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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과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6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6, 2017

인 사 말
한국환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학회를 성원하여 주시는
환경과학인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뜨거운 폭염과 태풍을 이겨내고 피어난 아름다운 단풍이 형형
색색으로 반겨주는 가을의 절정에서 학계와 연구, 산업계에 종사
하고 계신 회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그 간의
연구 결과를 토의하며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도 정기학술발표회를 이곳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환경과학회는 1992년 4월에 창립되어 올해가 25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로 그동안 우리 학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전임 회장단, 선배 교수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시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사명감으로 환경과학이라는 매우 다양한 학문을 하나로
모아 용광로에 녹여 국내 굴지의 학회로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한
선배 교수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160여 편의 논문이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되는 연구결과와 환경과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토의를 통하여
더욱 값진 성과를 이루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하여 지원해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하여 주신
후원 업체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5주년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노고를
감수하신, 임원진 및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일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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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2017년 11월 2일 (목)

등
록
평의원회 및 회장선거
산 학 관 발 표
초
청
강
연
정
기
총
회
간
친
회

(12:30
(13:00
(15:10
(16:20
(17:30
(18:30

~
~
~
~
~
~

)
15:00)
16:10)
17:20)
18:30)
20:00)

더케이호텔경주(신관) 3층 로비
3층 화랑 A홀
화랑 A홀
화랑 A홀
화랑 A홀
화랑 B·C홀
2017년 11월 2일 (목)

포
환

스
경

터
사

게
진

시 (12:30 ~
)
전 (12:30 ~ 17:00)

원화 A홀
원화 A홀
2017년 11월 3일 (금)

등
록
학 술 위 원 회(학술위원, 좌장)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발표
구
두
발
표
점
심
식
사
신 진 연 구 자 발 표
포스터발표및심사
구
두
발
표

(09:00
(09:00
(09:20
(10:30
(12:30
(13:30
(13:30
(14:30

~
~
~
~
~
~
~
~

)
09:20)
10:20)
12:30)
13:30)
14:30)
14:30)
17:00)

더케이호텔경주(신관) 3층 로비
화랑 A홀
화랑 A홀
화랑 A·B·C홀, 원화 B홀
더케이호텔경주(본관) 1층 서라벌
화랑 A홀
원화 A홀
화랑 A·B·C홀
2017년 11월 4일 (토)

환경 탐사

경주 일원 환경탐사
정기총회(11월 2일(목) 화랑 A홀 17:30~18:30)
진행 : 총무이사(정우식 교수)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개회사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장승현)
4. 상장 및 상패 수여
5. 경과보고
6. 결산보고
7. 감사보고
8. 의결사항
9. 연구윤리교육
10.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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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세부일정
2017년 11월 2일 (목) ~ 11월 4일 (토) 더케이호텔경주
일자

11월
2일
(목)

시 간
12:30~
13:00~15:00

일
정
등
록
평의원회 및 회장선거
산학관 발표Ⅰ 김상호(영산홍어㈜)
산학관 발표Ⅱ 김수홍(㈜에스지알테크)
산학관 발표Ⅲ 윤영내(㈜에싸)
(좌장: 박근태, 최영익)
초청강연Ⅰ 이백수(연변대학교 토목공정학과)
초청강연Ⅱ 이광희(경주시 에코물센터)
(좌장: 조태동, 박기범)
정기총회
간 친 회
등
록
학술위원회(좌장모임)
2017년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
(좌장: 박문기)
구두 발표 - Session Ⅰ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화랑 A홀)
(화랑 B홀)
(화랑 C홀)

15:10~16:10

16:20~17:20
17:30~18:30
18:30~20:00
09:00~
09:00~09:20
09:20~10:20

대
10:30~12:30

11월
3일
(금)

12:30~13:30

13:30~14:30

14:30~17:00

11월
4일
(토)

10:00~

기

환

신관 3층 로비
3층 화랑 A홀
화랑 A홀

화랑 A홀
화랑 A홀
화랑 B·C홀
3층 로비
화랑 A홀
화랑 A홀

경

수자원·해양환경

녹지·생태환경

좌장: 전병일, 이순환

좌장: 장인수, 박기범

좌장: 최정학, 이주영

OA1 박정호 OA2 전병일
OA3 정우식 OA4 박종길
OA5 한승범 OA6 박연희
OA7, OA8 김은별

OB1 현범석 OB2 박종진
OB3 양득석 OB4 박기범
OB5 박원배

OD1 김경호 OD2 김재영
OD3 양희동 OD4 이기표
OD5 윤지훈
OD6, OD7 최원준
OD8, OD9 이상훈

제4발표장
(원화 B홀)
폐수폐기·환경화학
/ 융 합 환 경
좌장: 김지훈, 최인학
OC1 김운연 OC2 이훈희
OC3 조경민 OE1 수니르말
OE2 최형규 OE3 신광수
OE4, OE5 최인학

