5 354.3

ST5 선거교 450.2 147.7 735.3 102.8 359.0

ST6 순환교 18.5 4.5 13.5 1.7 9.6

ST7 능교 172.4 77.1 207.0 71.8 132.1

ST13 백여세월교  54.4 524.2 190.6 195.2 241.1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1,088.1 4,272.0 1,833.4 760.5 1,988.5

ST9 산외교 334.6 2,707.0 1,392.2 737.6 1,292.9

ST10 상용교 4.5 2.8 2.5 6.7 4.1

ST11 용두교 640.8 3,782.6 1,464.1 689.5 1,644.3

ST12 솔뫼교 500.0 7,079.8 2,277.3 456.2 2,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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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OD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28과 그림 22는 TOC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TOC오염부하량은 본

류인 선거교가 239.0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6.0 kg/day로 가장 낮았

다. 1 ~ 4차 조사에서 선거교가 3차(9월) 472.7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

차(11월)에 1.0 kg/day로 가장 낮았다. 백여세월교는 2차(6월)에 419.3 kg/day로 높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TOC오염부하량은 솔뫼교가 1,729.2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2.3

kg/day로 가장 낮았다. 1 ~ 4차 조사에서 솔뫼교가 2차(6월)에 4,867.3 kg/day로 가장 높았고 

상용교가 1차(3월)에 0.9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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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옥정호 주요하천  TOC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123.4 73.8 59.0 37.0 73.3

ST2 창인교2 224.1 34.4 279.8 30.3 142.2

ST3 호암교 310.5 134.7 352.5 69.6 216.8

ST4 덕암교 309.3 139.7 338.7 72.3 215.0

ST5 선거교 290.5 120.6 472.7 72.3 239.0

ST6 순환교 10.2 4.9 8.1 1.0 6.0

ST7 능교 92.3 49.3 131.7 43.1 79.1

ST13 백여세월교  28.6 419.3 127.1 130.1 176.3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617.6 2,977.4 1,120.4 514.5 1,307.5

ST9 산외교 468.4 1917.5 903.1 505.8 948.7

ST10 상용교 0.9 2.1 1.6 4.8 2.3

ST11 용두교 491.3 2,670.1 870.6 474.0 1,126.5

ST12 솔뫼교 296.9 4,867.3 1,431.5 321.0 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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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OC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29와 그림 23은 SS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SS오염부하량은 BOD,

COD, TOC오염부하량과는 다르게 본류인 덕암교가 422.7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소하천인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7.8 kg/day로 가장 낮았다. 1~4차 조사에서는 하천제방 공사로 인해 수

질이 탁했던 덕암교가 1차(3월)에 1,144.5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

월)에 1.5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SS오염부하량은 솔뫼교가 3,100.4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2.7

kg/day로 가장 낮았다. 1~4차 조사에서는 유량이 가장 많았던 솔뫼교가 2차(6월)에 7,743.5

kg/day로 가장 높았고 도원천이 합류되지 전 지점으로 유량이 거의 없던 상용교가 2차(6월)에 

1.1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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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옥정호 주요하천  SS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293.6 86.8 39.3 17.8 109.4

ST2 창인교2 200.5 46.4 297.3 18.5 140.7

ST3 호암교 800.7 163.4 332.9 72.7 342.4

ST4 덕암교 1,144.5 102.6 318.8 124.9 422.7

ST5 선거교 348.6 183.9 367.6 91.3 247.9

ST6 순환교 13.9 4.9 10.8 1.5 7.8

ST7 능교 67.7 68.6 112.9 10.8 65.0

ST13 백여세월교  21.5 297.0 58.2 53.2 107.5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529.4 2,718.5 1,222.2 671.1 1,285.3

ST9 산외교 1,628.2 2,481.4 6,170.9 716.6 2,749.3

ST10 상용교 1.6 1.1 3.1 4.8 2.7

ST11 용두교 2,200.1 2,113.8 4,827.7 1,077.3 2,554.7

ST12 솔뫼교 593.7 7,743.5 1,626.7 321.0 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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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S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30과 그림 24는 T-N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T-N오염부하량은 SS오

염부하량이 가장 높았던 덕암교가 평균 205.8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수질 T-N 농도가 가장 

높았던 옥녀동천의 순환교는 유량이 적어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13.5 kg/day로 가장 낮았다.

섬진강댐 하류의 백여세월교는 132.4 kg/day이였다. 1 ~ 4차 조사에서는 선거교가 3차(9월)에 

410.2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월)에 3.4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T-N오염부하량은 솔뫼교가 1,559.5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3.4

kg/day로 가장 낮았다. 1 ~ 4차 조사에서는 솔뫼교가 2차(6월)에 3,239.0 kg/day로 가장 높았

고 상용교가 2차(6월)에 1.5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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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옥정호 주요하천  T-N 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98.8 20.5 59.5 31.4 52.5

ST2 창인교2 290.8 10.3 331.3 24.5 164.2

ST3 호암교 379.4 35.4 370.5 35.8 205.3

ST4 덕암교 347.8 55.4 388.6 31.5 205.8

ST5 선거교 306.5 33.0 410.2 35.48 196.3

ST6 순환교 21.4 10.5 18.5 3.4 13.5

ST7 능교 172.2 16.7 234.8 58.9 120.7

ST13 백여세월교  28.2 290.7 94.3 116.4 132.4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598.2 2,275.8 995.6 387.0 1,064.1

ST9 산외교 1,065.2 3,013.8 772.9 352.2 1,301.0

ST10 상용교 2.3 1.5 3.1 6.8 3.4

ST11 용두교 457.3 1,870.2 899.1 380.5 901.8

ST12 솔뫼교 322.9 3,239.0 1,461.4 329.5 1,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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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N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31과 그림 25는 T-P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T-P오염부하량은 본류

인 덕암교가 3.10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0.07 kg/day로 가장 낮았다.

섬진강댐 하류의 백여세월교는 1.12 kg/day이였다. 1~4차 조사에서는 수질 T-P농도가 높았던 

오원천의 창인교가 1차(3월)에 9.20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월)에 

0.01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T-P오염부하량은 유량이 가장 많은 솔뫼교가 15.11 kg/day로 가장 높았으

며 상용교가 0.06 kg/day로 가장 낮았다. 1~4차 조사에서는 솔뫼교가 2차(6월)에 36.62 kg/day

로 가장 높았고 상용교가 2차(6월)에 0.01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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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옥정호 주요하천  T-P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1.62 1.00 1.08 0.67 1.09

ST2 창인교2 9.20 0.30 2.10 0.32 2.98

ST3 호암교 7.19 1.02 2.94 0.79 2.98

ST4 덕암교 8.51 1.34 1.79 0.76 3.10

ST5 선거교 5.52 0.96 1.84 0.57 2.22

ST6 순환교 0.16 0.04 0.08 0.01 0.07

ST7 능교 1.29 0.34 1.22 0.36 0.80

ST13 백여세월교  0.40 2.80 0.74 0.53 1.12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17.94 20.71 12.73 4.25 13.91

ST9 산외교 6.47 29.33 21.07 3.58 15.11

ST10 상용교 0.15 0.01 0.03 0.06 0.06

ST11 용두교 7.48 20.03 21.37 4.52 13.35

ST12 솔뫼교 3.44 36.62 13.66 3.3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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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T-P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4.4. 수질개선방안

옥정호의 양호한 수질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3단계

(2016년 ~ 2020년)의 목표값인 BOD 1.0 mg/L, T-P 0.016 mg/L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조사지점 중 가장 오염도가 높았던 임실천을 우선관리하천으로 선정하

여 수질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임실천 유역의 오염발생 특징은 소규모 오염발생원이 배수구역 

전체에 산재되어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도 비교적 소규모의 오염원들이 유역 전체에 골고루 분

포된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생활하수, 비점오염원, 축산폐수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환경기초시설 : 임실천 하류에는 임실하수처리장이 있으며 현황은 표 32와 같으며 표 33

과 같이 방류수 처리기준을 만족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수 생활환경기준은 BOD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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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약간좋음), T-P 3등급(보통)으로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3단계(2016년 ~ 2020년) 목표값인 

BOD 1.0 mg/L, T-P 0.016 mg/L을 BOD는 2.7배, T-P는 약 7.5배를 초과하고 있고 T-N 또한 

다른 하천에 비해 높은 농도이므로 고도처리시설 설비를 보강하여 처리효율을 높여야 한다.

표 32. 임실하수처리장 현황

처리장명 임실하수처리시설

위 치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312-1번지 일원

처리대상구역 임실읍ㆍ관촌면ㆍ신평면ㆍ성수면 

처리용량(m3/일) 5,500

처리공법 선회와류식 SBR 및 SymBio 공법

슬러지 처리방식 농축 → 탈수 → 최종처분(퇴비화)

표 33. 임실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농도                                      (단위: mg/L)

구분 BOD COD SS T-N T-P

처리기준 10 40 10 20 0.5

방류수질 2.7 6.7 1.6 5.044 0.121

그림 26. 임실하수처리장 

2. 축산분뇨 저감 : 임실천 유역에는 표 34와 같이 100개 한우 농가에서 약 2000마리의 한우

와 19개 농가에서 젖소 약 1000마리를 사육하는 등 많은 농가가 산재해 있으며 그림 27과 같

이 지붕도 없이 축분을 쌓아놓거나 배수로를 통해 주변 인근 하천에 유출될 가능성 있다. 이러

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래식 축사구조를 분·뇨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저장조 

설치를 지원하여 뇨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분은 퇴비화시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

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에 실내건조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지붕을 설치해

서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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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임실천 유역 가축사육 현황

구분 젖소(두) 한우(두) 돼지(마리) 닭(마리) 산양(마리)

농가수 19 100 9 4 3

마리수 988 1,949 8,681 167,087 56

그림 27. 임실천 유역 축산농가

3. 생활하수 저감 : 임실천 유역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4개소가 있으며 유역내 오염원

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어 오염원의 밀도가 낮으며, 취수지점으로부터 대규모 하수처

리시설까지는 유하거리가 길어 차집관거 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경제적이지 못하므로 소

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미처리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표 35. 임실천 유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현황                           

처리장명 현곡 정월 신안 연화

시설용량(t) 10.2 37.4 33.3 19.1

그림 28. 임실천 유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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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13개(섬진강수계 8, 동진강수계 5) 지점을 선정하여 1월에서 12월까지 

월 1회 수질모니터링 및 분기 1회 유량 조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모니터링 결과 : 현장항목 연평균은 pH 7.6, 용존산소 8.9 mg/L, 전기전도도 147 μ

S/cm였다. 연평균 BOD, COD, TOC, T-P는 13지점 중 12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

(좋음)이였으며, 임실천(창인교)만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2등급(약간좋음)이였다. 연평균 SS는 전

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으로 현재 옥정호 수질은 양호하였다.

2. 유량조사 결과 : 유입하천인 섬진강의 선거교 4회 평균유량은 1.3774 m3/sec으로 작년에 

조사한 2.2482 m3/sec보다 훨씬 적었으며 옥정호 유출하천인 동진강 솔뫼교는 1차(3월) 1.8083

m3/sec, 2차(6월) 25.6068 m3/sec, 3차(9월) 15.5308 m3/sec, 4차(11월) 1.9555 m3/sec로 겨울철

에는 유량이 적었으나 농사철인 6월에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방류되었다.

3. 오염부하량 결과 : 섬진강수계 오염부하량은 BOD, COD, TOC는 선거교, SS, T-N, T-P는 

덕암교가 가장 높았고 유량이 가장 적었던 옥녀동천 순환교가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오염부하량은 BOD, COD, SS, T-N는 솔뫼교, TOC는 팽나무교, T-P는 산외교가 

가장 높았고 동진강 최상류인 상용교가 가장 낮았다.

4. 임실천 수질개선방안 : 첫째, 임실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 설비 보강하여 방류수 처리

효율을 높인다. 둘째, 재래식 축사는 분뇨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체계를 확립한다. 셋

째,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미처리 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5.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수질조사 결과 섬진강과 동진강 상류 주요하천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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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과

The Study 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Nutraceutical Substances in the

National Recreational Forests of Jeonbuk

Hyun-ra Jeong†, Jae-ok Kwon, Du-cheol Yu, Su-young Jin, Jae-woong Ryou, Yang-seock Choi, Mi-pa Kim,

Hae-jin Hong, Jeong-Jae Pak, Taek-soo Yoo

Division of Industrial Waste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nutraceutical substances in

the National Recreational Forests of Jeonbuk.

We analyzed the concentrations of geosmin, Ca, K, Mg and the contents of water and organics,

temperatures and pH in the soil and also temp. and humidity in the air, and the conc. of Ca, K, Mg,

V, Ge, Se in the groundwater of the area.

We found the correlationships between the contents of geosmin and organics in the soil. The

concentrations of geosmin and the temperature is inversely correlated, and conc. of geosmin is highly

detected inside of the forests and the coniferous soil in Winter.

