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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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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s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Equipment 
to Support Decision-making of the Resident Evacuation 

in the Event of a Chemical Accident

Joo-Yeon Oh 1), 2)·Tae Wook Lee 3)†Kuk Cho 4)

Abstract: After the hydrogen fluoride leak in Gumi in 2012, the government has been systemiz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such as responding to and managing chemical accidents.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is in charge of evacuation of residents following chemical
accident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In this study, an
application plan was presented to support and utilize the decision-making support for evacuation of
residents after a chemical accident using the chemical accident investigation equipment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In the equipment operation system for scientific
information collection due to chemical accidents, the roles and purpose of use of long/short distance
measurement equipment were presented according to regular and emergency situations. Using the data
acquired through long/short distance measurement equipmen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ident
evacuation decision-making by monitoring whether chemicals are detected in an emergency and
managing data on detected substances by company in a regular situation. As a result of measuring
chemical substances in order to verify on-site usability by equipment only for the regular operation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real-time detection of chemical substances is possible with long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check the measurable distance
and range of the equipment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short distance measuremen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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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 구미에서 발생된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인해

우리나라는화학사고에대한인식과화학사고대응및

화학물질관리에대하여큰전환점을맞게되었다. 2012

년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인

해사망자 5명, 부상자 18명이발생하였으며, 막대한재

산피해를 입었다. 이를 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강화및재난관리지원시스템개발등개

선이시급하다는시사점을안겨주었다(Gumi City Hall,

2013). 이후, 화학사고및이로인한재난상황을예방·관

리하기위해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등정부부

처에서화학사고및재난대응시스템을마련하여운용

하고있다.

정부부처에서운용하는화학사고및재난대응시스

템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라 국민(근로자 포함)의 생명

(건강포함)을보호하고, 사고재발방지등예방·관리를

하는 데에 공통의 목적이 있으나, 각 부처에서 수행하

는 업무에 따라 세부적인 목적의 차이가 있다. 환경부

에서는화학사고의대응체계구축및화학물질안전관

리를 위해 2013년에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였으며

(NICS, 2022a), 『화학물질관리법』에의거하여화학물질

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유

해·위험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등에서의산업재해를

예방하고근로자의안전·보건을유지·증진함에목적을

두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체제 확립 및 재난

의예방·대비·대응·복구를통해국민의신체및재산을

보호함에목적이있다.

환경부와행정안전부에서는화학사고및재난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목적 및 업무가 유사한 것으로 보

이나, 두부처의업무목적및기능은차이가있다. 환경

부는사고발생시환경상위해를우선적으로대응·관리

하고 이에 따른 인근 주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관리

를 수행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사고발생시 국민의 생명

및재산을우선적으로보호하기위한안전관리를수행

한다.

화학사고의경우, 사고에의한피해가발생지점에만

국한되지않고단시간내넓게확산될수있으며, 한가

지의 재난 유형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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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carbon-based substances were mainly detected,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measured at a
higher level in Ulsan-Mip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an in On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support decision-making in the event of chemical accidents
through continuous data construction in the future.
Key Words: Chemical accident, Portable GC/MS,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Decision-making,

Resident evacuation

요약: 2012년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이후정부는화학사고의대응과수습등재난관리를체계화하고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근거로화학사고발생에따른주민대피에대한명령을소관하

고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화학사고조사장비를활용한화학사고이후주민대피의사

결정지원및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화학사고로인한과학적정보수집을위한장비운용체계는상시와비상

시로구분하여원거리측정장비와근거리측정장비의역할및활용목적을중심으로제시하였다. 원·근거리측

정장비를통해취득된데이터를활용하여비상시에는화학물질의검출여부를모니터링하고, 상시에는업체별

검출물질에대한데이터를관리함으로써주민대피의사결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상시운용체

계에한하여장비별로현장활용성을검증하기위해화학물질을측정한결과, 원거리측정장비에서는화학물

질의실시간검출이가능함을확인하였으며, 추후장비의측정가능거리및범위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는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리 측정장비의 경우, 탄화수소 계열의 물질이 주로 검출되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비해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높은수준으로측정된것을확인하였다. 향후지속적인데이터구축을통해

화학사고발생에따른의사결정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 및 빠른 판단이 요구

된다(Kim et al., 2020; Jeon et al., 2021). 특히, 화학물질누

출사고의경우에는사고의정도에따라주민의건강을

보호하기위해피해가예상되는지역의주민대피가필

요할수있다.