점심 식사
본관 1층 서라벌
신진연구자 발표Ⅰ 서동완(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신진연구자 발표Ⅱ 김용석(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화랑 A홀
(좌장: 박영식)
포스터 발표 및 심사
원화 A홀
(심사: 학술위원회)
구두 발표 – Session Ⅱ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화랑 A홀)
(화랑 B홀)
(화랑 C홀)
대
기
환
경
수자원·해양환경
녹 지 · 생 태 환 경
좌장: 김해동, 송상근

좌장: 김상우, 이충일

OA9 최요환 OA10 성인철
OA11 최길용 OA12 김지혜
OA13 김찬솔 OA14 이태진

OB6 최양호 OB7 이미진
OB8 최정훈 OB9 오찬성

경주 일원 환경탐사

14:00~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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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좌장: 주진희, 이성기
OD10 김근회
OD12 이성기
OD14 김조훈
OD16, OD17

OD11 한재경
OD13 안갑선
OD15 정희재
조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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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회 안내
1. 학술논문발표회에 참가하는 회원은 등록대에서 등록하신 후 명찰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구두 발표자는 MS Power Point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10MB 이내), 파일명은
“세션번호-발표자이름.ppt(예: OA1-홍길동.ppt)”로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작동여부를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3. 구두 발표자는 해당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해당 세션의 좌장에게 발표 준비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구두 발표시간은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표자 및 좌장은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5. 포스터의 규격은 가로 90 ㎝ × 세로 120 ㎝입니다. 상단 10 ㎝내에 발표번호 및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발표자의 성명, 소속 등 기본적인 정보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포스터 발표자는 11월 2일(목) 12시 30분부터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으며, 11월
3일(금) 17시 이후에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심사 전, 미부착된 포스터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좌장은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10월 27일(금)까지 학회사무국에 알려주시고,
11월 3일(금) 9시에 예정된 사전 좌장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전 연락 없이 구두 및 포스터 미발표는 학회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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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회 및 환경사진전 수상자

1. 학술상 수상자
성

명

이창한

소 속
부산가톨릭대학교

2. 신진학술상 수상자
성

명

김현수

소 속
홍콩과학기술대학교

3. 공로상 수상자
직 위
전임 학술이사

성

명

송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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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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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상
▪ 우수 구두 발표(8편)
번 호
OA5

제 목

성

명

소 속

부산 지역 연무 발생일의 미세먼지 농도와 사례별 특성

전병일

신 라 대 학 교

지리산 해발 865 m 청정지역에서 대기 에어로졸 입자의
입경별 농도 특성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OB3

2016년 하계 남해 서부해역 해양환경 특성

최양호

국립수산과학원

OE7

하천 고수부지 확대에 따른 수리특성 변화 분석

김지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혜미

건 국 대 학 교

박혜미

강 원 대 학 교

최형규

청도고등학교

감상규

제 주 대 학 교

OA12

OG5
OG12
OH7
OI2

관상용 수경재배에서 염화칼슘 농도처리에 따른 배지환경
및 개운죽(Dracaena braunii)의 생육반응
방풍식재에 따른 소득작목의 생장 효과
-몽골 산림농업(Agroforestry) 시업지를 대상으로STEAM R&E를 통한 축산농가 환경오염에 대한 암모니아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현장교육을 중심으로제주도 수환경에서 과불화화합물(PFCs)의 오염현황

▪ 우수 포스터 발표(13편)
번 호

제 목

성

명

소 속

PA8

도시 및 시골지역의 시간별 에어로졸 화학성분 농도가
직접 복사강제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송상근