Coming to the contents of minerals in the ground water of the Recreational Forests, the selenium

was detected in the Heungbugol, and vanadium was detected in all forests sites of ground water.

Key words : National Recreation Forest, Soil, Ground water, Geo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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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조사는 전라북도 자연휴양림 토양과 지하수에서 건강기능성물질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

다. 건강기능성물질 조사항목은 토양 중 지오스민,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을 분석하였고, 지하수에 대해

서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바나듐, 게르마늄, 셀레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양 중의 수분함량, 유기물

함량, 토양온도, pH 및 대기의 온도·습도 등도 분석하여 지오스민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토양 중 지

오스민 농도는 유기물함량과 상관성이 있으며, 토양 온도 및 대기 온도와는 역상관성을 보였다. 겨울철에

숲 안쪽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침엽수림이 자라는 토양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 지하수 중의 건강

기능성물질은 남원 흥부골자연휴양림 지하수에서 셀레늄이 검출되었으며 바나듐은 전 조사지점에서 검출

되었다.

주제어: 자연휴양림, 토양, 지하수, 지오스민

1. 서 론

숲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인 햇빛,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습도, 소리, 먹거리 등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유 효

과가1) 있으며 이러한 산림치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숲을 의료와 휴양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숲을 치료에 활용

하는 병원 수는 약 300곳이 넘고,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치료를 위해 숲이 “그린닥터”로 이용

되고 있다.2)

우리나라는 자연휴양림이 전국에 151개소(‘16.7)가 운영 중이며, 전북지역은 국립자연휴양림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이다.3) 또한 전북 진안군에 지덕권산림치

유단지와 새만금지역인 군산 신시도에 자연휴양림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고 전라북도에서 토

탈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북 1000리 길에서도 55% 정도가 산들길로 조성되

어 있는 등 숲과 산림을 찾아 휴양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숲에서 생성되는 건강기능성물질로는 피톤치드 등이 잘 알려져 

있으나, 숲과 산림의 토양과 그 토양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산림치유 인자에 

대한 조사·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조사는 전북지역 자연휴양림 토양 중 지오스민과 미네랄성분 등 건강기능성물질을 

조사하여 전라북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 도민의 건

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2. 이론적배경

토양은 지구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지지체 역할을 하며 건강기능성물질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토양 중 지오스민과 미네랄성분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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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오스민(Geosmin)

지오스민(C12H22O)은 탄소, 수소, 산소로 조성되어 있으며 흙냄새를 내는 원인이 되는 무색

의 천연물질로 토양 중에 존재하는 방선균에 의해 주로 만들어진다.4)

방선균(Actinomycetes)은 토양에 균사체 또는 포자체로 존재하며 사상균(균류 중에서 진균류

에 속하는 미생물)과 세균의 중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균과 사상균 양쪽으로 생각되어왔으

나 지금은 세포벽의 화학구조가 세균과 유사하므로 원핵생물(procaryote)로 인식되고 있다. 자

연계에 널리 분포하나 주로 토양과 물에 서식한다. 토양에서 존재하는 방선균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선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5)

토양 중 방선균은 봄에는 적고, 가을 특히 낙엽이 쌓이는 토지나 산림토양에 많다. 토양 표

면에는 적고 표토 밑에 가장 많으며 깊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6),7)

지오스민은 독성이 없는 심미적 영향물질로 천연 항암제와 항생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진균을 사멸시키고,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완화시켜 우울증 치료 등에도 효

과가 있는 물질로, 산림 토양 중 지오스민은 나뭇잎이나 작은 가지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부패,

분해되어 생기는 부엽토에서 방선균에 의해 방출된다.8),9)

2.2. 미네랄성분

미네랄이란 신체의 성장과 유지, 체내의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유지하는 물질로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이상 되어야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생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고 부족하면 신체 전체 균형이 깨질 수 있

다. 본 조사에서는 미네랄성분 중 칼슘, 칼륨, 마그네슘, 게르마늄, 바나듐, 셀레늄을 조사하였

으며 특징과 효능은 다음과 같다.10)

칼슘(Calcium)은 회색의 무른 알칼리토금속 원소로, 생물에게 필수적인 원소로 생물 내에 가

장 많이 존재한다. 동물체에는 주로 엽산과 결합하여 뼈·이 등에 함유되어 있고 생리작용에도 

관여하며 사람은 하루 0.8g 정도 섭취하면 충분하다.

칼륨(Potassium)은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알칼리금속 원소의 하나로 무른 은백색 금속으로 

인체에서 주요 전해질 이온으로 존재하며, 나트륨이온이나 염소이온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혈

액과 산 염기의 평형을 이루고, 특히 혈장 중의 칼륨은 근육 및 신경의 기능 조절에 필요하며 

너무 저하되면 근육마비를 일으킨다.

마그네슘(Magnesium)은 주기율표 2족에 속하는 알칼리토금속 원소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산소>규소>알루미늄>철>칼슘>나트륨>칼륨>마그네슘) 중의 하나로, 지각 중 2.1%, 토양에 

0.03 ∼ 0.84%, 지표수에 약 4 mg/L, 지하수에 5 mg/L 이상 존재한다.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무기물질로 인체 내에서 칼슘, 인과 함께 뼈의 대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아미노산의 활성화,

ATP 합성, 단백질의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게르마늄(Germanium)은 회백색의 무른 결정의 반금속으로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낸다. 게르

마늄의 의학적인 효능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30년에 게르마늄 함량이 매우 높은 프랑스 루르

드(Lourdes) 지방의 샘물이 여러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터이다.11),12)

바나듐(Vanadium)은 단단하고 연성과 전성이 뛰어난 전이 금속이다. 당뇨병 치료와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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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셀레늄(Selenium)은 지구상에 소량 존재하는 미량원소로 노화 방지와 항암효과가 있으며 항

산화 작용의 필수구성요소로 밝혀지면서 197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셀레늄을 필수 영양소

로 인정하고 50～200 ㎍을 하루 권장량으로 정했다.

3. 조사방법

3.1. 조사지점

조사지점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 4개소, 도·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7

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2개소 및 선운산도립공원과 전주 인근에 있어 시민들이 자

주 이용하는 편백나무 숲 2개소를 선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전주 시내 중상보도시근린공원을 

선정하였고 조사지점과 위치는 표 1과 그림 1로 나타내었다.

노령산맥을 경계로 서부 평야 지대와 동부 산악 지대로 나누어진 전라북도의 지형적 특징에 

따라 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표 1. 자연휴양림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 지점

구   분 대  상 개장년도 면적(㏊) 위     치

합 계 17 개소

국립자연휴양림

덕유산 1993 744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회문산 1993 289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운장산 2000 1,958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변  산 2015 37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공립자연휴양림

와  룡 1996 104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세  심 1998 101 임실군 삼계면 죽계리

고  산 1998 672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남원흥부골 2002 100 남원시 동  면 인월리

방화동 2003 101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무주반딧불 2009 31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데미샘 2012 200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사립자연휴양림
남  원 1994 34 남원시 갈치동

성수산 1996 425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기타
선운산 1979 53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로 

건지산 1978 357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대조지역
상  관 1976 86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중상보근린공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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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연휴양림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 지점 위치

토양 채취지점 현황은 표 2에 나타냈으며 주로 생태숲, 정자 주변, 산림욕장 등 사람들이 자

주 이용하는 장소로 선정하였다. 수종과 수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암석은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수원에 대한 건강기능성물질 조사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표 2. 토양 채취지점 현황

No 대  상 채취지점 수  종 암  석 수  원

1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독일가문비나

무
화강편마암 계곡수

2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3

회문산

야영장 참나무

응회암 지하수4 전나무 숲 전나무

5 편백나무 숲 편백나무

6
운장산

숲 안
활엽수 화산암 지하수

7 숲 주변

8 변  산 숲길쉼터 해송, 육송 응회암 상수도

9 와  룡 산림욕장 참나무류 화강편마암 계곡수

10 세  심 휴양관 정자 리기다소나무 화강암 지하수

11 고  산 웰빙정자 주변 활엽수 화강암 상수도

12
남원흥부골

숲 안
소나무 흑운모편마암 지하수

13 숲 주변

14 방화동 생태숲 소나무 역사이토 계곡수

15 무주반딧불 통나무집 주변 활엽수 흑운모편마암 상수도

16 데미샘 명상의 숲 상수리나무 화강편마암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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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료채취

토양 시료채취는 상부 낙엽 등 이물질을 걷어 낸 후 부엽토 층에서 봄(5월), 여름(8월), 가을

(9월), 겨울(11월)로 구분하여 지오스민 분석용 토양과 중금속 분석용 토양을 동일지점에서 4회 

채취하였다.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시험용 토양 시료는 폴리에틸렌 봉투에, 유기물함량 및 수분

측정 시험용 토양 시료는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였다. 지오스민 분석용 토양 채취

는 미리 준비한 메탄올 10 mL가 들어 있는 40 mL 유리병에 토양 약 5 g을 채취하여 냉장 보

관 운반하였고, 토양 온도 및 대기 온도·습도는 현장에서 토양 채취 시 측정하였다.

지하수 채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130.b에 따라 폴리에틸렌 채수병에 채수하여 

냉장 보관 운반하였다.

3.3 분석방법

 3.3.1.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pH

토양 중 유기물함량 분석은 토양 10 g을 취해서 질산암모늄 용액(25%)을 넣고 가열하여 600

± 25 ℃의 전기로 안에서 3시간 강열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후 무게를 달아 증발접시의 무

게 차이로부터 유기물함량(%)을 구하였으며, 수분함량 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301.1a에 따라 토양을 105～110 ℃에서 4 시간 이상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후 항량

으로 하고 무게를 정확히 달아 수분함량(%)을 구하여 건강기능성물질 분석결과 수분함량 보정

으로도 사용하였다. pH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302.1a 수소이온농도-유리전극법에 따라 

토양 시료의 무게에 5배의 정제수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pH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3.2. 미네랄성분

토양 중 미네랄성분 전처리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400.1b 7.0을 따랐으며, 칼슘, 칼

륨, 마그네슘은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Agilent Technologies 5100 ICP-OES)으로 분

석하였고, 게르마늄, 바나듐, 셀레늄은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Agilent Technologies 7900

ICP-M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3.3. 지오스민

토양 중 지오스민 분석은 HS-SPME/GC-MS(Headspace-Solid Phase Micro Extraction/ Gas

17
남  원

숲 안
소나무 흑운모화강암 지하수

18 숲 주변

19 성수산 편백나무 숲 편백나무 응회암 지하수

20
선운산 

생태숲 소나무
응회암 상수도

21 동백나무 조림지 동백나무

22 건지산 정자주변 편백나무 편상화강암 지하수

23 상  관 오솔길 편백나무 응회암 상수도

24 대조지역 중상보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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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ograph-Mass Spectrometry)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표 3과 표 4에 나타내

었다.

표 3. HS SPME 분석 조건

Item HS-SPME

Model MPS(Mutil Purpose Sampler, GERSTEL)

Incubation Temp 70 ℃

Incubation Time 5 min

Agitator on Time 5 min

Agitator off Time 2 min

Extraction Time 30 min

Desorption Time 3 min

Fiber 2 cm stableflex 50/30 um DVB/CAR/PDMS

표 4. GC-MS 분석 조건

Item GC/MS
Model Agilent Technolgies 7890B, 5977A

Column DB-5MS (30 m × 0.25 mm × 0.25㎛)
Carrier gas He (1.0 ㎖/min)

Injector Temp 270 ℃

Ratio splitless

Oven
40℃(5 min)→ 15℃/min→ 65℃(5 min)→ 15℃/min→

215℃→ 30℃/min→ 300℃)

Ionization potential EI 70 eV

4. 분석결과

4.1. 대기 온도, 습도 및 토양 온도, pH

대기 온도·습도 측정결과는 표 5에, 토양 온도와 pH 측정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5. 대기 온도·습도 측정결과

　채취지점
대기 온도(℃) 대기 습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21.3 30.9 25.6 18.1 32.6 48.0 59.1 47.3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19.7 28.7 24.8 20.9 35.4 52.8 60.6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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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토양 온도, pH 측정결과                             

