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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공

단이주최한제15회국립공원사진공모

전 심사결과 남기문 씨가 북한산을 배

경으로찍은 봄이오는소리가대상으

로결정됐다

사진 공모전에는 국립공원 자연경

관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소재 작

품 4742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대상

1점최우수상 2점우수상 5점장려상

12점입선작 60점등총 80점이수상작

으로뽑혔다수상작품은국립공원관리

공단누리집(wwwknpsorkr)에 공개

된다 김형호기자 khh@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대상남기문 작 북한산 봄이 오는 소리

무등산너울북한산아지랑이사진으로만나는명산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가 전 세계 농도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

(WMO)는 2015년전지구이산화탄소연

평균농도가 4000을 기록했다고지난

24일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1958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400 대에

진입해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400은 지구온난화

에 의한 기후변화의 임계점인 산업화 이

전대비 2도상승에대한심리적저지선을

의미한다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이산

화탄소농도증가량은 23으로 최근 10

년 동안 연평균농도 증가량(21) 보다

더크다 기상청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농도는지속적인증가가예상

되며 이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이 불가

피하다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

우리나라의경우기상청안면도기후변

화감시소에서 관측을 시작(1999년)한 이

래 2012년에 4002으로 처음 400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070이 관측됐다 한반

도를 대표하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

균 23씩증가했고 2015년한해동안 2

5이증가했다 김형호기자 khh@

한반도온실가스농도 세계 평균보다빠르게증가

경기불황이장기화되고있지만기상서

비스와 정책성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국

내 기상산업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1일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기상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15년 7월2016년 6월) 기상산업부문

총매출액은 3719억원으로지난해 3693억

원보다 26억원늘어났다

올해 통계조사는 6월부터 8월까지 전

국 17개 시도 기상사업체 570개를 전수

조사한결과다

올해 기상산업 부문 상시 근로자는 총

2441명으로 2015년(2286명)에 비해 155

명늘어났다

올해 기상산업 부문 매출액을 업종별

로 보면 기상 기기장치 관련제품 제조

업이 1310억원(352%)으로 가장 많았

다

기타 기상관련서비스업 1284억원(34

5%) 기상 기기장치 관련 상품 도매업

544억원(146%) 등이다

기상 관련 방송 정보서비스업이 331

억원(89%) 기술 서비스업이 251억원(6

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사보

다 기상 기기 장치관련 제품 제조업은

454억원 감소했지만 도매업은 21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상 관련 전문기술 서비스업

매출은 고부가가치 기상서비스 시장 창

출 등 다양한 기상산업진흥 정책 추진에

힘입어 12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농작물재해보험풍수해보험 등 정책

성보험분야의성장영향으로기상관련

서비스업매출액도 188억원증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증가 폭이 미미하지

만 대부분산업분야가마이너스성장하

는 것을 고려하면 기상산업이 선전하고

있는 셈이라며 날씨와 기상에 대한 국

민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변덕날씨탓? 기상산업시장성장세

남한에서 절멸 된 것으로 추정되는 멸

종위기 야생생물(급)인 한국표범(아무

르표범사진)의 표준게놈지도가세계최

초로완성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울산과학기

술원과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고양이과

게놈 해독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

1년6개월여연구끝에한국표범표준게놈

지도를완성했다고 1일밝혔다

게놈(Genome유전체)은한개체유전

자의총염기서열로 한생물종의거의완

전한 유전 정보 총합이다 표준게놈은 한

생물종의대표유전체지도를말한다

이번에밝혀진한국표범게놈지도는멸

종위기에 처한 한국표범의 보전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표범은호랑이와함께과거우리나라

에서 최고 포식자로 활동하던 고양이과

맹수다 현재 북한 접경지역인 러시아 연

해주 남서쪽에 6070마리만 분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연구진은 대전동물원에서 2012년 자연

사한표범 매화의근육을이용해표준게

놈 지도를 만들었다 이후 러시아에 서식

하는 야생 아무르표범의 혈액을 확보해

추가로 유전체 서열을 해독하고 이를 비

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표범의 게놈은 25억 7000

만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됐고 1만 9000여

개의유전자를포함하는것으로확인됐다

또 개체 간 또는 동일개체 내 염기서열

변이가 거의 없어 유전 다양성이 낮고 멸

종위험이매우큰것으로드러났다

연구진은 육식하는 고양이과 잡식을

하는 사람과 초식을하는 소과 등식성

이 다른 포유동물 28종의 게놈을 정밀 비

교해 식성에 따라 특화한 유전자도 찾아

냈다

그결과고양이과는육식성이발달하면

서아밀라아제같은탄수화물을소화하는

유전자와 식물 독소 해독에 관련된 유전

자가퇴화한것으로드러났다

또 단백질 소화에 관련된 유전자는 진

화했지만 당뇨와 관련된 혈당조절 유전

자는 돌연변이로 인해 기능하지 못하는

것도확인했다식성을생물종간게놈빅

데이터로 분석한 이번 연구도 세계 최초

로한것이다 연합뉴스

한국표범유전체지도최초완성

국립공원사진공모전수상작

10년간 연평균 23씩 증가

지구평균온도상승불가피

총매출3719억근로자도늘어

날씨에대한국민관심반영

기상기기

제조업

1310(352)

서비스업

1284(345)

도매업

544(146)

방송정보서비스업

331(89)

기술서비스업251(68)

단위억원(%)

기상산업업종별매출액
(2015년 7월2016년 6월 자료기상청)

우수상박채성 작 무등산 산너울

남한서절멸복원토대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