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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총 8편의 논문으로 구성되는데, 총 2편을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서희정 등의 “광주지역 지하수 중 우라늄과 라돈의 함량 분포 특성”은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U)과 라돈(Rn) 분포를 전남 광
주 인근 지하수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논문이다. 우라늄이 90년대 말 대전 지역 지하수에서 검출 보고된 이래 환경부
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쟁과 재난시 사용되는 62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도
심 지하수의 실태를 살펴봤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사결과 두 물질의 중위수(0.9 μg/L – U; 59.6 Bq/L - Rn)는 전체적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30 μg/L – U; 148 Bq/L – Rn)에 대부분 못 미쳤으나 7곳에서 라돈의 감시기준이 초과 검출되었다. 비록, 타지역1)보
다 높은 빈도의 오염이 아니고 시민의 일상적 노출이 없다는 점에서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은 대비해
야 한다. 특히, 화강암 지반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이들 물질의 검출 빈도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지하수를 식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
용할 때 수질검사가 필요하다. 논문은 활성탄 및 저류(storage)/폭기(aeration)처리가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도
제안하고 있다.
최수은 등의 “국내 출시 마스크의 바이오에어로졸 여과효율 평가”에서 시판되는 마스크의 판매량과 모양을 고려해 KF94 - 2종,
외과용 덴탈 마스크 - 1종, 비말차단용 마스크 - 1종, 방진마스크 - 2종을 선택하고 세균(황색포도상구균)과 바이러스(쥐 코로나바
이러스)의 투과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 바이오에어로졸에 대한 마스크 재질의 차단 능력이 확인되었지만
(각각 97.7%, 99.6% 이상의 필터링 효과),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지 못하면 차단 효과가 반감 또는 무력화된다. 앞으로 새로운 변
이/우세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유행도 잦아들고 실외 마스크 착용도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
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은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착용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강조하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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