회문산 야영장 22.8 27.3 24.9 13.5 23.3 68.5 57.8 56.1

회문산 전나무 21.4 26.9 24.2 13.7 30.9 61.4 64.3 62.0

회문산 편백나무 19.5 27.0 24.5 13.8 25.4 60.9 60.0 57.5

운장산 25.0 26.9 27.0 22.0 60.3 71.9 59.5 38.9

변   산  26.8 25.2 27.0 24.0 35.3 84.6 38.0 49.4

와   룡 23.4 25.8 29.2 22.5 41.6 64.0 43.5 24.4

세   심 24.0 28.9 28.8 16.8 43.1 65.3 53.0 51.8

고   산 23.8 30.2 31.5 17.8 42.5 69.8 40.9 54.7

남원흥부골 16.8 28.6 22.6 12.2 43.5 76.7 53.6 37.8

방화동 26.0 29.4 26.1 16.8 38.7 72.0 49.9 35.7

무주반딧불 27.2 39.5 24.1 20.4 26.9 39.2 70.4 48.2

데미샘 19.9 27.1 32.2 19.8 66.7 65.4 35.4 29.0

남   원 18.7 28.4 20.7 11.0 39.7 78.1 65.1 50.5

성수산 24.4 31.6 33.2 20.3 39.3 59.8 34.4 18.1

선운산 생태숲 26.6 36.2 26.9 23.2 33.5 57.9 49.8 55.3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25.3 38.0 26.1 22.9 40.2 51.3 56.1 61.0

건지산 24.4 32.1 28.3 18.6 36.4 67.8 41.2 58.5

상   관 28.8 35.9 25.1 21.3 30.5 59.3 58.4 51.1

대조지역 23.5 37.8 27.0 18.5 52.9 50.2 41.6 59.6

채취지점
온도(℃) pH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12.7 21.0 18.9 12.2 4.4 4.8 4.4 5.6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12.2 21.5 18.9 13.0 4.5 5.8 5.1 5.7

회문산 야영장 13.8 25.9 20.7 10.0 5.0 6.0 5.9 5.6

회문산 전나무 15.1 23.6 19.7 10.7 4.2 5.1 4.8 5.8

회문산 편백나무 12.5 24.0 18.9 10.7 5.2 5.0 4.6 5.6

운장산 17.9 25.9 21.4 17.7 5.2 3.5 4.5 5.9

변   산  20.6 25.1 23.2 20.9 5.5 6.1 5.3 5.7

와   룡 16.7 23.1 18.6 11.9 5.2 6.0 4.7 6.2

세   심 18.4 30.2 25.1 12.7 4.5 6.4 5.2 5.7

고   산 15.4 26.0 22.2 13.1 3.9 4.9 5.1 6.0

남원흥부골 9.9 24.4 19.1 10.7 4.2 5.8 5.1 5.9

방화동 16.3 25.2 18.9 11.5 5.0 5.3 4.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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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토양의 pH는 전국 산림 평균 pH 5.0과14)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산림토양의 산성화

는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산성비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보이며, 이러한 산림 산성화는 산림 생

태환경의 변화와 수목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4.2. 토양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토양 중 유기물함량 및 수분함량 분석결과는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토양 중 유기물함량 및 수분함량 분석결과                                          

무주반딧불 16.3 28.4 20.8 14.6 5.7 5.5 5.5 5.9

데미샘 15.5 21.9 23.8 13.7 4.4 5.3 4.3 6.1

남   원 13.2 26.1 17.6 9.1 4.3 5.2 5.6 5.6

성수산 15.1 27.1 23.2 13.2 5.1 4.7 3.6 6.0

선운산 생태숲 24.0 27.2 22.3 17.9 5.6 5.4 6.0 6.0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18.9 30.5 25.7 19.4 5.8 6.1 6.1 5.9

건지산 17.6 25.9 20.4 15.4 4.9 4.0 3.6 4.9

상   관 18.0 27.7 19.1 16.8 3.5 4.2 3.9 4.6

대조지역 24.1 31.0 28.0 17.2 5.8 5.9 6.1 4.8

채취지점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25.2 17.7 20.8 18.3 42.9 28.8 30.8 25.0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16.7 16.6 16.3 9.6 34.4 28.4 25.7 14.2

회문산 야영장 14.3 8.8 24.8 28.5 32.4 26.9 29.3 31.5

회문산 전나무 20.6 17.0 16.9 17.8 37.6 35.2 32.1 36.7

회문산 편백나무 14.8 17.0 14.2 16.7 35.2 37.6 25.7 30.2

운장산 21.1 25.3 16.3 12.5 32.3 64.1 23.1 26.1

변   산  11.0 15.3 13.0 14.9 18.1 52.3 32.0 8.4

와   룡 4.3 5.7 13.4 7.1 13.9 15.2 23.9 17.5

세   심 6.7 42.6 2.5 5.3 22.1 48.8 1.7 2.1

고   산 13.6 13.7 11.7 9.5 23.3 25.3 24.2 15.1

남원흥부골 5.8 11.7 8.0 8.8 9.5 15.9 17.0 14.6

방화동 11.6 4.2 5.7 5.3 22.5 15.4 15.5 15.3

무주반딧불 6.8 11.3 10.2 11.9 20.6 27.6 30.8 25.1

데미샘 16.7 18.9 12.1 14.6 42.7 35.6 14.8 30.7

남   원 6.4 6.1 5.4 12.2 10.7 14.5 10.8 23.0

성수산 17.3 15.3 15.5 20.8 28.5 27.2 17.2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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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토양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 상관성

조사대상 토양 중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은 8월에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 2에서

와 같이 토양 중 유기물함량과 수분함량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 지오스민

4.3.1. 지오스민 분석결과

자연휴양림 토양에서 지오스민 분석결과는 표 8과 그림 3과 같다.

표 8. 지오스민 분석결과                                             

채취지점
지오스민(㎍/Kg)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22.8 24.5 37.4 74.7 39.85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15.7 14.4 9.8 13.0 13.23

회문산 야영장 5.3 0.8 10.5 45.3 15.48

선운산 생태숲 8.1 13.6 10.2 7.5 6.9 30.1 20.7 9.1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9.1 8.1 10.3 9.5 11.8 24.9 17.9 12.7

건지산 7.5 11.4 29.2 16.6 14.1 26.4 27.6 17.6

상   관 9.8 16.9 10.5 15.1 18.6 31.6 26.6 19.6

평   균 12.4 14.9 13.4 13.1 23.9 30.6 22.4 19.8

대조지역 2.6 3.0 3.2 5.1 8.0 9.2 5.6 8.2

y = 1.1865x + 8.244
R² = 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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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점별 지오스민의 평균 농도

회문산 전나무 9.1 10.4 10.9 35.0 16.35

회문산 편백나무 4.9 7.6 9.3 6.0 6.95

운장산 숲 안 20.3 23.0 4.9 12.1 15.08

운장산 숲 주변 20.1 11.2 5.3 7.5 11.03

변   산 4.0 12.2 10.0 52.8 19.75

와   룡 2.4 17.0 13.7 13.3 11.60

세   심 11.5 25.5 22.7 29.0 22.18

고   산 10.2 24.4 22.0 38.5 23.78

남원흥부골 숲 안 13.8 25.4 12.9 27.9 20.00

남원흥부골 숲 주변 8.0 21.1 12.5 26.1 16.93

방화동 0.6 0.2 2.1 9.8 3.18

무주반딧불 3.8 6.7 3.4 10.3 6.05

데미샘 9.4 12.8 3.0 8.1 8.33

남원 숲 안 12.0 8.8 7.0 36.6 16.10

남원 숲 주변 3.0 1.1 3.1 27.2 8.60

성수산 4.6 8.2 6.7 39.6 14.78

선운산 생태숲 4.9 0.7 2.7 17.8 6.53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13.8 0.2 2.5 11.1 6.90

건지산 2.8 10.0 6.5 11.8 7.78

상  관 2.8 2.7 5.1 7.4 4.00

평  균 9.17 11.78 10.48 25.44 14.20

대조 지역 0.6 0.0 0.7 0.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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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그림 3과 같이 자연휴양림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

무 숲 안쪽에서 평균 39.85 ㎍/Kg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산휴양림, 세심휴양림, 남원

흥부골휴양림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한 건지산과 상관 편백나무 숲에서 지

오스민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은 농도를 보임에 따라 도시 숲속 토양에서도 지오스민이 검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에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전남 유명 흙길의 지오스민 성분 연구에서15) 겨울철이 높게 조사된 결과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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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절별 지오스민 농도 분포

4.3.2. 토양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온도, pH 및 대기 온도·습도와 지오스민 상관성 

자연휴양림 토양 중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온도, pH 및 대기 온도·습도와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표 9에 나타내었다. 또한, 유기물함량과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은 그림 5

에, 토양온도와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은 그림 6에, 대기 온도와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표 9. 지오스민 농도와 각 인자간의 Pearson 상관성 분석 결과

구 분 지오스민 유기물함량 수분함량 토양온도 토양pH 대기온도 대기습도

지
오
스
민

Pearson
상관계수 1 0.301(**) 0.015 -0.317(**) 0.202 -0.404(**) 0.056

유의확률(양쪽) 　 0.007 0.898 0.004 0.073 0.000 0.623

N 80 80 80 80 80 80 80

유
기
물
함
량

Pearson
상관계수 0.301(**) 1 0.717(**) 0.053 -0.145 0.000 0.102

유의확률(양쪽) 0.007 　 0.000 0.640 0.200 0.997 0.367

N 80 80 80 80 80 80 80

수 Pearson 0.015 0.717(**) 1 0.145 -0.177 0.08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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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그림 5. 유기물함량과 지오스민 농도 상관성

분
함
량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0.898 0.000 　 0.198 0.117 0.454 0.037

N 80 80 80 80 80 80 80

토
양
온
도

Pearson
상관계수 -0.317(**) 0.053 0.145 1 -0.036 0.876(**) 0.473(**)

유의확률(양쪽) 0.004 0.640 0.198 　 0.754 0.000 0.000

N 80 80 80 80 80 80 80

토
양
pH

Pearson
상관계수 0.202 -0.145 -0.177 -0.036 1 -0.211 0.068

유의확률(양쪽) 0.073 0.200 0.117 0.754 　 0.060 0.552

N 80 80 80 80 80 80 80

대
기
온
도

Pearson
상관계수 -0.404(**) 0.000 0.085 0.876(**) -0.211 1 0.154

유의확률(양쪽) 0.000 0.997 0.454 0.000 0.060 　 0.171

N 80 80 80 80 80 80 80

대
기
습
도

Pearson
상관계수 0.056 0.102 0.234(*) 0.473(**) 0.068 0.154 1

유의확률(양쪽) 0.623 0.367 0.037 0.000 0.552 0.171 　

N 80 80 80 80 80 80 80

y = 0.151x + 11.324
R² = 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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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양온도와 지오스민 농도 상관성

그림 7. 대기온도와 지오스민 농도 상관성

표 9와 그림 5에서와 같이 토양 유기물함량과 지오스민의 농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301

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 9와 그림 6, 7에서와 같이 토양 및 대기 온도와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역상관성을 나타낸다. 이는 휘발성이 강한 지오스민이 토양온도와 대

기 온도가 높을 때는 빠르게 휘발하고 온도가 낮을 때에는 휘발하는 양은 적고 토양에 존재하

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지오스민은 토양 중에서 8월과 9월 

중에 가장 많이 생성되고 대기 중으로 휘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y = -0.13x + 20.865
R² = 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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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수종별 지오스민 농도

조사대상 자연휴양림의 대표 수종에 따른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를 침엽수, 활엽수, 편백나

무로 구분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수종에 따른 지오스민 농도는 침엽수가 자라는 토양에서 

가장 높으며 활엽수, 편백나무 순으로 조사되었다. 편백나무 숲 토양이 높게 조사된15) 결과와

는 상이하였는데 이는 토양의 성질, 식생, 기후 등과 연관되어 다르게 조사 된 것으로 보이며,

침엽수와 침엽수림 토양에서 유기탄소 함량이 활엽수와 활엽수림 토양 보다 높게 조사된16) 결

과로 추측건대 침엽수의 잎이 부피 대비 무겁고 촘촘히 쌓여 토양 중 유기물함량이 높고 방선

균이 잘 서식하는 환경이 되어 지오스민 농도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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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종별 지오스민 농도 분포

Conifer: 침엽수, Cypress tree: 편백나무, Broad Leaf tree: 활엽수

피톤치드가 많이 생성되는 편백나무 숲17)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건지산과 상관 편백나무 

숲 토양에서는 대조지역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8월 말에 폐장한 성수산 자연휴양림은 9월에는 

다른 편백나무 숲과 비슷하였지만 11월에 39.6 ㎍/Kg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건지산

과 상관 편백나무 숲에는 많은 길이 있으며 그 길을 산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엽토 생성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의 왕래가 끊긴 성수산은 영향을 받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유기물함량이 풍부하고 지오스민의 방출량이 높은 산림토양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숲

에 데크로드 등 일정한 산책로를 만들고 그 산책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4.3.4 위치별 지오스민 농도

숲 안과 숲 주변 토양의 지오스민 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덕유산, 운장산, 남원흥부골, 남

원 자연휴양림의 숲 안과 숲 주변의 토양 중 지오스민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와 같으며 숲 

안 토양에서 지오스민 농도가 높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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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숲 안과 숲 주변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 분포

4.4. 미네랄성분 

토양 중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평균 분석결과는 표 10과 그림 10에, 지하수 중 칼슘, 칼

륨, 마그네슘, 게르마늄, 바나듐, 셀레늄 등의 평균 분석결과는 표 11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표 10. 토양 중 칼슘, 칼륨, 마그네슘 분석결과

채취지점　 칼슘(mg/Kg) 칼륨(mg/Kg) 마그네슘(mg/Kg)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

3,865 2,388 2,976

덕유산
독일가문비나무 숲 주변

3,373 2,862 4,588

회문산 야영장 2,488 1,631 3,347

회문산 전나무 1,013 1,575 3,508

회문산 편백나무 8,68 1,518 2,966

운장산 1,001 1,118 1,855

변   산  4,583 899 1,527

와   룡 924 1,404 2,487

세   심 2,172 2,313 2,849

고   산 1,026 1,110 2,002

남원흥부골 2,498 2,972 3,942

방화동 1,731 1,508 2,980

무주반딧불 1,445 2,120 4,060

데미샘 1,317 2,346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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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점별 토양 중 Ca, K, Mg 농도(mg/Kg)

표 10 및 그림 10과 같이 토양 중 칼슘은 변산자연휴양림에서 4,583 ㎎/Kg 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칼륨은 남원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2,972 ㎎/Kg, 마그네슘은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 숲 주변 토양에서 4,588 ㎎/Kg 으로 가장 높았다.

