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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기후변화와 여름철 고온 등으로 인한 녹조현상, 각종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학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접촉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기·수질·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농작물의 변색이나 괴사를 유

발하는 등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여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인

력에 의존해 공장 인근의 먼지, 악취 등을 감시하거나 화학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 제한적으

로 검출센서를 설치해 사고를 감시하고 있으나 미설치 지역에 대한 능동적 탐지가 어렵고, 공간적

분포 탐지가 불가능하여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물질 고유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토지피복, 식생, 수질 등

의 식별에 활용되고 있어 화학물질 감지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하천의 화학물질 감지를 위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해화학물

질의 일종인 황산, 염화티오닐, 톨루엔을 대상으로 지점 분광복사계로 촬영하여 각각의 화학물질

이 갖는 분광특성을 수집하여 초분광 영상으로 상호 구분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치

검출 및 신뢰도 높은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다회 반복촬영하였으며 반사도의 표준화를 위해 백색

판을 동시에 측정하고 이를 정규화하여 분광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결과, 대상 화학물질 별 식별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유해화학물질 분광 라이브러

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사고물질의 식별 및 농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적용하여 신속하게 화학사고 발생여부 감지 및 대응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용어 : 유해화학물질, 초분광센서, 화학사고, 하천원격탐사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2018001960001).

* 정회원⋅단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석사과정⋅E-mail : kwonmovie@naver.com

** 정회원⋅단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E-mail : dongsu-kim@dankook.ac.kr

*** 정회원⋅단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연구교수⋅E-mail : yhj87@HyRSLab.com

**** 정회원⋅명지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연구교수⋅E-mail : seojuny@paran.com

2019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 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