제 주 대 학 교

PA13

부산지역 기류패턴에 따른 PM2.5 구성 성분에 관한 연구

도우곤

부산보건환경연구원

PC17

로즈향조의 3종 향에 대한 감성구조 분석

유미선

울 산 대 학 교

이강현

전 남 대 학 교

정수진

대 구 대 학 교

최정동

한국교통대학교

이슬기

동 아 대 학 교

강보성

제 주 대 학 교

박흥재

인 제 대 학 교

안갑선

공 주 대 학 교

박종원

M T E C O T

이원기

부 경 대 학 교

배희수

국립식량과학원

PC22
PC27
PE4
PE11
PE35
PF3
PG9
PI3
PJ2
PK2

한국 주요 하천 생태계 과불화합물 (PFASs) :
잔류 특성 및 위해성 평가
고분자 전해질과 로다민 시스템을 이용한 고감응성
수은이온 센서
단양군의 오염총량제 대비 하천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SBR 및 MBR 공법을 적용한 생물반응식 선박용
분뇨처리장치에서 T-N 제거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
레이더 영상자료를 활용한 강우보정 및 도심하천의
홍수량 산정
왕겨를 이용한 Bio-SRF 제작에서 불꽃 없이 연소 가능한
팰릿의 제작방법에 대한 연구
수산부산물 꽃게 EM발효 아미노산액비 시용이 상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Synthesis of MgO powder from bittern using
precipitation method
친환경 PLA 와 PEG를 이용한 UV경화 polyurethane
acrylates의 합성과 성질
벼-보리 이모작 지대의 논물 및 토양 화학성과
클로로필-a 함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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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년 국제공동Workshop 논문 발표상
성

명

소 속

최영익

동아대학교

6. 환경사진전 수상자
수 상

성

명

소 속

최 우 수 상

유영억

대구대학교

장

려

상

박선유

동의대학교

장

려

상

황녹연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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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2일 (목)

Session 산학관 발표 / 15:10-16:10 / 화랑 A홀
좌장: 박근태(부산대), 최영익(동아대)

산학관Ⅰ 숙성 홍어회 가공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고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1)

김상호, 백장미, 강건희, 노정숙 , 정갑섭
영산홍어㈜, 1)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산학관Ⅱ 철기반 흡착제(Fe-GAC)와 알루미나-지르코니아 세라믹 나노분리막을 이용한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제거 연구
1)

김수홍, 권도현, 강석태 , 이창하
㈜에스지알테크,

2)

1)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산학관Ⅲ 기존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스크린, 3-way screen
윤영내
㈜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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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6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6, 2017

초청강연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2일 (목)

Session 초청강연 발표 / 16:20-17:20 / 화랑 A홀
좌장: 조태동(강릉원주대), 박기범(경일대)

초청강연Ⅰ 社會主義制度하의 환경보호法規體制에 대한 理解
이백수
연변대학교 토목공정학과

초청강연Ⅱ GJ-R 공법을 이용한 하수월류수(CSOs) 처리
이광희
경주시 에코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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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3일 (금)

Session 2017년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 / 09:20-10:2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학 술 상 석탄계 비산재 및 화산석을 이용한 금속이온 제거용 흡착제 개발
1)

2)

이창한, 감상규 , 박종원, 이민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신진학술상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고온열환경 평가
김현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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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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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3일 (금)

Session 신진연구자 발표 / 13:30-14:30 / 화랑 A홀
좌장: 박영식(대구대)

신진연구자Ⅰ

지방 중소도시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인주택
공급방향에 관한 연구
서동완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신진연구자Ⅱ

표면영상유속계(SIV)를 이용한 산지형 하천의 홍수유출량 측정방법 연구
김용석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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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3일 (금)

Session OA 대기환경 / 10:30-12:30 / 화랑 A홀
좌장: 전병일(신라대), 이순환(부산대)

OA1)

SEM/EDX 분석법을 이용한 석탄화력발전소 입자상물질의 확인자(maker) 작성
박정호, 김기윤, 박민우, 김주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OA2)

부산지역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PM10과 PM2.5 농도 특성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환경공학과,

OA3)

1)

신라환경컨설팅

강풍 사전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풍 내습 시 극한 풍속 추정
- 태풍 루사, 매미, 볼라벤 사례를 대상으로
1)

정우식, 박종길 , 나하나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OA4)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태풍 내습 시 사전방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태풍정보 컨텐츠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박종길, 정우식1), 김은별2)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OA5)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013년 1월 서울에서 관측된 지속성 연무사례일의 기상과 대기질 분석 및 수치모의
한승범, 송상근, 조성빈, 강윤희1)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OA6)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제주지역 시간별 PM2.5 화학성분에 따른 에어로졸 광학특성 및 직접적 복사강제력
영향 연구
박연희, 송상근, 최유나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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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OA7)

2017년 11월 3일 (금)

폭염 하에 열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
김은별, 박종길1), 정우식2), 오진아3), 김진홍4), 임미해3), 김백조5), 김규랑5)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3)

인제대학교 간호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4)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5)

OA8)

1)

열 스트레스에 의한 인체의 생리적/심리적 반응 분석에 대한 연구
1)
2)
김은별, 박종길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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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3일 (금)

Session OA 대기환경 / 14:30-17:00 / 화랑 A홀
좌장: 김해동(계명대), 송상근(제주대)

OA9)

기상해일사례분석을 통한 기상해일발생 임계조건 도출
1)

2)

2)