표 11. 지하수 미네랄성분 분석결과

남   원 1,932 1,524 1,783

성수산 2,088 2,238 3,071

선운산 생태숲 1,483 2,238 2,459

선운산 동백나무 조림지 1,443 1,130 1,695

건지산 204 925 1,742

상   관 246 888 1,829

대조지역 2,006 2,818 3,604

채취지점 Ca(mg/L) K(mg/L) Mg(mg/L) V(㎍/L) Ge(㎍/L) Se(㎍/L)

회문산 7.959 0.618 0.967 0.808 0.000 0.000

운장산 4.183 0.941 0.670 0.092 0.000 0.000

세  심 47.187 1.078 3.311 0.251 0.000 0.000

남원흥부골 24.641 2.062 4.734 0.106 0.000 0.382

데미샘 5.559 0.674 1.114 0.057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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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점별 지하수의 Ca, K, Mg, V(×10-3), Se(×10-3) (mg/L) 농도

자연휴양림 지하수 중 미네랄성분은 표 11및 그림 11과같이 칼슘성분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

으며, 바나듐은 건지산에서 0.934 ㎍/L 로 가장 높았고 조사한 전 지점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영양소로 인정한 셀레늄은 남원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0.382 ㎍/L 가 검출되었다.

5. 결론

숲속 토양은 생육하는 식생과 일체가 되어 산림 치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건강기능성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전북지역 자연휴양림에서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양림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 숲 안쪽에서 평

균 39.85 ㎍/Kg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산휴양림, 세심휴양림, 남원흥부골휴양림 순으

로 높게 조사되었다.

남  원 20.870 1.445 2.898 0.328 0.000 0.000

성수산 8.344 1.228 1.609 0.057 0.000 0.000

건지산 35.266 2.800 7.791 0.934 0.000 0.000

상수도(임실) 16.835 3.954 3.695 0.274 0.000 0.000

상수도(전주) 12.817 2.923 2.731 0.085 0.000 0.000

먹는샘물(S) 20.447 1.061 5.103 0.386 0.000 0.543

먹는샘물(G) 25.795 2.018 6.751 0.362 0.000 0.000

증류수 3.731 0.285 0.609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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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 유기물함량과 지오스민의 농도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양 및 대기 

온도가 높을 때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낮게 검출되는 역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토양과 

대기의 온도가 높을 때는 토양 중 지오스민이 빠르게 휘발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

측된다.

3) 수종에 따른 지오스민 농도는 침엽수가 자라는 토양에서 가장 높으며 활엽수, 편백나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편백나무 숲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는 건지산과 상관 편백나무 숲에서는 

대조지역보다 높았고, 성수산 자연휴양림에서 39.6 ㎍/Kg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4) 자연휴양림 숲 안과 숲 주변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를 비교한 결과 숲 안 토양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5) 지하수 중 미네랄성분은 칼슘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바나듐은 건지산에서 0.934 ㎍/L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셀레늄은 남원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0.382 ㎍/L 가 검출되었다.

전라북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자연휴양림 중 건강기능성물질 분포조사 결과 토양 중 지오스민은 침

엽수림이 우거진 숲 안 토양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며, 토양 온도 및 대기 온도와의 역상관성으

로 추측컨대 기온이 높은 계절에 숲 안 공기 중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정책제안

1. 숲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에 데크로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숲과 길의 경계를 만들  필

요가 있다.

2. 토양 중 지오스민 농도와 숲속 공기 중 지오스민 농도의 상관성 연구도 차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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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

A survey of Indoor Air Quality of Classroom in School

Ju-Ri Jeong†, Ju-Hoon Song, Jae-Og Kwon, Tae-Seung Kim, So-Young Park, Jong-Sin

Kim, Tu-Cheon Nam, Hyang-Mi Kim, Jeong-Jae Pak, Taek-Soo Yoo

Division of Living Environment

Abstract

School Indoor Air Quality Surve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0 schools in each location, such as

industrial areas, roadsides, clean area of the Jeonbuk province.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75% were

not suitable for an environmental standard, and five schools were inadequate in both the upper and

the second half. Compared to the multi-use facility survey conducted by the Jeollabukdo Institute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for 2016, the concentration of CO2, total airborne bacteria(TAB),

and PM10, except HCHO, was higher in school classrooms than in any facility in multiple use

facilities. The correlations between pollutants and test items that total airborne bacteria(TAB)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ventilation, and the PM10 with the cleaning status

respectively.

Other items of indoor air quality in the school were measured in the same way as the multiple use

facility measurement method, but the PM10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simplified metho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ment methods, the results were compared at

the same point at the same time. Comparing the concentrations of PM10, the gravimetr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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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a multi-use facility measurement metho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light

scattering method, which is a method of measuring PM10 in school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light scattering method was measured lower than the gravimetric method.

The light scattering method is useful for confirming the change of the particulate matter, but it is

considered that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concentration of the particulate matter in the classroom by

the instantaneous measurement because the potential error caused by a high humidity etc. Secondary

pollution ions was 17.1% ~ 40.5% in the industrial area schools, 7.4% ~ 27.4% in the roadside schools

and 8.1% ~ 21.8% in the clean area schools, they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by location. In

addition, heavy metals in the PM10 detected in the classroom were mainly composed of natural origin

heavy metals such as Al, Fe, and Zn, and there was no concern about hazardousness and no

specific heavy metals were detected at each site.

Key words : Indoor air quality, School, PM10, Gravimetric method, Light scattering

method, Ionic elements concentration, Heavy metals

요약문

전북지역 학교 중 공단지역, 도로변, 청정지역 등 입지별 총 10개교에 대해 학교 실내공기질 특성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10개교 중 입지와 관계없이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상·하반기 모두 부

적합한 학교는 5개교 였다. 2016년 1년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다중이용시설 검사결과와 비교

했을 때 폼알데하이드를 제외한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미세먼지(PM10) 모두 학교 교실이 다중이용시설

의 어떤 시설군 보다도 농도가 높았다. 오염을 일으키는 인자와 검사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 부

유세균은 환기정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미세먼지(PM10)는 청소상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학교 교실 실내공기질 중 미세먼지를 제외한 항목은 다중이용시설 검사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나

미세먼지는 간이법을 준용하며, 광산란법이 사용된다. 이에 미세먼지의 측정방법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미세먼지(PM10) 농도를 비교하면 다중이용시설 측

정방법인 중량법이 학교 미세먼지 측정방법인 광산란법과 유의미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광산란법이

중량법보다 낮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산란법은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 하는데는 유용하나

습도 등에 의해 오차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순간측정으로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석연료 등에서 배출되어 대기 중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이온이 공

단지역 학교는 17.1% ~ 40.5%, 도로변학교는 7.4% ~ 27.4%, 청정지역 학교는 8.1% ~ 21.8% 범위로 조사

되었고 입지별 뚜렷한 경향은 없었다. 또한 교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은 Al, Fe, Zn 등 주로 자연기

원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이들 금속의 농도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입지별 특이 중금속

은 검출되지 않았다.

주제어 : 실내공기질, 학교, 미세먼지, PM10, 중량법, 광산란법, 이온성분,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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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와 이에 따른 에너지 이용형태의 변화 및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오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는 가운데,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한 관리는 필수

적이다.1)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80%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은 개인의 공기 오염물질 노출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 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 내 공기는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수 있어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

도심 학교의 경우 단위면적당 재실자 밀도가 높고 설비가 노후화된 학교가 많으며 교실당 

30명 안팎의 학생들이 하루 중 5시간에서 많게는 10 시간 이상을 공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혼탁해진 공기로 인해 학습능률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3)는 보고가 있고 CO2 농도가 1000

ppm 증가할 때 학생들의 결석률이 10 ~ 20% 증가했고4) 프랑스 학교 교실에서 HCHO,

VOCs, bioaerosol, 불충분한 환기가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5) 는 연구가 진

행된 바 있다. 또한 학교가 도로변 또는 유해물질 배출 사업단지에 위치하는 경우 실외 공기오

염물질이 환기를 통해 교실 실내로 유입되어 학생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6) 는 연구결과는 학교 

실내공기, 특히 도심지역의 학교 실내 공기 질에 관심을 갖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해 준다.

우리나라 학교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과는 다르게 학

교 보건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의무 유지기준을 두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규정을 두지만 학교는 시설들을 세분하여 검사항

목과 검사주기 등을 차별화 하여 관리하며 자체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자칫 소홀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과 자체점검에 의존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을 비교하여 도내 학교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특히 도로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학교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조사하여 실외 

환경이 실내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1.1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우리나라 실내공기질은 3개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25개 다중이용시설

군은 환경부에서, 사무실은 고용노동부, 학교의 실내공기질은 교육부에서 각각 관할한다(표 1).

항목별 기준은 유사하나 다중이용시설은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과태료 부과로 강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자체 관리기준 이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등 타 항목은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지만 미세먼지(PM10)등 몇 가지 항목은 일부 간이법

이 허용되고 있다. 즉, 미세먼지(PM10)의 경우 타 부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주 시험법인 중

량법을 적용하여 검사토록 하고 있지만 학교 보건법에서는 간이측정법인 광산란법으로 측정 

후 기준 초과 시에만 중량법으로 재검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표 2).

중량법은 1 ~ 30 L/min 유량으로 6시간 이상 공기를 채취하여 채취전후의 여과지 중량차로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분보정이 이루어지므로 미세먼지 농도를 정량하는 데 

정확한 방법인 반면 측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현장에서 결과를 즉시 알수 없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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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광산란법은 대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물질에 빛을 조사하면 입자상 물질에 의하여 빛

이 산란하게 되고 이 때,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입자상물질의 산란광 양은 질량농도에 비례하

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산란광의 양으로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광산란법

의 장점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간편하게 측정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입

자의 개수농도를 질량농도로 전환하는 과정과 광 산란에 수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알려져 있다.

표 1. 우리나라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 분

대 상

관련법

항 목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다중이용시설 25개군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사무실 학교

실내공기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학교보건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관리방법 유지기준 준수 실내공기질관리 환경위생점검

미세먼지(PM10) 100 ~ 200 ㎍/㎥ 150 ㎍/㎥ 100 ㎍/㎥

CO 10 ~ 25 ppm 10 ppm 10 ppm

CO2 1,000 ppm 1,000 ppm 1,000 ppm

HCHO 100 ㎍/㎥ 0.1 ppm 100 ㎍/㎥

총부유세균 800 CFU/㎥ 800 CFU/㎥ 800 CFU/㎥

NO2 0.05 ~ 0.3 ppm(권고기준) 0.05 ppm 0.05 ppm

라돈 148 Bq/m3(권고기준) - 148 Bq/㎥

VOCs
400 ~ 1,000
㎍/㎥(권고기준)

500 ㎍/㎥ 400 ㎍/㎥

PM2.5 70 ㎍/㎥(권고기준) - -

곰팡이 500 CFU/㎥(권고기준) - -

석면 - 0.01 개/cc 0.01 개/cc

오존 - 0.06 ppm 0.06 ppm

진드기 - - 100 마리/㎥

낙하세균 - - 10 CFU/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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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법령별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비교

법 령

대 상
항 목

실내공기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다중이용시설 25개군 사무실 학교

미세먼지(PM10)
중량법(6시간 이상),

베타선흡수법
중량법(6시간 측정) 광산란법(필요시 중량법)

CO 비분산적외선법 비분산적외선법
현장측정(필요시 
비분산적외선법)

CO2 비분산적외선법 비분산적외선법 비분산적외선법

HCHO
2,4-DNPH 카트리지와 

HPLC
2,4-DNPH 카트리지와 

HPLC
2,4-DNPH 카트리지와 

HPLC

총부유세균 충돌법 충돌법 충돌법

NO2 화학발광법 분광광도법
현장측정(필요시 

화학발광법)

라돈 연속측정법 - 연속측정법

VOCs 고체흡착관, GC/MSD 고체흡착관 GC 고체흡착관, GC/MSD

PM2.5 중량법 - -

곰팡이 충돌법 - -

석면 - 위상차현미경법 위상차현미경법

오존 - 분광광도법
현장측정(필요시 
자외선광도법)

진드기 - -
현미경계수법, 또는 
효소면역측정법

낙하세균 - - 표준한천배지사용

2. 조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도내 초·중 학교 중 학생수 25명 내외의 학교로 공단지역 4개교, 도로변지역 4개

교, 청정지역 2개교를 선정하였다(표 3).