이에, 환경부와행정안전부에서는화학사고대응체

계 및 주민대피 등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였

다(NICS, 2018; MOIS, 2020). 사고발생 시 소방은 사고

현장 대응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며,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CARIS) 앱을활용하여사고내용을

전파하고, 사고영향범위를예측한다. 또한, 지방환경청

및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사고물질 탐지 및 주민

대피여부를판단하기위한정보를제공한다. 이러한과

정에서생성된많은정보와자료들을바탕으로, 관계부

처의 상환판단회의를 통해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대피결정및알림을시행하고있다(NICS, 201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주민대피명령권

한은지자체(행정안전부)에있으나, 주민대피를결정하

기 위한 판단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

경부에서제공하는사고관련사고물질특성및피해영

향범위예측등의주민대피판단관련정보를검증하는

절차도 부재하다. 이에, 주민대피에 대한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신뢰성 있는 상황판단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을위해사고와관련된다양한자료의수집및

환경부에서제공된자료와의검증된절차마련이필요

하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뿐만 아니라 행

정안전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정보취득 및 사고 조사·분석이 가능한 장

비운용은매우중요하다.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서는 2014년부터재난원인과학조사장비의도입·활

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원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한장비를운영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보유·운용중인재난원인과

학조사장비중화학사고조사장비를통해, 화학사고현

장의정보를파악하고, 주민대피의사결정지원에활용

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국가산업단지가위치

하고있는대한민국의대표적인산업도시인울산을대

상으로주민대피의사결정지원을위한과학적자료생

성을위해원거리및근거리에서측정가능한화학사고

조사장비 운용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주민대피의사결정지원을위한활용방안의체계

를확립하고자하였다.

2. 연구방법

1) 화학사고 조사장비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

실에서운용중인화학사고조사장비중측정가능거리

에 따라 2종의 장비를 활용하였다(Fig. 1, Table 1). 화학

물질을분석하기위한현장용장비로휴대용가스크로

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Portable 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ry, Portable GC/MS), 휴대용 푸리에 변

환 적외선분광기(Portable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Portable FT-IR), 휴대용 X-선회절 장치

(Portable X-Ray Diffractometer, Portable XRD) 등이있

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사건원인물질 탐지 및 분석을

위해활용된다(NIER, 2011; NICS, 2015). 현재국립재난

안전연구원에서운용중인 2종의화학조사조사장비도

이러한현장용장비와유사한원리로운용되어현장에

서의화학물질을분석하기에적합하다고판단된다.

(1) 원거리 측정장비

원거리측정장비는 Bruker사의Hyperspectral Imaging

System (HI-90)이며, 적외선분광기법을적용하여실시

간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감지할 수

있다. 10 km이내에서 측정이 가능하여 원거리에서도

화학물질의종류를신속하게선별할수있으며, 자사라

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약 300여종의 물질에 대해 화학

물질식별이가능하다.

(2) 근거리 측정장비

근거리 측정장비는 Perkin Elmer사의 Torion T-9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Portable GC/MS로서 고상미량추

출(Solid Phase Micro-Extract, SPME)을 활용하여 대기/

수환경/토양 등의 다매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실험

실 규모의 GC/MS의 경우, 기기분석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소요되며분석후데이터처리까지추가시간이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조사장비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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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Torion T-9의경우에는 5분이내분석부터데

이터처리까지수행되어사고현장등에적합하게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라이브러리

를 활용하여 최대 240,000종의 화학물질을 검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PortableGC/MS를활용하여화학물질

의농도를분석하기위해서는검량선작성이필요하며,

화학물질별 표준물질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

야한다(NIER, 2012; Park et al., 2013). 이러한장비적특

성에따라근거리측정장비도정성분석에적합하지만,

원거리측정장비에서측정하기어려운물질(적외선분

광법으로분석하기어려운물질)을추가적으로측정할

수 있어 원거리 측정장비와 함께 활용에 보다 많은 화

학물질분석에활용할수있다.