최요환, 김현수 , 김유근, 우승범 , 김명석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홍콩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과학과
2)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OA10) 경기도 강화지점의 강수의 일변화와 기후변화정도 분석
성인철, 박종길1), 정우식2), 김은별3), 김백조4)
기상청,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인제대학교 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3)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4)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OA11)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가정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와 환경요인
최길용, 조국, 서성철1)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OA12) 대구의 2016년 여름 폭염의 시공간적 특성
김지혜,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OA13) 탄소 코팅된 Cu2O 나노와이어 3차원 구조, BiVO4 복합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Z-scheme 광촉매
김찬솔, 조경민, 정희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OA14) 최근 10년간 한반도 고농도 PM10을 유발한 기상패턴 분석
1)

2)

3)

이태진, 전원배 , 이화운 , 이순환 , 유정우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3)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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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3일 (금)

Session OB 수자원·해양환경 / 10:30-12:30 / 화랑 B홀
좌장: 장인수(한국교통대), 박기범(경일대)

OB1)

농경지 비료사용량에 따른 질소부하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 고산리를 중심으로
현범석, 박원배, 김기표1), 박윤석1), 조은일2)
제주연구원,

OB2)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남한강 서강수계 주요 수위국에 대한 수자원환경 기초자료의 분석
박종진, 최정구, 박계환, 최정동,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OB3)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후 낙동강수계 단위유역의 수질 평가
양득석, 정강영, 안정민, 이인정, 신동석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OB4)

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Story-Network 방안에 대한 연구
- 경주시를 중심으로
박기범, 안승섭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OB5)

제주도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정 개선을 위한 실증 연구
1)

1,3)

1)

2)

2)

박원배 , 김민철 , 강봉래 , 양원석 , 이준호
1)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2)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3)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 16 -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6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6, 2017

구두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3일 (금)

Session OB 수자원·해양환경 / 14:30-17:00 / 화랑 B홀
좌장: 김상우(국립수산과학원), 이충일(강릉원주대)

OB6)

남해 서부해역의 해양환경 변동 특성
최양호, 성기탁, 이미진, 주경호, 박성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OB7)

잠수기 어업 현황과 경영 분석 - 개조개 어업을 중심으로
이미진, 최양호, 성기탁, 주경호, 박성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OB8)

2012년 이후 변산해수욕장 양빈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최정훈, 오찬성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OB9)

새만금 담수화 관련 제염기간 평가
오찬성, 최정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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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3일 (금)

Session OD 녹지·생태환경 / 10:30-12:30 / 화랑 C홀
좌장: 최정학(부산가톨릭대), 이주영(한경대)

OD1)

제설제 피해지역 토양 내 중금속과 치환성 양이온의 계절별 상관성
1)

김경호, 임재호, 정주현, 최종영, 김재영, 손혜미, 박주영, 김원태 ,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OD2)

충주시 가로변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른 토양과 가로수간 치환성 양이온의 이행성 평가
김재영, 손혜미, 양지, 박주영,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OD3)

가로변 사철나무의 제설제 피해저감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제의 효용성
양희동, 김가원, 김영주, 신수린, 최민선, 손혜미, 김재영, 김원태1),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OD4)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활성탄 배합비율이 자생 초화류인 해국의 내염성에 미치는 영향
1)

이기표, 이정원, 민승기, 이선우, 조성아, 손혜미, 김재영, 김원태 ,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OD5)

일사조절에 따른 기화냉각장치가 열환경 효과에 미치는 영향
1)
1)
1)
1)
1)
2)
윤지훈, 김하림 , 이동재 , 정현석 , 최나경 , 최병준 , 김학기, 최원준, 권기욱 ,
김원태3), 김정호1), 윤용한1)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OD6)

거리협곡의 녹화유형에 따른 열환경 변화 연구
1)
1)
1)
1)
1)
2)
1)
1)
최원준, 김경희 , 김솔 , 박영일 , 이충은 , 장동혁 , 김원태 , 김정호 ,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2)

OD7)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가로녹지 조성 유형에 따른 도로변 보도 공간의 수직적 기상 특성
1)

1)

1)

1)

1)

1)

최원준, 황재석 , 김봉석 , 박수찬 , 이형준 , 황서영 , 박주영, 김정호 ,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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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OD8)

2017년 11월 3일 (금)

하천내부 음이온 발생량에 관한 연구
이상훈, 차진호1), 김성수1), 김민성1), 이승준1), 이도경1), 오득균2),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2)

OD9)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도시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 특성 : 충주시를 대상으로
1)
2)
3)
2)
이상훈, 오득균 , 김정호 , 김원태 ,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

1)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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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3일 (금)

Session OD 녹지·생태환경 / 14:30-17:00 / 화랑 C홀
좌장: 주진희(건국대), 이성기(산림청)