표 3. 조사대상 학교

구분 공단지역(I) 도로변(R) 청정지역(C)

학교 초등 3개교, 중등 1개교 초등 2개교, 중등 2개교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

지점은 선정된 학교의 교실 1곳과 학교 옥상 등 학교별 2지점씩 상·하반기, 즉 봄과 가을철

에 2회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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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항목

2.2.1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조사항목은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항목인 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변화와 시

험법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학교에서 측정하는 방법인 광산란법으로 교실 내·외의 

PM10과 PM2.5 를 측정하였다. 입지별 미세먼지 성분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실과 옥상에

서 포집된 PM10 에서 이온성분과 중금속을 분석 하였다. 교실 내·외의 항목별 측정방법 및 장

비 등은 표 4와 같다.

표 4. 실내·외 측정항목

구분 항목 방법 장비 유량 및 측정시간

실내(교실)

PM10

중량법 Micro Vol. 3 L/min, 6시간

광산란법 Dusttrak 6시간

PM2.5 광산란법 Dusttrak 6시간

CO2 비분산적외선법 3M 1시간

HCHO
2,4-DNPH 카트리지와 

HPLC
Agilent

1200Ssries
1 L/min, 30분씩 2회

총부유세균 충돌법 MAS-100NT 100 L/min, 2.5분 3회

실외(옥상)
PM10

중량법 Micro Vol. 3 L/min, 6시간

광산란법 Dusttrak 6시간

PM2.5 광산란법 Dusttrak 6시간

2.2.2 미세먼지(PM10) 중 이온성분 및 중금속

학교 미세먼지(PM10) 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온성분과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시료채취는 3 L/min의 유량으로 흡입된 공기 중의 입자가 Micro Volume Air Sampler 내

부의 impactor를 통과하면서 공기역학직경(Aerodynamic diameter)이 10 μm보다 큰 입자는 관

성력에 의해 공기의 흐름을 벗어나 충돌판에 부딪혀 제거되고, 통과한 10 μm 이하의 입자는 

필터에 채취되는 원리를 이용하였고, 시료채취 후 필터는 다시 데시게이터에서 48시간 동안 항

량한 후 중량을 측정하여 PM10 농도를 구하였다.7) 필터는 직경 47 mm, 공극크기 2 μm의 필

터(Zeflour, PAll Corp., USA)로서 PM10 무게 측정 후 전처리 하여 이온성분과 중금속을 분석

하였다.

이온성분은 채취한 필터를 추출용기에 넣어 초순수 10 mL를 가하고 초음파 추출기에 넣어 

2시간 추출 후 공극크기 0.45 μm의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분석하였다. 추출한 수

용성 이온성분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IC (Thermo Fisher Scientific, Integrion)를 사용하여 5

개의 양이온(NH4
+, Na+, K+, Ca2+, Mg2+)과 4개의 음이온(SO4

2-, NO3
-, F-, Cl-)을 분석하였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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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분석을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방법으로 마이크로파 산분해 후 ICP(Agilent

Technologies, 5100 ICP-OES) 및 ICP/MS(Agilent Technologies, 7900 ICP-MS) 장비로 Pb 등 

18종을 분석하였다.

3. 결과 

3.1 학교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학교 실내공기질을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공단지역 학교를 I1~I4,

도로변 학교를 R1 ~ R4, 청정지역 학교를 CI, CM 으로 표시하였다.

표 5.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1차 측정 시 총 8개 학교가 부적합 하였고 2차 측정 시는 7개 학교가 부적합 하였다.

HCHO를 제외한 전 항목이 고루 부적합 하였으며 상·하반기 모두 부적합한 학교도 5군데나 

있었다. 공단지역, 도로변, 청정지역 구분 없이 부적합한 학교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8) 등이 인근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건물구조상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교실, 바

닥재가 나무로 된 학교에서 PM10 농도가 높았다고 하였고 창문을 잘 열지 않는 겨울철에 실내

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실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PM10, CO2, CO, 알데하이드 등의 농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Lee9) 등이 학생들의 활동에 

따라 PM10 농도가 최고 800 ㎍/㎥ 를 초과하기도 하였다고 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공단지

역, 도로변, 청정지역 등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친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실내

공기와 외부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내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구  분 1차 측정 2차 측정

항 목
PM10

(ug/㎥)
CO2

(ppm)
총부유세균
(CFU/㎥)

HCHO
(ug/㎥) 판 정

PM10

(ug/㎥)
CO2

(ppm)
총부유세균
(CFU/㎥)

HCHO
(ug/㎥) 판 정

기 준 100 1,000 800 100 100 1,000 800 100

공단
지역　

I1 (초등) 65 632 902 13 부적합 66 654 662 14 적 합

I2 (초등) 101 831 850 19 부적합 74 611 714 9 적 합

I3 (중등) 115 1,368 874 12 부적합 137 1,621 1,244 11 부적합

I4 (초등) 124 916 603 13 부적합 149 718 404 10 부적합

도
로
변

R1 (중등) 95 1,206 543 6 부적합 95 1,375 1,169 11 부적합

R2 (초등) 93 603 792 12 적 합 80 951 911 18 부적합

R3 (중등) 98 1,263 1,034 10 부적합 50 521 638 6 적 합

R4 (초등) 101 1,097 985 21 부적합 58 1,471 1,220 10 부적합

청정
지역

CI (초등) 158 1,202 1,363 12 부적합 79 789 1,197 6 부적합
CM

(중등)
90 466 495 8 적 합 39 668 911 7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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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2.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실내공기질 비교

금번 학교 실내공기질 검사결과와 2016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다중이용시설 

검사결과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그림 1).

그림 1. 항목별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실내공기질 비교

PM10 은 다중이용시설들 보다 높은 수치 분포를 보였다. 학교와 비슷한 농도 수준의 다중이

용시설은 실내주차장으로 기준은 200 ㎍/㎥ 이다. 총 부유세균도 학교가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다중이용시설중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는 어린이집 보다도 높았고 중

앙값도 1,000 CFU/㎥ 이상이었다. CO2 역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비슷한 시설

군은 도서관으로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도서관은 기준이 1,500 ppm 인데 중앙값이 도서관 보다 

낮았지만 비슷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 HCHO는 타 시설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대

상 학교가 신축학교가 아니고 시설이 노후화 된 학교가 많아서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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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목별 학교 실내공기질 특성

3.3.1 폼알데하이드(HCHO)

폼알데하이드는 조사대상 학교 모두 실내공기질 기준인 100 ㎍/㎥을 넘지 않은 낮은 값이었

다(그림 2). 공단지역 학교(I), 도로변 학교(R), 청정지역 학교(CI, CM) 모두 지역별 특별한 경

향은 없었다.

그림 2. 상·하반기 학교 입지별 폼알데하이드 농도

이는 정 등10)은 공단주변 학교와 매립지 주변 학교가 건축년도가 1990년대 이전임에도 실내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타 학교에 비해 높아 주변 대기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교실내 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공단지역이 약간 높은 경향은 보였으나 학교별 차이일

뿐 지역별 특이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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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12

그림 3. 청소상태와 폼알데하이드 농도

p=0.237

그림 4. 입지별  폼알데하이드 농도            그림 5. 환기와 폼알데하이드 농도

청소상태와 폼알데하이드 농도의 상관관계는 청소상태가 좋을수록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높

아보였으나  분산분석결과 p-value 는 0.212 였고(그림 3), 입지별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공업단

지에 위치한 학교가 가장 높은 데이터 분포를, 도로변 위치 학교가 중간분포, 청정지역 학교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그림 4). 분산분석 결과는 p-value 0.237 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

웠다. 환기와 폼알데하이드 관계는 환기가 안될수록,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폼알데하

이드 농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p-value 0.453 으로 마찬가지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

려웠다.

3.3.2 총부유세균

총부유세균은 60%가 기준을 초과였다(그림 6). 조11) 등의 연구결과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

해 높게 조사되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 중등 구분 없이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표 

6). 김12)이 총부유세균의 경우 모든 유형의 교실에서 기준 800 CFU/㎥ 을 초과한다고 하였고,

비 수업중일 때 보다 수업중일 때 총부유세균이 높게 측정된다고 보고였는데, 금번 조사도 모

두 학생이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총부유세균도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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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교별 총부유세균 농도

표 6. 초·중학교 부적합 건수                                                  (단위: 개교)

청소상태와 총부유세균과의 상관관계는 청소상태가 안 좋은 학교들이 대체로 총부유세균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p-value는 0.394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는 없었고(그림 7), 입지별로는 오

히려 청정지역 학교가 총부유세균이 높게 측정된 학교가 있어, 입지별로 뚜렷한 경향은 없었다

(p-value 0.410)(그림 8). 다만 그림 9와 같이 환기가 안 될수록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총부유세균 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유의한 결과로 판단된다(p-value 0.0029).

p=0.410 p=0.394

그림 7. 청소상태와 총부유세균                 그림 8. 학교 입지와 총부유세균

구 분 조사대상 상반기 부적합 하반기 부적합

초 등 6 4 3

중 등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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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29

그림 9. 이산화탄소와 총부유세균

3.3.3 이산화탄소(CO2)

주로 학생들의 호흡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라기 보다는 환기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측정한다. 본 조사에서 상·하반기 2회 측정 중 1시간 측정 평균값이 기준을 초

과한 학교가 많았다. 측정당시 창문이 조금씩 열린 상태였지만 재실 인원이 많고 공기 순환이 

좋지 않은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도로변 학교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학교가 많았고 일부 학교는 소음으로 인해 수업시간에는 창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자연환기

가 아닌 기계식 환기필요성이 있었다.

그림 10. 학교별 이산화탄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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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26

p=0.347

그림 11 청소상태와 이산화탄소 농도          그림 12. 학교 입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청소상태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는 청소상태가 안 좋을수록 이산화탄소는 높은 경향이었고

(p=0.126)(그림 11), 입지별로는 그림 12와 같이 도로변 학교가 높은편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p=0.347). 선행연구를 보면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교

실에서 1,000 ppm을 초과하는 양상이었고 홍콩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공조장치와 천장 송풍기

가 있는 교실에서도 자주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 ppm을 초과하였다고 하였다.13),14) 또한 불량

한 실내공기질이 결석률을 증가시키고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며 환기율과 수학시험성적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p<0.10).15)

3.3.4 미세먼지(PM10)

그림 13에 학교별 미세먼지(PM10) 농도를 나타내었다. 공단지역 학교가 기준에 부적합한 학

교가 많았고 상·하반기 모두 부적합한 학교도 공단지역 학교로 두 군데 있었다. 대기 중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았던 상반기에는 수치가 기준보다는 낮았어도 기준인 100 ㎍/㎥ 에 근접한 학

교가 대부분 이었고 청정지역 학교도 한군데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 해당학교는 교실

과 복도가 모두 오래된 나무 재질이었으며 조사대상 학교 중 가장 학생들 활동성이 높은 초등

학교 였다. 선행연구에서 신 등16) 은 중·고등학교 중 여학교의 PM10 농도가 낮았고 이보다는 

초등학교 농도가 더 높았으며 활동성 높은 남학생 교실의 PM10 농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등8) 이 교실 또는 복도의 바닥재가 나무로 되어있는 학교에서 PM10 농도가 유지관리 기준

을 훨씬 초과하였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입지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그림 14와 같이 입지별 큰 차이는 없었다. 공업단지 위치 학

교가 가장 농도범위가 넓었고 도로변 학교는 비슷한 데이터 분포를 갖고 있었다. p-value는 

0.150으로 입지별 차이를 유의성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림 15와 같이 환기가 안 될수록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는 양의 상관관계는 보였으나 몇몇 벗

어나는 학교가 있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못했고(p=0.093) 외부 미세먼지(PM10) 농도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도 그림 16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는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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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p=0.164). 그러나 청소상태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는 청소상태가 좋지 않

을수록 농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p=0.0272)를 보여주었다(그림 17).