2) 연구흐름 및 연구지역

본연구는화학사고조사장비의운용을통한의사결

정지원의활용가능성을검증하고이를통해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장비 운용체계(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Fig. 2). 장비운용체계에활용될장비를선정한후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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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chemical accidents investigation equipments used in this study
HI-90 Torion T-9

Spectrum range 1,440–870 cm–1 or more GC temperature range 40–300°C
Resolution 0.7 cm–1 or more GC column 5 m × 0.1 mm × 0.4 µm
Field of View 0.69 mrad per detector pixel or more Carrier gas Helium

Detector Focal Plane Array (FPA) MCT : 
256 × 256 pixel or more MS type Ion trap

Interferometer Michelson interferometer MS atomic weight rage 41–500 AMU
Analysis rate 65,000 Spectra/sec or more MS scan rate Over 1,000 AMU/sec
Beam Splitter ZnSe MS ionization energy sensitivity 70 eV Electron Impact
GPS Mounting MS detector Electron multiplier method

Camera Equipped with video and infrared 
camera for day/night operation MS vacuum pump Non-evaporable getter pume 

or turbo molecular pump

                      (a)                                                             (b)

Fig. 1.  Chemical accidents investigation equipments: (a)
HI-90 and (b) Torion T-9.

Fig. 2.  Equipment operation system (draft) for resident evacuation decision support.



비를활용하여측정된결과를검토하고이를통해의사

결정지원을위한장비활용성을확인하고자하였다. 비

상시와상시로장비운용목적을구분하여주민대피의

사결정 지원을 위한 상황별 장비 운용체계(안)을 제시

하였다.

비상시 운용체계의 목적은 화학사고현장의 물질정

보 취득 및 주민대피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 제공이며,

상시운용체계의목적은장비측정데이터구축을통한

의사결정 판단 시 기초자료 제공이다. 비상시 장비 운

용체계는주민대피대비물질(16종) 여부에따라원거리

측정장비 단독적으로 운용되거나 근거리 측정장비와

함께운용되며, 상시장비운용체계는화학물질배출량

이높은지점을측정지점으로선정하여원거리측정장

비를통한이상물질배출감시및근거리측정장비를활

용한화학물질의배출경향을파악등데이터를구축을

수행할수있다.

본연구에서의화학사고조사장비운용지역은울산

으로선정하였다. 울산은대표적인산업도시로울산·미

포국가산업단지및온산국가산업단지와 17개의일반산

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Ulsan Metropolitan City, 2022).

대부분의 유치업종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비철금속,

화학펄프 공업, 조선기자재,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다

양한화학물질을취급·저장하고있다. 화학물질안전원

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울산에서는연간 8,203,015 kg의화학물질이배출

되었으며,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NICS,

2022b). 또한, 2017년 기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의화학사고관련출동횟수가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

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Cho et al., 2018). 이에 따라

울산이연구대상지역으로적합함을알수있다.

연구대상지역인울산내에서화학사고발생확률이

높은국가산업단지내화학물질취급업체등을상시운

용체계에서의 장비 운용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원거리

측정장비의운용지점으로온산국가산업단지가포함된

울산이주민망향비공원을선정하였으며, 근거리측정

장비의 운용지점으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

질 배출·이동량(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이높은 10개지점을대상으로선정하였다(Fig. 3).

3. 연구 결과 및 고찰

장비운용체계는화학사고발생에따른주민대피판

단등의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상시와비상시로구

분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Fig. 4), 각 운용체계

에서의장비활용가능성을검토하고자하였다. 본연구

에서는비상시를대비한장비운용숙련도향상및정기

적인데이터축적을위해상시운용체계에한하여운영

하였으며, 장비별 측정결과 및 특성을 통해 상시 운용

체계에서의장비활용가능성을확인하였다.