OD10) 최근 2년간 서울 선정릉 지역의 복합센서 관측망을 활용한 녹지냉각효과 분석
김근회, 김백조, 이영곤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OD11)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별 이용・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재경, 우형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OD12) 녹지(채종원)관리 기계화와 공공 일자리 설계
- Compact base machine을 이용한 풀베기작업을 중심으로
1)
2)
이성기, 조태동 , 윤용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OD13) 수산부산물 꽃게아미노산액비와 요소비료의 엽면시비가 추부 들깻잎의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
1)
안갑선, 이재면, 박예근, 김조훈, 홍금선, 안승원, 조태동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D14) 상토 및 저선량 방사선 처리가 홍띠의 영양번식에 미치는 영향
김조훈, 박예근, 안승원, 홍금선, 김향례, 안갑선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OD15) 저탄소 마을 조경계획 방안 - 양평군 오빈리를 대상으로
1)
정희재, 조현길
1)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OD16) 몽골 산림농업(Agroforestry) 시업지의 수목생장과 적부성
1)
조현길, 박혜미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1)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OD17) 춘천시 도시림의 탄소흡수와 계획방안
1)
1)
조현길, 김진영 , 박혜미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1)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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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Session

2017년 11월 3일 (금)

OC 폐수폐기·환경화학 / OE 융합환경 / 10:30-12:30 / 원화 B홀
좌장: 김지훈(대구보건대), 최인학(중부대)

OC1)

Electro-peroxone 공정을 이용한 아세트아미노펜 분해 효율 비교
1)
김운연, 이훈희, 박영식 , 김동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OC2)

Electro-peroxone 공정에 의한 아세트아미노펜 분해시 에너지 소비효율 비교
이훈희, 김운연, 김동석, 박영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OC3)

Amine Functionalized Graphene as Cocatalyst for Photocatalytic Reduction of
Carbon Dioxide
조경민, 김경환, 박강호, 김찬솔, 정희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OE1)

Effects of Different NaNO3 on the Differential Expression of HVPUFA Genes in
Marine Microalga Isochrysis sp
Sunirmal Sheet, Yang Soo Le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E2)

융합현장교육 프로그램인 『STEAM R&E』을 통한 청도 지역에 위치한 산란계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신선도 향상에 관한 연구(1)
최형규, 문상철, 박정민, 박부건
청도고등학교

OE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의 효과적 확보방안 연구
1)
2)
신광수, 배성미 , 김종대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MBA, 1)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전공, 2)인하대학교 경영학과

OE4)

사료첨가제로서 발효홍국 어성초를 이용시 오리농가의 경제성 평가
1)
2)
최인학, 김창만 , 최정훈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과, 1)대구대학교 화학교육과, 2)한양대학교 기초융합연구원

OE5)

발효홍국 어성초를 오리사료에 첨가시 오리 가슴살에 미치는 영향
1)
1)
1)
최인학, 주영호 , 이혁준 , 김삼철
1)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과,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BK21Plus, 농업생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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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발표장: 원화 A홀

Session PA

대기환경
좌장: 전병일(신라대), 김해동(계명대)

PA1)

경상남도 도시대기측정망의 최근 10년간 PM10 농도변화 특성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PA2)

중부권역 미세먼지 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강병욱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PA3)

WRF 초기 입력 자료에 따른 기상 수치모의 결과 비교 연구
1)

2)

문정혁, 이화운 , 전원배 , 유정우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PA4)

2)

1)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한밭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부산 지역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NO와 NO2 농도 특성
전병일, 황용식

1)

신라대학교 환경공학과,
PA6)

1)

신라환경컨설팅

이황화몰리브덴-이산화티나늄 나노 튜브를 이용한 가스상 에틸벤젠과 자일렌 분해
1)
2)
김미경, 김모근 , 최임조 , 김동진, 진연지, 유희진, 김영경, 김승래,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PA7)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하수슬러지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에 관한 연구
1)
2)
장철현, 이경호 , 유대영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PA5)

2)

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2)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질화 탄소/구리 도핑 이산화티타늄 나노튜브 복합소재에 의한 자일렌 제어
김동진, 권기동1), 이준호2), 진연지, 유희진,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구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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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8)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은 나노 물질 담체 Black TiO2 nanotube 활용한 에틸벤젠 분해능 평가
진연지, 김미경, 김동진, 유희진, 김영경, 김승래, 이정영1), 이현철2),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PA9)

1)

2)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지구환경

O-Xylene 고효율 제어를 위한 가시광 유도 나노 물질 응용
1)

2)

김영경, 김승래, 김미경, 진연지, 김동진, 유희진, 신승호 , 윤복영 ,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2)신라엔텍
PA10) 질화탄소 은도핑 환원된 이산화티타늄 복합 나노물질을 활용한 물/메탄올 분해 수소
생산
1)
2)
유희진, 김규현 , 이준엽 , 김동진, 진연지, 김미경, 김영경, 김승래,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한국능률인증협회,