그림 13. 학교별 미세먼지(PM10) 농도

p=0.150 p=0.093

그림 14. 입지별 미세먼지(PM10) 농도          그림 15. 환기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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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64

그림 16. 외부 미세먼지(PM10) 농도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p=0.0272

그림 17. 청소상태에 따른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3.4 학교미세먼지 원인과 특성

3.4.1. 학교 미세먼지 측정방법별 농도특성

그림 18과 그림 19는 상·하반기 광산란법과 중량법으로 교실 내·외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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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상반기 실내·외 미세먼지(PM10)농도비교          그림 19. 하반기 실내·외 미세먼지(PM10)농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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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법, 광산란법 모두 대부분의 학교 교실이 같은 학교 옥상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또한 

중량법이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광산란법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20과 같이 이는 상당히 

유의한 결과(p=0.008)로 광산란법과 중량법으로 같은 지점을 동 시간에 측정하였을 때 상이한 결과

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0. 중량법과 광산란법 미세먼지(PM10) 비교

중량법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의 미세먼지 농도측정의 제1법으로, 인증된 시험법인 반면 광

산란법은 공정시험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방법이다. 광산란법의 오차 가능성은 그림 21로 설명할 수 

있다. 습도와 중량법대비 광산란법의 농도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습도가 높을수록 광산란법

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L/W(광산란법/중량법)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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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광산란법/중량법과 습도관계

광산란법으로 교실에서 2시간 동안 측정한 미세먼지(PM10) 농도 변화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학생들의 움직임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치가 많이 변함을 알 수 있다. 광산란법이 미

세먼지 농도 변화를 알아보기는 유용하나 순간측정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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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광산란법으로 측정한 교실내 미세먼지(PM10)농도

3.4.2. 교실내 미세먼지 중 이온성분 농도

학교별 이온성분 분포는 그림 23, 24, 25에 나타내었다.

SO4
2-, NO3

-, NH4
+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2차 오염이온으로 공단지역 학교 교

실에서 SO4
2- 농도는 PM10 중 9.4 ~ 18.2% 분포를 보였고 NO3

- 농도는 1.8 ~ 25.8%를, NH4
+

는 1.2 ~ 2.0% 분포를 보였다. 특히 I2 학교에서 2차 오염이온의 합이 40.5%로 높은 분포를 보

였는데 같은 시기 외부 옥상의 2차 오염이온농도는 19.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외기에 의

해 높은 농도를 보였다기 보다 기존에 쌓여있던 실내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이나 기타 알수 없

는 내부 요인으로 2차 오염이온이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로변 학교는 SO4
2- 농도

가 PM10 중 5.1 ~ 16.0%, NO3
- 농도는 1.3 ~ 9.6%를, NH4

+는 1.5 ~ 2.5% 분포를 보였다. 공단

지역 학교보다 NO3
- 농도 분포가 크지 않았다. 또한 청정지역 학교는 PM10 중 SO4

2- 농도가 

4.8 ~ 12.3%, NO3
- 농도는 3.3 ~ 6.6%를, NH4

+ 농도 0.7 ~ 3.2%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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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공단지역 학교 교실내 이온성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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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도로변 학교 교실내 이온성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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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청정지역 학교 교실내 이온성분 분포

표 7, 8에 교실내 미세먼지 중 PM10중 PM2.5의 비율과 PM10 중 2차오염이온 비율을 나타내

었다. 청정지역이었으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았던 CI 학교의 경우 교실 내·외 모두 PM10 중 

2차 오염이온 비중이 높지 않고 자연기원 이온인 Ca+, Na+ 등이 비교적 많이 검출되어 미세먼

지는 교실 바닥의 오래된 나무 등 자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27에 입지별 실

내·외 이온성분 분포를 나타내었다. 공업단지에 위치한 학교 교실에서 SO4
2-, NO3

- 가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실외에서는 오히려 청정지역에서 SO4
2- 농도가 높게 나타나 입지별 뚜렷

한 연관성은 찾기 어려웠다.

표 7. 교실내 PM10 중 PM2.5 비율과 PM10 중 2차 오염이온

구분 PM2.5/PM10 2차 오염이온(SO4
2-, NO3

-, NH4
+)/PM10

공단지역

I1 (초등) 92.4% 17.1%

I2 (초등) 88.4% 40.5%

I3 (중등) 68.0% 25.3%

I4 (초등) 58.1% 21.2%

도로변

R1 (중등) 90.6% 7.4%

R2 (초등) 69.7% 20.8%

R3 (중등) 88.8% 27.4%

R4 (초등) 80.9% 11.3%

청정지역
CI (초등) 82.1% 8.1%

CM (중등) 84.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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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외(옥상) PM10 중 PM2.5 비율과 PM10 중 2차 오염이온

구분 PM2.5/PM10 2차 오염이온(SO4
2-, NO3

-, NH4
+)/PM10

공단지역

I1 (초등) 94.4% 17.9%

I2 (초등) 99.1% 19.3%

I3 (중등) 98.4% 24.3%

I4 (초등) 83.2% 23.1%

도로변

R1 (중등) 72.0% 18.9%

R2 (초등) 89.6% 55.7%

R3 (중등) 92.2% 22.1%

R4 (초등) 95.7% 13.0%

청정지역
CI (초등) 74.6% 8.8%

CM (중등) 105.3% 10.9%

그림 26. 입지별 교실내 이온성분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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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입지별 실외(옥상) 이온성분 농도 분포

표 9에 학교별 교실내 중금속 농도를 나타내었고 그림 28에 입지별 교실내 중금속 분포를 

나타내었다. 입지별로 특이한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는 없었다. 대부분 자연기원 중금속으로 알

려진 Al, Fe, Zn 등이 많이 검출된 양상이었다.

표 9. 학교별 교실내 중금속 농도                                           (단위: ㎍/㎥)

지
점

Al Fe V Mn Co Ni Cu Mo Ba Zn Cr Pb Cd Si

I1 0.139 0.114 0.011 - 0.004 0.011 0.037 - 0.008 0.103 0.008 0.011 0.001 0.003

I2 0.461 0.041 0.010 0.055 0.047 0.008 0.021 - 0.012 0.239 0.015 0.037 - 0.158

I3 0.083 0.444 0.010 - 0.003 0.014 - 0.001 0.012 0.079 0.026 0.005 - 0.050

I4 0.336 4.270 0.013 - - 0.045 0.293 0.001 0.014 0.119 0.022 0.010 - 0.075

R1 0.250 0.804 0.010 - - 0.024 - 0.003 0.013 　 0.010 0.009 - -

R2 0.203 0.197 0.011 - 0.003 0.013 0.023 0.001 0.016 0.159 0.036 0.003 - 0.038

R3 0.127 0.324 0.011 - 0.001 0.017 - 0.002 0.014 0.153 0.010 0.017 - 0.024

R4 0.072 0.263 0.012 - - 0.009 - 0.001 0.006 0.106 0.007 0.006 - -

CI 0.216 0.371 0.012 - 0.003 0.013 0.039 0.003 0.015 0.263 0.007 0.050 - 0.034

CM 0.185 0.248 0.012 0.020 - 0.005 0.159 0.001 0.007 0.069 0.003 0.067 -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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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입지별 교실내 중금속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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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전북지역 공단지역, 도로변, 청정지역 등 입지별 총 10개교에 대해 학교 실내공기질 특성조사

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10개교 중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상·하반기 모두 부적합한 학교는 5개

교 였다.

2. 2016년 1년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다중이용시설 검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폼

알데하이드를 제외한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미세먼지(PM10) 모두 학교교실이 농도가 높

았다.

3. 오염을 일으키는 인자와 검사항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총 부유세균은 환기정도와 유

의한 상관이 있었고 미세먼지(PM10)는 청소상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4. 측정방법간 미세먼지(PM10) 농도를 비교하면 다중이용시설 측정방법인 중량법이 학교 미

세먼지 측정방법인 광산란법이 유의미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측정했을때 광산란법이 낮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광산란법은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하는데는 유용하나 습도 등에 의해 오차발생 가능

성이 높으므로 순간측정으로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6. 2차 오염이온이 공단지역 학교는 17.1% ~ 40.5%, 도로변학교는 7.4% ~ 27.4%, 청정지역 

학교는 8.1% ~ 21.8% 범위로 조사되었고 입지별 뚜렷한 경향은 없었다.

7. 교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은 주로 자연기원 중금속이 존재하고 유해가 우려되는 수

준은 아니었다. 또한 입지별 특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5. 제 안

학교 실내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검사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한 결과 부적합한 학교가 많았

다. 원인은 외부요인보다는 청소상태 등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학교별 특성은 

있었으나 입지별 큰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학생이 상주하는 학교는 내부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외부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진 않았다.

검사방법 측면에서 보면 학교는 간이법인 광산란법으로 교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자체 

관리하는데 중량법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큼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교실 특성상 측정에 장시

간을 요하는 중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광산란법을 보완하여 순간측정이 아닌 1 ~ 2시간 정

도 일정시간 측정후 평균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측정방법 개선보다 현재 교실내 실내공기질 실태가 좋지 않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을 권장하는데 학교는 외기보

다는 오히려 실내 오염인자로 공기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순이 있음을 알수 있다. 따

라서 보여주기식 점검보다는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실마다 기계식 

급·배기 장치를 갖추어 공기흐름을 유지하고 진공청소기로 청소방법을 개선하며 공기청정기 

등을 배치하여 자연 환기가 불가능할때 즉,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시 활용해야 한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보

- 196 -

참고문헌

1. 조준, 박종안, 손부순, 양원호, “도로변 지역의 이산화질소 확산에 따른 주택 실내공기질 영

향”,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8(4), 373-379(2002)
2. Levy J. I., Lee K., Spengler J. D., “Impact of residential nitrogen dioxide exposure on

personal exposure, An international study”, Journal of Air and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48, 553-560(1998)
3. 정준식, 박덕신, 전형진, 송혜숙, 이민종, “일부 학교 교실의 실내공기질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5) 3643-3652(2015)

4. Shundell D. G., Prill R., Fisk W. J., Apte M. G., Blake D. and Faulkner D., “Association
between CO2 concentrations and student attendance in Washington and Idaho”, Indoor

Air, 14, 333-341(2004)

5. Daisey J. M., Angell W. J. and Apte M. G., “Indoor air quality, ventilation and health
symptoms in schools: an analysis of existing information”, Indoor Air, 13, 53-64(2003)

6. Roosbroeck S. V., jacobs J., Janssen N. A. H., Oldenwening M., Hoek G. and Brunekreef

B., “Long-term personal exposure to PM2.5, soot and NOx in children attending schools
located near busy roads, a validation study”. Atmospheric Environment, 41,

3381~3394(2007)

7. Chow J. C. and Watson J. G., “Guideline on Speciated Particulate Monitoring“, U.S.
EPA(1998)

8. 이치현, 이병규, 김양호, 이지호, 오인보,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실내공기오염물질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농도 분석”,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7(1) 97-116(2011)
9. Lee BK, A. Kim, T.T.T. Duong, and H. Kim, “A study of analysis and reduction of an

elementary school”, Proceedings of BUEE 2006;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98-103(2006)
10. 정연희, 최상준,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실내 및 대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 평가”, 한국환

경보건학회지, 33(5), 372-378(2007)

11. 조태진, 최한샘, 전용택, 이치원, 이종대, 조혜미, 손부순, “충남지역 학교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회지, 17(5), 501-508(2008)

12. 김윤덕, 2007, “여름철 대도심 학교교실의 실내공기환경 측정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

문집, 27(1), 63-74(2007)
13. 양원호, “학생들의 시간활동 양상 및 학교 실내공기질”,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1(6),

17-22(2014)

14. Lee SC, and Chang M., “Indoor and out door air quality investigation at schools in
Hong Kong”. Chemoshpere. 41, 109-113(2000)

15. Shaughnessy R. J., Shaughnessy U. H., Nevalainen A., Moschandreas D., ”A preliminary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ventilation rates in classrooms and student
performance“, Indoor Air, 16 465-468(2006)

16. 신은상, 김진우, “수원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실의 실내 공기오염도에 관한 연구”, 대한위생

학회지, 17(1), 20-27(2002)



현장후각측정법을 이용한 악취실태조사 연구

- 197 -

현장후각측정법을 이용한 악취실태조사 연구

남두천†･송주훈･김태승･박소영･정주리･김종신･김향미･박정제･유택수

생활환경과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in Odor Management Area by Grid

method.

Tu-Cheon Nam†, Ju-Hoon Song, Tae-Seung Kim, So-Young Park, Ju-Ri Jeong,

Jong-Sin Kim, Hyang-Mi Kim, Jeong-Jae Pak, Taek-Soo Yoo

Division of Living Environment

Abstracts

The existing method to measure the odor intensity based on the emission sourc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dor situation in the complaint area. Therefore, we conducted a more appropriate survey

on the odor complaint areas and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them.

The grid was constructed at intervals of 100 m and the spot constituting the grid were divided into

four rounds. Surveys were conducted at 3-hour intervals per round. It was measured 60 times at

intervals of 10 seconds for 10 minutes, and when the odor was detected more than 6 times(10%), 1

Odor Hour was indicated as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odor.