1) 원거리 측정장비 활용 화학물질 측정결과

원거리측정장비의화학물질검출성능확인및온산

국가산업단지의 화학물질 배출현황 파악을 위해 울산

이주민망향비공원에서HI-90 장비를활용하여측정하

였다. HI-90의측정결과는 Fig. 5와같으며, 공장시설및

굴뚝에서발생되는오염물질을단시간내검출할수있

었다. 검출된 물질은 Methane, Ethylene, Aniline으로, 석

유정제과정에서발생되는물질이었다. 미국화재예방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의 위험

성코드를확인한결과, Methane과 Ethylene은건강위험

성및반응위험성이높지는않으나화재위험성이높은

물질이며, Aniline은화재위험성및반응위험성은낮으

나건강위험성이다소높은물질이었다. Aniline의경우

에는건강위험성이높은유해물질로노출에각별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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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of this study area.



의가필요하나 Aniline이굴뚝에서검출이되어직접적

인 노출 영향이 크지 않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

할것으로판단되었다. 이러한과정을통해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HI-90 장비를 활용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화학물질 영향 및 오염 수준 파악이

가능함을확인하였다.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석유정제, 비철금속, 화학펄

프공업등의업종을가진업체및공장시설들이조성되

어있으나업체별로취급·저장하는물질은상이하여다

양한물질들을검출할수있었다. HI-90은적외선분광

기법을통해화학물질을식별할수있으므로짧은시간

내 물질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 화학사고 발생시 의

사결정을위해서는빠른시간내현장에대한정보취득

이 중요하다. HI-90은 실시간적으로 화학물질을 검출

할수있어의사결정을위한장비운용체계에적합한장

비로판단되었다. 다만, 사고현장에서는물질의종류도

중요하지만그물질의농도수준또한중요한정보이므

로현재운용장비에서검출된물질들의농도정보를취

득함에 있어 발생하는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

련이필요하다.

원거리측정장비는먼거리에서도사고현장의정보

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운용에

대한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장비의측정가능범위

를확인할필요가있다. HI-90의경우에는장비규격상

에는 10 km이내측정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으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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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quipment operating system for decision-making of the resident evacuation.

Fig. 5.  Results of chemical measurement using HI-90: (a)
methane, (b) ethylene, and (c) aniline.



상조건및주변온도에따라측정결과에차이가있을수

있다. 따라서 기상조건에 따라 HI-90의 측정가능 거리

및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사고현장에서의 장비활용성

을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를통해원거리측

정장비의측정정확도가향상되어보다정확한자료를

활용하여의사결정판단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근거리 측정장비 활용 화학물질 측정결과

울산국가산업단지내장비운용지점에서근거리측

정장비인 Torion T-9를활용하여측정한결과는 Table 2

및 Fig. 6과같다. Toluene, 2,6,7-Trimethyl-decane등탄화

수소로구성된화학물질들이주로검출되었으며, 이는

측정지점인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으로 석유 및 콜타르

의주성분인탄화수소물질이검출된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GC/MS는시료를기화하여혼합물에서특

정화합물을분해하는방식으로분석되며, 유기화합물

의 분석에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GC/

MS를활용하여측정한결과에서는석유화학과관련된

유기화합물이주로검출된것으로판단된다. Torion T-9

의측정결과를통해석유화학과관련된유기화학물의

생산·취급이많은울산국가산업단지의환경정보를측

정하는데 적합한 장비임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산업단

지등에서사고발생시의사결정지원을위해적절하게

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었다.

전체측정지점에서사고대비물질인 Toluene이검출

되었으나타검출물질에비해저농도(1 ppm미만)로검

출되었다. Toluene은사고대비물질 97종중하나의물질

로서 NFPA위험성 코드에서도 화재위험성이 높은 물

질로분류되어취급에주의가필요하나, 작업장허용노

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50 ppm및 위험

노출기준(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IDLH)

500 ppm기준보다 낮게 나타나 건강상 위해도는 크지

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측정지점별화학물질검출수준을확인해본결과, 온

산국가산업단지(1~4번 지점)에서 타 측정지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미포국가산

업단지(7~10번 지점)에서 높은 수준으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

지가온산국가산업단지에비해높게나타났으나, 측정

시점및풍량에영향을받아결과가상이하게나타날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데이터 구축을 통

해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의화학물질검출추이와기

상정보 마련이 필요하며, 이 자료를 통해 사고발생 시

주민대피및의사결정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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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chemical measurements with Torion T-9.