2)

㈜켐토피아

PA11) 서태평양 이상 해수온 현상에 따른 한반도 내습 태풍의 극한 풍속 연구
1)

정우식, 박종길 , 나하나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12) 다중탄소벽나노튜브(1D)와 이산화티타늄 나노섬유(1D) 결합에 금속담지를 통한
가시광활성 광촉매 나노물질합성과 BTEX 제어
김승래, 김미경, 김강호, 최홍영, 정지호, 조민규,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PA13) 다양한 염료 및 수질오염물질의 흡착/광분해/광촉매 효율 평가
김승래, 임유락, 오영진, 이도경, 이정순, 박나영,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PA14) 2015-2016년 경남지역의 PM2.5의 시・공간적 특성
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PA15) 조간대 토지피복 변화가 연안기상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1)

안혜연, 김유근 , 정주희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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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PA16) 서울지역 도시효과를 고려한 하계 열환경평가
김성민, 황미경1), 오인보2), 김유근1), 강윤희3), 방진희2)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3)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PA17)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기온 상승 평가연구
1)
김해동, 허경춘 , 김지혜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1)

신태양발전소㈜

PA18) Characterization of the Thermal Denuder for Volatility Measurement of
Organic Aerosols
자임빈바바, 박준현, 임호진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PA19) Factors Affecting the Photodegradation of N-nitrosamines in Water
아킬아프잘, 임호진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PA20) 화학사고 조사대상자의 노출량 평가기법 및 적용방법
정종현, 강성규, 이철민1), 서영록2), 이동수3), 정경숙4), 안연순4)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
4)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2)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PA21) 철강 산업공정 주변지역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Ⅰ)
1)
2)
3)
4)
4)
정종현, 강성규, 이철민 , 서영록 , 이동수 , 정경숙 , 안연순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
4)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2)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PA22) 화학사고 時 위해성 평가를 위한 지침
1)

2)

3)

4)

4)

정종현, 강성규, 이철민 , 서영록 , 이동수 , 정경숙 , 안연순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1)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2)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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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PA23) 대기, 토양, 수계, 저토 등을 고려한 환경동태모델 구축 세부인자
정종현, 강성규, 이철민1), 서영록2), 이동수3), 정경숙4), 안연순4)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3)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
4)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2)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PA24) Effects of NOx on the Molecular Composition of Secondary Organic Aerosols
Formed by the Ozonolysis and Photooxidation of α-pinene
박준현, 자임빈바바, 임호진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PA25) CAMx PSAT을 활용한 부산지역 PM2.5 성분별 기여율 분석 - 2017년 5월 사례연구
정우식, 도우곤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부산보건환경연구원

PA26) THC 측정기로서 GC/FID의 교정가스에 따른 THC 농도 변화연구
유미선,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PA27) 가시역 광촉매에 의한 NH3 및 CH3CHO 저감성능평가
유미선, 양성봉, 김현정1)
울산대학교 화학과,

1)

경북과학대학교 화장품뷰티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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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Session PB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수자원·해양환경
좌장: 김상우(국립수산과학원), 이충일(강릉원주대)

PB1)

해안대수층에서 지하수 수위와 전기전도도를 이용한 해수/담수 경계면 산정
강동환, 소윤환, 김일규1), 박경덕1), 김병우2), 오세봉3)
1)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2)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융합연구원, 3)한국농어촌공사
PB2)

드론 원격정보 격자크기가 실제증발산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
이길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PB3)

제주지역 도달시간 산정에 관한 연구
김상문, 안상현
㈜SDM ENC

PB4)

내수면 양식장 해수의 구리이온 제거를 위한 천연제올라이트(Clinoptilolite)의 적용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플랜트연구소

PB5)

금호강 유입 주요 지천별 오염영향도 분석
곽인수, 김상훈, 신상민, 최수연, 김선애, 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PB6)

수질평가지표(WQI)를 이용한 낙동강수계 지천별 오염도 분석
곽인수, 김상훈, 신상민, 최수연, 김선애, 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PB7)

소유역에서 MODIS 인공위성과 드론관측 식생지수의 관찰
이계원, 이길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PB8)

제주도 지하수 및 용천수의 수질 특성
이병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생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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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B9)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지하수 오염 우심지역과 대조지역의 수리지질 특성
이충모, 함세영, 윤설민, 오정은1), 김문수2), 김현구2)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2)

PB10)

1)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새만금유역 담수호 및 하천수의 수질특성 변화
김영주, 류진희, 이수환, 오양열, 김선, 이정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PB11)