The first measurement period was from June to July, 2017, and the second measurement was

conducted in September. The measurement time was uniformly distributed between 05:00 and 24:00,

and 13 times at each point. The odor exposure for each grid was divided by the number of times

the odor was detected at the spot of each grid (N = 52).

Considering only the odor frequency of livestock manure, in the first survey, the odor exposure of

9 gird was 0.019 ~ 0.288 and 4 grids showed more than 0.15. In the second survey, odor exposure of

10 grids was 0.038 ~ 0.288, and 5 grids showed more than 0.15 odor exposure frequenc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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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of exposure to odor was higher in the grid near the source of the odor source and in the

lower air velocity.

As a result of previous survey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ase that exceeded the stringent

emission lim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lodor damage in the complaint area was more actively

reflected.

Key words : odor, odor survey, grid method

요약문

본 연구는 배출원 중심으로 악취강도를 측정하는 기존 악취실태조사방법이 민원발생지역의 악취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인근에 위치한 마을을 대상으로 악취발생빈도

로 평가하는 현장후각측정법을 적용하고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보다 적합한 실태조사방법 도입을 위한 타

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 지역은 완주군 내에 위치한 악취관리지역 부근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지역을 약

100 m 간격으로 격자를 구성하고, 격자를 구성하는 꼭지점을 4개 라운드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라운드별

로 3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고, 각 지점에서 10분간 10초씩 60회 측정하여 이중 10%인 6회 이상 악취 감

지시 1 Odor Hour로 표시하여 악취발생 빈도로 나타냈다.

1차 측정기간은 2017년 6월에서 7월까지, 2차 측정은 9월에 실시하였다. 측정시간대는 05시에서 02시 사

이의 시간대를 골고루 안배하여 각 지점에서 각각 13회씩 측정하였다. 격자별 악취노출도는 각 격자의

꼭지점에서 악취가 감지된 횟수(n)를 측정한 횟수(N=52)로 나누어 결과를 나타냈다.

조사지역에서의 주요 민원 발생요인인 축산분뇨 감지 빈도만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1차 조사에서 9

개 격자의 악취노출도는 0.019 ~ 0.288이었고 이중 4개 격자가 0.15 이상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10개 격

자에서 0.038 ~ 0.288이었고 5개 격자가 0.15 이상의 악취노출도를 보였다. 악취발생원인 축산농가에서 가

까운 격자 일수록, 풍속이 낮은 상태일수록 악취노출빈도가 높았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으나 현장후각측정법을 적용한 결

과 0.15 이상의 악취노출도를 보인 격자가 다수 조사되어 민원지역의 악취피해 정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악취 감지 시간대와 공간 분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악취 피해지역

에서의 적절한 악취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악취, 악취실태조사, 현장후각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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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04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대기물질과는 별도로 규제기준을 설정

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은 오

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법적 규제기준의 설정과 이를 통한 관리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악취 수용자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악

취평가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1)

현재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건강과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실시하도

록 되어 있으며(악취방지법 제4조) 여러 악취물질이 혼재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공기희석관능

법과 해당지역에서 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분석법을 이용하여 

분기 1회 이상 조사하고 있다.

악취는 감각공해로서 평균농도보다 순간적인 최대농도가 의미가 있다.5) 그러나 악취공정시

험기준에 따른 복합악취 시료채취는 5분 이내에 유효한 양의 공기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간 동안 악취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료 분석결과 최고치가 아닌 시료채취 시간동

안의 평균 취기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실태조사 결과 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의 측정 농도는 대부분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수준으로 나타나3) 악취영향지역에서 악

취수용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기희석관능법은 시료 채취 후 48시간 이내 분석을 원칙으로 하나 시료채취, 운반, 평

가시까지 방치되는 시간이 발생하여 악취물질이 시료채취 주머니 내부에 흡착, 자체 반응에 의

해 소멸의 우려가 있어 시료 손실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4)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공기희석

관능법 이외에도 직접관능에 의한 악취세기를 표시하여 현장 악취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가 있었다.7) 한편 지정악취물질을 모두 분석해도 악취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기기분

석을 통해 한정된 수의 악취 화합물의 농도를 분석하더라도 악취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효

과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6)

악취 민원은 악취를 느끼는 빈도와 지속시간을 근간으로 여기에 피해 주민의 감정이 더해져 

민원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진다.2) 악취 규제의 목적은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

함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악취 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실

태조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후각측정법(Grid Method)으로 악취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순간적으로 발생 및 소멸하는 악취 특성에 적합한지, 악취영향지역에서의 

민원 발생과 부합하는 조사 결과를 보이는지, 또한 실태조사시 조사 방법의 편의성과 인력 운

용 사항은 어떤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2.1 조사 대상지역 현황

조사대상지역은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양돈장(2007년 10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인근 마을

에서 실시하였다. 양돈장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조사대상지역으로 바람 

길이 열려 있어 특유의 양돈분뇨 냄새로 인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표 1에서 보듯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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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실태조사 결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그림 1. 조사 대상지역 현황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지점

표 1. 2015 ~ 2017년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복합악취 결과              (단위: 희석배수)

구분 년도 기 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주간 야간 새벽

경계-1

2015 10 8 5 4 8 6 8 5 6

2016 10 5 6 5 5 5 8 4 4

2017 10 5 8 4 5 6 7 5 5

경계-2

2015 10 4 4 4 4 4 5 5 5

2016 10 4 4 4 4 4 3 6 4

2017 10 6 3 5 5 5 4 5 4

인근-1

2015 10 3 4 5 3 4 4 4 3

2016 10 3 5 3 4 4 4 5 3

2017 10 3 3 4 5 4 3 5 3

인근-2

2015 10 3 3 4 3 3 4 3 3

2016 10 3 3 3 3 3 3 3 3

2017 10 3 4 3 3 3 3 3 4

인근-3

2015 10 3 3 3 3 3 3 3 3

2016 10 3 3 3 3 3 3 3 3

2017 10 3 3 3 3 3 3 3 3

평 균

2015 10 4 4 4 4 4 5 4 4

2016 10 4 4 4 4 4 4 4 3

2017 10 4 4 4 4 4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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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격자구성

본 조사에서 이용한 악취실태조사 방법은 현장후각 측정법(Grid Method)으로 독일에서 사용

하고 있는 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안을 이용하였다.

주요 민원발생지역인 양돈장 인근의 마을 지역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악취배출

사업장으로부터 약 600 m 이상 떨어진 마을을 100 m 간격으로 평가 격자를 구성하였다. 전체 

지점 중 마을 외곽에 위치한 2개 지점(A-2 및 B-2)이 600 m 이내에 위치하였으나 악취배출원 

인근 지점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측정지점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9개 격자로 총 16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해당 악취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개 격자를 추가하여 10개 격자 20 지

점을 선정했다. 본격적인 실태조사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선정한 지점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격자 꼭지점과 최대한 가까운 지점으로 조정했다.

격자를 구성하는 꼭지점은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시간 간격으로 각각 13회 측정하였다.

동일한 격자를 구성하는 꼭지점은 같은 그룹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측정하지 않게 그룹화 하였다.

그림 2. 악취실태조사 격자 구성

2.3 측정 기간 및 방법

1차 측정은 2017년 6월 12일 ~ 19일, 7월 13일 ~ 19일까지, 2차 측정은 9월 6일 ~ 26일까지 

실시했다. 측정 전 방문일자, 시간, 조사 그룹, 판정요원을 정한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를 실시했다. 측정 시간대는 새벽(05시 ~ 07시), 오전(07시 ~ 12시), 오후(12시 ~ 18시), 저녁(18

시 ~ 22시), 심야(22시 ~ 02시)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간대에 골고루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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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장후각측정을 이용한 악취실태조사 모습

현장에서 측정에 참여하는 판정요원은 악취강도 인식시험과 악취종류 인식시험을 통해 선정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판정요원은 측정 지점에서 10분동안 10초씩 60회 측정을 실시하고 냄새

가 감지되면 해당 시간대에 냄새 종류를 구분하여 아래의 현장후각측정기록표에 기록하였다.

60회 측정중 10%인 6회 이상 냄새 감지시 1 Odor Hour로 표시하고 악취발생빈도로 평가하였

다. 동시에 기상측정장비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온도, 습도, 기압, 풍향, 풍속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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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후각측정기록표
· 판정요원 성명 : · 측정 일시 :
· 측 정 주 기   : A B C D · 측정 지점 : -
· 측정 시작 시간 : 시      분           · 측정 종료 시간 : 시      분

1st minute 2nd minute

냄새의 종류

0 : 무취

1 : 축산분뇨 냄새

2 : 퇴비 냄새

3 : 음식물 냄새

4 : 하수구 냄새

5 : 기타

3rd minute 4th minute

5th minute 6th minute

7th minute 8th minute

9th minute 10th minute

기상 자료  바람 세기 

없음 약함 보통 강함 태풍

구름 낀 정도

전혀 없음 약간 낌 많이 낌 전체

강우

없음 이슬비 비 눈 안개 기타

기상장비측정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습도 기타

풍 향

측정된 풍속자료를 바탕으로 뷰퍼트 풍력 계급표를 참고하여 풍력 계급을 산정하였다. 뷰퍼

트 풍력 계급은 고요(0.0 ~ 0.2 m/s), 실바람(0.3 ~ 1.5 m/s), 남실바람(1.6 ~ 3.3 m/s)등으로 

풍속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 있다. 한편 기상청에서는 관측된 풍속이 0.4 m/s 이하일 때 바

람이 불지 않는 고요 상태로 발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조사에서는 고요(0.0 ~ 0.2

m/s), 약한 고요(0.3 ~ 0.4 m/s) 실바람(0.5 ~ 1.5 m/s)등으로 구분하여 풍력 계급을 나누었다.

주풍향은 측정 시간동안 최대 빈도로 불어온 풍향을 주풍향으로 하였다.

2.4 악취발생빈도 산출 및 결과 표시

현장후각측정기록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식을 이용하여 격자별로 악취발생빈도를 산출하

였고 산출된 결과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조사지역에서의 악취노출정도 현황을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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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여기서, EXP : 평가 격자에서의 악취발생빈도

N : 평가 격자의 꼭지점에서 측정한 횟수 (N=52 or 104)

n : Odor Hour 횟수의 합

7/52
(0.13)

2/13

0/13 1/13

4/13

그림 4. 악취발생빈도 결과 표시 사례

현재 국내에서는 현장후각측정의 결과인 악취발생빈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으로 부득이

하게 독일 기준을 참고하여 (마을 기준 악취노출도 0.15) 결과를 판단하였다.

표 2. 악취발생빈도 기준(토지활용에 따른 노출한계값, 독일)

구분 주거 지역 상업 및 공업지역 마을

기준 0.1 0.15 0.15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지역 주풍향

대기의 안정도는 Pasquill 등급 A-G로 표시될 수 있으며 여기서 A는 강한 불안정, D는 중

립, G는 강한 안정을 나타낸다. 강한 불안정은 더운 날 낮 동안 나타나며 이 때 대기는 수직방

향으로 급속한 혼합이 일어난다. 중립 대기는 바람이 강하고 풍속이 강하거나 운량이 많은 시

간에 나타난다. 안정 대기는 수직 방향 기류 이동이 거의 없는 무풍상태의 맑은 날 밤에 나타

난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 악취 물질은 주로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고 안정한 경우는 수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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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게 되어 지표 부근에서 악취 농도는 안정일 때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악취 감지와 상관성이 있는 조사 지역의 기상여건을 알아보고자 조사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풍향 및 풍속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된 전체 기상 중 바람이 불지 않는 정

온(calm) 비율을 알아보았다. 뷰퍼트 풍력계급 기준(0.2 m/s)으로 고요 상태는 55.0%였으며 기

상청 기준(0.4 m/s)으로는 84.1%로 나타나 대기가 안정한 때가 많았으며 특히 야간에 정온 비

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람이 부는 경우 측정된 풍향별 빈도를 살펴보면 양돈장

이 위치한 북북동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돈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조

사 지역에 영향을 주기 쉬운 기상 환경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악취실태조사지역 풍속 측정 결과 정온(calm) 비율

구   분
0.2 m/s이하

(뷰퍼트 풍력계급 기준)
0.4 m/s이하

(기상청 기준)

전   체 55.0% 84.1%

주   간 40.4% 75.9%

야   간 77.5% 96.7%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풍향별 빈도 및 평균풍속(뷰퍼트)

빈도 (최대 8.1 %)

평균풍속 (최대 0.7 m/s)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북

북북동

북동

동북동

동

동남동

남동

남남동

남

남남서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북서

북북서

풍향별 빈도 및 평균풍속(기상청)

빈도 (최대 3.6 %)

평균풍속 (최대 1 m/s)