Table 2.  Measurement results using Torion T-9 at each sampling site
Site No. Compounds Site No. Compounds

1 Toluene, 2,6,7-Trimethyl-decane, etc. 5 compounds 6 5-Ethyl-2,2,3-trimethyl- heptane, 3-Ethyl-3-
methylheptane, etc. 5 compounds

2 Naphthalene, Isoborneol, etc. 6 compounds 7 Toluene, 3,5-Dimethyl-octane, etc. 5 compounds

3 Cyclohexanamine, 2,6,7-Trimethyl-decane, etc. 5
compounds 8 Toluene, 2,6,7-Trimethyl-decane, etc. 5 compounds

4 Toluene, 2-Ethyl-1-decanol, etc. 5 compounds 9 Toluene, 2,6,7-Trimethyl-decane, etc. 5 compounds

5 Toluene, 2,6,8-Trimethyl-decane, etc. 5 compounds 10 2,6,7-Trimethyl-decane, 3,5-Dimethyl-octane, etc. 4
compounds



본연구에서활용된 Torion T-9는 SPME를활용하여

Fiber에 시료 흡착을 통해 분석한다. 시료 흡착 방식은

직접 흡착과 대기포집백(gas sampling bag)을 활용한 흡

착방식으로나눌수있으며, Fig. 7과같이시료흡착방

식에따라동일시료를측정한후결과를비교해보았다.

상시(사고 미발생) 화학물질의 배출농도가 높지 않아

직접흡착의경우화학물질이검출되지않았다. 동일시

료를 대기포집백에 포집한 후 일정시간(20분 가량) 정

치후분석한경우에는화학물질이검출됨을확인할수

있었다. 따라서사고발생에따라고농도로화학물질이

존재하는경우에는직접흡착방식이효율적이며,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대기포집백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화학사고발생에따른의사결정지원을위해화학사

고조사장비를적절히활용하기위해서는각장비에대

한 특성 및 활용가능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본연구에서활용된원거리및근거리측정장비의특

성을비교하였다(Table 3). Torion T-9와HI-90는휴대용

장비로단시간내물질정보를취득할수있는공통적인

장점이있어사고현장에서활용하기적합한장비로판

단된다. 그러나두장비의가장큰차이점은화학물질을

측정할수있는거리이며, 측정원리에따라검출가능한

물질이구분된다. Torion T-9는석유화학분야에서유기

화합물을분석하는장비로서원거리측정장비인HI-90

의 측정원리 및 분석가능 물질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사고현장의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적절한 장비활용이

필요하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화학사고발생에따른의사결정지원

을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운용 중인 화학사고

조사장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상시및비상시운용체계를구분하고, 원거리및근

거리측정장비의활용목적및역할에대해제시하였다.

비상시 상황에 대비하여 장비 운용 훈련 및 장비별 데

이터취득을위해상시운용체계에서의장비활용결과

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장비 활

용방안을모색하였다. 근·원거리측정장비의분석결과

를통해의사결정지원을위한활용방안인장비운용체

계에서의활용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다. 이에따라화

학사고조사장비활용방안및축적된데이터를통해화

학사고발생시지자체및행정안전부에서의사결정을

판단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

된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시된 한계점에 따라

원거리측정장비는측정가능거리및범위에대한확인

과기상조건에따른측정결과비교를통한장비현장운

용범위의검토가필요하며, 근거리측정장비에서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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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mple adsorption methods: (a) direct adsorption
and (b) use of gas sampling bag.

Table 3.  Characteristic comparison between HI-90 and Torion T-9
HI-90 Torion T-9

Strengths
- Analysis possible from a long distance (within 10 km)
- Chemical analysis in a short period of time
- Relatively wide range of analyzable substances

- Analysis possible without location restrictions
- Chemical analysis in a short period of time
- Qualitative analysis of up to 240,000 chemical substances
is possible through the library

Weaknesses
- Quantitative analysis not possible
- Unable to measure when there is an obstacle within the
measuring distance

- For quantitati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have a standard
material for each analyte
- Possible to analyze mainly organic compounds



기적인모니터링을통한지속적인데이터취득및구축

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사고발생 시 비상시 운용체계

를 적용하여 화학사고 조사장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

하고, 타기관과의교차검증을통해데이터의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

을보완하여장비측정결과의정확성을확보한다면의

사결정판단을위한기초자료로서높은활용도가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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