Bench-scale 선박용 STP에서 인공폐수를 이용한 영양염류 제거에 대한 연구
최영익, 이현진, 지현조, 신대열, 정진희, 정병길1), 성낙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PB12)

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동강수계 삼옥교수위국에 대한 수자원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박종진, 전성수, 이솔이, 서은영, 조중식, 최정동,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PB13)

낙동고령 중권역내 우심관리 지류・지천의 수질 농도 등급화 연구
신상민, 김상훈, 곽인수, 최수연, 김선애, 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PB14)

낙동왜관 중권역내 지류・지천이 낙동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신상민, 김상훈, 곽인수, 최수연, 김선애, 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PB15)

낙동강수계 중권역별 지류・지천의 수질 오염도 평가
최수연, 김상훈, 신상민, 곽인수, 김선애, 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PB16)

벼 이앙 시기별 논물의 조류 발생양상과 환경특성 분석
배희수, 황재복, 최인배, 박홍규, 박태선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PB17)

영산강 하구에서 방류에 따른 생화학적인 변동 특성
김태하, 이효진, 우준식
㈜지오시스템리서치 환경화학생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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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B18)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순간충격시험에 의한 농촌지역 충적관정과 산지지역 암반관정의 수리상수 분석
이충모, 함세영, 윤설민, 전항탁, 임우리, 오정은1)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PB19)

1)

㈜삼보기술단 수자원부,

1)

금오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

하도 종횡단에서의 2차원 수리모형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
1)
1)
김미정, 안승섭 , 박기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B21)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위험저수지 선정을 위한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의 활용성 검토
박종영, 이정식

PB20)

1)

1)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노후 저수지의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여유고 평가
양준석, 안승섭,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PB22)

하천수리특성을 고려한 해석해를 이용한 지하수 양수 영향 분석
이정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PB23)

지표수-지하수 통합수문해석에 의한 진위천 유역의 지하수 함양량 산정
정일문, 이정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PB24)

다중 GCM 기후자료를 이용한 제주도의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김철겸, 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PB25)

하천 인근 시설재배지역의 지하수위와 수온 변동 특성 분석
이정우, 김남원, 정일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PB26)

도심지를 유과하는 제주 한천유역의 ARF 산정
강명수, 양성기, 김용석, 강보성, 양세창1)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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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B27)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하천횡단 구조물 배치방향에 따른 2차원 수리해석
최광복, 안승섭,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PB28)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천미천 유역의 물수지 변화 분석
김철겸, 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PB29)

도암만 해역의 육상기원 오염물 분포와 영향범위
안삼영, 강형일, 서진수, 신세연, 정재성1), 이영선1)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PB30)

1)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산지형 하천의 강우자료 분석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분석
강보성, 양성기, 김용석, 강명수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PB31)

연속 일유량 자료를 이용한 첨두유량 추정방법의 비교평가
이정은, 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PB32)

제주도 한천유역 관측자료 기반 홍수량산정 연구
김민철1,2), 양성기1), 강보성1), 김용석1), 강명수1)
1)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2)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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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Session PC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폐수폐기·환경화학
좌장: 박영식(대구대), 김지훈(대구보건대)

PC1)

착유실 세정수의 효율적인 처리방법과 그 효율에 대한 연구
장철현, 방기웅1), 구희정1)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PC2)

1)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HTMAB로 표면처리된 안트라사이트에 의한 비소 및 셀렌의 흡착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
김정배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PC3)

HTMAB로 표면처리된 안트라사이트에 의한 비소 및 셀렌의 동력학적 및 열역학적
흡착 특성
김정배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PC4)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화산석 유래 Na-A 제올라이트의 결정화 특성
엄윤섭, 김지영, 이창한, 감상규1), 박종원, 최정학2), 이민규3)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2)

PC5)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3)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전기분해를 이용한 질산화효율 개선 가능성 연구
1)

2)

신춘환, 최기충 , 유재철 , 채주환, 정재원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수엔지니어링,
PC6)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

부산지역 하수처리공정 개선을 위한 질소 및 인 처리효율 분석
1)
신춘환, 황은주, 유재철 , 채주환, 정재원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PC7)

2)

1)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

활성적니를 이용한 타르폐수중의 페놀 제거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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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C8)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고급산화공정에서 철과 망간을 담지한 활성탄의 촉매특성 연구
최재원, 이학성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PC9)

하폐수 도고처리 Bio-SAC 공법 및 S-DAF 공법 이용하여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공공폐수처리설 시운전 사례
김정관, 정태화1)
한국환경공단,

PC10)

1)