그림 5. 악취실태조사지역 풍향별 빈도 

3.2 1차 악취노출도 조사 결과

1차 조사는 2017년 6월 12일 ~ 19일, 7월 13일 ~ 19일에 실시했다. 격자별로 감지된 모든 냄

새를 대상으로 정리한 악취 노출도는 0.038 ~ 0.308의 범위로 조사되었으며 마을 기준(독일)인 

0.15 이상의 빈도를 보인 격자는 전체 9개 격자 중 6개이었다. 감지된 냄새 중 축산분뇨에 의

한 악취노출도는 0.019 ~ 0.288의 범위였고 9개 격자 중 4개 격자가 0.15 이상의 악취노출도를 

보였다. 조사 지역중 악취관리지역에 가까운 북쪽일수록, 바람이 불어나가는 서쪽일수록 높은 

악취노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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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2
5

5

1

5

2
3

0

1

34

0
2

16/52
=0.308

10/52
=0.192

7/52
=0.135

9/52
=0.173

14/52
=0.269

12/52
=0.231

16/52
=0.308

5/52
=0.096

2/52
=0.038

악취관리지역

악취 노출도

~ 0.15

~  0.20

~  0.25

~  0.30

0.30 ~

현장후각측정법 실태조사결과
(1차전체냄새감지)

그림 6. 1차 악취노출도 결과(전체 냄새)

4

1
1

2
4

1

0

4

1
3

0

0

24

0
0

15/52
=0.288

2/52
=0.038

4/52
=0.077

6/52
=0.115

9/52
=0.173

9/52
=0.173

13/52
=0.250

1/52
=0.019

1/52
=0.019

현장후각측정법 실태조사결과
(1차축산분뇨)

악취관리지역

악취 노출도

~ 0.15

~  0.20

~  0.25

~  0.30

0.30 ~

그림 7. 1차 악취노출도 결과(축산분뇨)

악취가 감지된 시간대는 Odor Hour로 판정한 40회중 야간(18시 ~ 22시)에 17회로 가장 많

았으며 이중 축산분뇨 냄새가 15회 감지되었다. 축산 분뇨 냄새는 야간, 심야, 새벽 시간대에 

골고루 감지되었다. 오후 시간대에는 퇴비 냄새가 3회 감지되었고 소각, 농약 등의 기타 냄새 

2회 등 농업 활동에 의한 냄새가 감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냄새가 감지된 시간대와 냄새 종류

를 표 4와 그림 8에 나타냈다.

표 4. 시간대별 Odor Hour 판정 횟수(1차)

구분
새벽

(05 ~ 07시)
오전

(07 ~ 12시)
오후

(12 ~ 18시)
야간

(18 ~ 22시)
심야

(22 ~ 02시)
합계

전체 냄새 5 2 9 17 7 40

축산분뇨 4 - 2 15 6 27

퇴비 - - 3 1 - 4

기타 1 1 3 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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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42.5%

오후
22.5%

심야
17.5%

새벽
12.5%

오전
5.0%

악취감지시간대(1차)

축산분뇨
71.1%

퇴비
10.5%

소각
7.9%

농약
5.3%

꽃
2.6%
음식물

2.6%

기타
18.4%

감지 냄새 (1차)

그림 8. Odor Hour 판정 시간대 및 감지 냄새 비율(1차)

3.3 2차 악취노출도 조사 결과

2차 조사는 2017년 9월 6일 ~ 26일에 실시했다. 1차 조사 결과 대상지역 서편에 위치한 마

을에서도 악취가 감지될 가능성이 있어 1개 격자를 추가하여 10개 격자(20 지점)에서 악취발생 

빈도를 조사하였다.

18/52
=0.346

9/52
=0.173

12/52
=0.231

9/52
=0.173

20/52
=0.385

12/52
=0.231

20/52
=0.385

8/52
=0.154

8/52
=0.154

현장후각측정법 실태조사결과
(2차전체냄새감지)

악취관리지역

추가조사지점

4 5 7 3

2

2

5 4 4
6

21 0

34 3

16/52
=0.308

7

1 4

4

악취 노출도

~ 0.15

~  0.20

~  0.25

~  0.30

0.30 ~

그림 9. 2차 악취노출도 결과(전체 냄새)

격자별로 감지된 모든 냄새를 대상으로 정리한 악취 노출도는 0.154 ~ 0.385의 범위로 모든 

격자에서 0.15 이상의 빈도를 보였다. 악취관리지역에 가까운 북쪽에 위치한 격자와 2차에 추

가한 격자에서 0.3 이상의 악취빈도를 보였다. 감지된 냄새 중 축산분뇨에 의한 악취노출도는 

0.038 ~ 0.308의 범위였고 10개 격자 중 5개 격자가 0.15 이상의 악취노출도를 보였다. 2차 조

사 시점인 9월 중에는 새로운 농작물 파종을 위해 조사지역내 경작지에 비료 살포가 많아 전

체적으로 악취감지빈도가 1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추가 조사 지점도 축분에 대한 영향보다 

비료 살포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영향으로 Odor Hour로 판정한 측정 횟수는 전체 68회로 1차(40회)에 비해 많았다. 또

한 야간에 악취 감지가 많았던 1차에 비해 오전 및 오후 시간대의 감지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냄새 종류 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퇴비 냄새에 의한 Odor Hour 횟수는 총 9회로 1차(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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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함께 축산분뇨 냄새도 오전 및 오후, 야간 시간대에 골고루 

상승하였다. 이는 미숙성이 퇴비를 사용하였거나 숙성된 퇴비라 하더라도 살포량이 많은 경우 

축분 악취와 혼재되어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축분 및 퇴비 이

외에 소각, 농약 등 농업 활동에 의한 기타 냄새가 간헐적으로 감지되었다. 냄새가 감지된 시

간대와 냄새 종류를 표 5와 그림 12에 나타냈다.

15/52
=0.288

3/52
=0.058

9/52
=0.173

5/52
=0.096

16/52
=0.308

8/52
=0.154

16/52
=0.308

2/52
=0.038

4/52
=0.077

현장후각측정법 실태조사결과
(2차축산분뇨)

악취관리지역

추가조사지점

4 5 6 3

2

0

3 3 2
5

20 0

11 1
7/52
=0.135

3

0 3

1

악취 노출도

~ 0.15

~  0.20

~  0.25

~  0.30

0.30 ~

그림 10. 2차 악취노출도 결과(축산분뇨)

그림 11. 조사 지역내 경작지에 비료 살포 

표 5. 시간대별 Odor Hour 판정 횟수(2차)

구분
새벽

(05 ~ 07시)
오전

(07 ~ 12시)
오후

(12 ~ 18시)
야간

(18 ~ 22시)
심야

(22 ~ 02시)
합계

전체 냄새 6 18 18 16 10 68

축산분뇨 3 11 12 11 8 45

퇴비 2 2 2 3 - 9

기타 1 2 2 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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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6.5%

오후
26.5%

야간
23.5%

심야
14.7%

새벽
8.8%

악취감지시간대(2차)

축산분뇨
72.6%

퇴비
14.5%

소각
4.8%

농약
4.8%

음식물
1.6%

하수
1.6%

기타
12.9%

감지 냄새 분포(2차)

그림 12. Odor Hour 판정 시간대 및 감지 냄새 비율(2차)

3.4 정온(Calm)상태와 악취 감지의 관계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대기의 연직방향의 온도변화에 따른 수직확산과 바람에 의한 수평확

산으로 구별된다. 수직확산의 정도는 연직방향의 기온변화를 측정함으로서 알 수 있는데 본 조

사에서는 이를 실측하지 못하여 지면에서의 악취 감지여부와 바람에 의한 수평확산에 대한 관

계만을 살펴봤다.

뷰퍼트 풍력 계급표에 따르면 풍속 0.2 m/s 이하의 바람을 정온 또는 고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은 대기가 안정할 때 주변으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면에서 악취 감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 악취가 감지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측정한 기상자료를 비교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6. 축분 악취 감지 및 미감지시의 정온 비율

구    분 1 차 2 차 1차 + 2차

축분 악취 감지
정온 (81.1%) 정온 (58.3%) 정온 (69.0%)

평균 풍속 (0.1 m/s) 평균 풍속 (0.3 m/s) 평균 풍속 (0.2 m/s)

축분 악취 미감지
정온 (53.6%) 정온 (50.8%) 정온 (52.2%)

평균 풍속 (0.3 m/s) 평균 풍속 (0.3 m/s) 평균 풍속 (0.3 m/s)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차 조사에서는 축분 악취 감지시 정온 비율(81.1%)이 미감지시

(53.6%)보다 높았다. 2차 조사에서는 감지시(58.3%)의 정온 비율이 미감지시(50.8%)보다 높긴 

하지만 그 차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대기가 불안정한 오전 및 오후 

시간대에 농작물 파종을 위해 경작지에 비료를 살포한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

과는 표 7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7에는 대기가 불안정한 오전·오후 시간대와 상대

적으로 대기가 안정한 새벽·야간·심야 시간대의 정온 비율과 축분 악취로 인한 Odor Hour 판

정 횟수를 함께 나타냈다. 1차 조사에서는 정온 비율이 높았던 야간에 축분 악취를 감지하는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간에 농업활동이 많았던 2차 조사에서는 정온 비율 자체는 1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주간 시간대에 축분악취 감지 빈도는 상승하여 농업활동에 따라 

악취감지빈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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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간대에 따른 정온 비율과 축분 악취 감지 횟수

구분 1 차 2 차 1차 + 2차

오전
오후

정온 (42.7%)
2 회

정온 (37.9%)
23회

정온 (40.4%)
25회

평균 풍속 (0.4 m/s) 평균 풍속 (0.4 m/s) 평균 풍속 (0.4 m/s)

새벽
야간
심야

정온 (82.4%)
25회

고요 (72.9%)
22회

정온 (77.5%)
47회

평균 풍속 (0.1 m/s) 평균 풍속 (0.2 m/s) 평균 풍속 (0.1 m/s)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된 풍속을 고요, 약한 고

요, 실바람, 남실바람으로 계급을 나누고 풍속 계급에 따른 축분 악취 감지에 대한 차이를 교

차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p=.045<0.05)를 나타냈으며, 풍속이 약할수록 축분 악취 감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풍속에 따른 축분악취 감지 횟수

구분
고요

(0.2 m/s 이하)
약한 고요

(0.2 ~ 0.4m/s)
실바람

(0.5 ~ 1.5m/s)
남실바람

(1.6 ~ 3.3 m/s)

전체 측정 횟수 326 37 104 1

축분 감지횟수 58 6 8 -

표 9. 풍속 계급과 축분 감지 교차분석 결과

　구    분 축분 미감지 횟수 축분 감지 횟수 χ² p

풍속

고요 268(82.2%) 58(17.8%)

6.186 0.045약한고요 31(83.8%) 6(16.2%)

실바람 96(92.3%) 8(7.7%)

4. 결론

악취 피해 지역에서의 악취노출정도를 파악하고자 악취발생 빈도를 측정하는 현장후각측정

법을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악취 노출도가 0.15(독일, 마을기준)를 초과한 격자는 1차 조사에서 모든 냄새 고려시 9개 

격자 중 6개(최대 0.308), 축분만 고려시 4개(0.288) 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모든 냄새 고려시 

10개 격자 모두 초과(최대 0.385)하였고, 축분만 고려시 10개 중 5개(0.308) 였다. 기존 악취실태

조사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던 점을 생각해볼 때 현장후각측정법이 악취수용자 측

면에서의 악취 체감 정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감지된 냄새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축산분뇨(72.0%), 퇴비(13.0%), 소각(6.0%), 농약(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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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취 감지율이 높은 시간대는 1차 조사에서는 새벽, 야간, 심야 시간대

였고 2차 조사에서는 오전 및 오후 시간대로 나타났다. 2차 조사 시기는 비료 살포 등 농업활

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로 측정 시점의 대상지역 여건을 반영한 결과를 나타냈다.

3. 본 조사 지역에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요 악취발생원은 축산분뇨 냄새를 주로 감지하였

고 이외에도 농촌에서 생산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냄새 감지와 그 발생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단 인근에서 현장후각측정법을 

적용한다면 감지되는 악취 종류와 빈도, 시간대 및 기상자료를 통해 주요 악취발생원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측정된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풍속에 따른 축분 악취 감지에 대한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

과 유의한 차이(p=.045<0.05)를 나타냈으며, 풍속이 약할수록 축분 악취 감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제안 사항 

향후 현장후각측정법으로 실태조사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에 맞도록 지역에 따른 악취

노출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악취의 질 또한 수용자들의 용인성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이므로 감지 빈도와 함께 측정시점의 악취의 질을 함께 조사하여 악

취 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각을 인

지하는 정도가 개인별로 다양하므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조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측정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거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사사 

이 연구는 “현장후각측정법을 이용한 악취측정법 개선” 사업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악취

분야 공동연구조사로 추진되어 국고보조금이 일부 지원되어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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