주식회사 케이디

폐수처리를 위한 Oyster-Zeolite 여과공정 적용에 따른 수질특성 연구
우정희, 권민지, 김효원, 이승철, 정인철1), 최영익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PC11)

1)

부산환경공단

중금속 오염토양의 난분해성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분해공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1)

2)

3)

이새미, 이승철, 권민지, 이준희 , 김재홍 , 정병길
1)
2)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
3)

PC12)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자력세기에 따른 폐 컴퓨터 PCB 내 유가금속 회수율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권민지, 이승철, 이새미, 우정희, 정진희, 성낙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PC13)

EFDC를 이용한 낙동강 수계의 남조류 거동에 대한 연구
1)

1)

1)

1)

1)

1)

류태욱, 최선연 , 허재은 , 이갑두 , 노민수 , 김경덕 , 박상원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1)계명대학교 녹색융합기술연구소
PC14)

스코리아로 합성한 제올라이트가 Polyacrylonitrile에 고정화된 흡착제의 Cu와 Sr 이온
제거 성능
1)
2)
이창한, 감상규 , 이민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PC15)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Cl-과 SO42-이 Endosulfan diol의 환원분해에 미치는 영향
안삼영, 김유진, 조은비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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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C16)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광촉매반응기를 활용한 제주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처리
이택관, 김길성1), 이창한2), 이민규3), 조은일4), 감상규4)
한풍종합건설㈜,
3)

PC17)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제주도 서부 지역 골프장 지하수관정의 지하수 이용량, 수질 및 수위에 관한 연구
1)
홍승주, 이민규 , 감상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PC18)

4)

2)

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제주도 서부 해안지역 염지하수 부존 특성
고택균, 조은일1), 이민규2), 감상규1)
㈜한가람,

PC19)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2)

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비산재 기반 제올라이트의 중금속 흡착 특성
1)
2)
김선진, 이혜성, 김한아, 이광원 , 이창한 , 최정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2)

PC2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제주도 서귀포시 S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 특성
오명철, 이민규 , 감상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PC20)

2)

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Protective Effect of Ethanolic Extracts of Phragmitis Rhizoma against
LPS-induced Macrophage Toxicity
Sook Jahr Park, Seong Ho Ha1), Sang Chan Kim1), Moon Ki Park,
Jong Rok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1)

Medical Research Center for Globalization of Herbal Formul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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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Session PD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녹지·생태환경
좌장: 최정학(부산가톨릭대), 이주영(한경대)

PD1)

논 생태계 내 둠벙이 해충 및 천적 발생에 미치는 영향
최낙중, 최만영, 이봉춘, 김상민, 나지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PD2)

팔당호에서 민물가마우지의 어류 섭식에 관한 연구
송행섭, 변진수1), 오현석1), 조경래1), 박정호1), 정진문2), 박헌우3)
강원대학교 에코환경과학과,

PD3)

1)

㈜코리아에코웍스,

2)

무학여자고등학교,

3)

춘천교육대학교

겨울철 최저온도에 대한 패션프루트의 생장, 개화, 과실발달 및 엽록소형광 특성
1)

임찬규, 송은영, 고석찬 , 오순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PD4)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마늘(Allium sativum L.)의 생육단계별 기온상승이 광합성 및 인편발달에 미치는 영향
1)
2)
오순자, 문경환, 송은영, 위승환, 손인창 , 고석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2)

PD5)

1)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가야산 국립공원의 탐방객 특성과 환경태도 분석
한재경, 우형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PD6)

도심형 경관구조에 서식하는 관박쥐(Rhinolophus ferrumequinum)의 행동권 특징
전영신1,2), 김성철2), 정철운2), 한상훈3)
1)

PD7)

국립공원관리공단,

2)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3)

국립생물자원관

하늘다람쥐의 인공소상 이용 현황에 관한 연구
임춘우1), 정철운1), 김성철1), 전영신1,2)
1)

PD8)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2)

국립공원관리공단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전・후 토지피복별 지표온도 변화
박성민, 공학양, 최낙훈, 박성애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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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D9)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도심지 공원의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방안 실증분석 - 양재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
최원준, 서남규, 최대현1),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2)

1)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PD10) 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 특성
유소연, 구남인, 오정학,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PD11) 국립공원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현황
김혜리, 김지영1), 이진홍, 송재영, 황태환, 김의경
국립공원관리공단,

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보호학과

PD12) 수산부산물 EM발효 아미노산액비 시용이 오미자 생육에 미치는 영향
1)

박예근, 안승원, 김조훈, 홍금선, 김향례, 안갑선, 조태동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PD13) 상토 및 저선량 방사선 처리가 시계초의 영양번식에 미치는 영향
홍금선, 안승원, 박예근, 김조훈, 김향례, 안갑선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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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Session PE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융합환경
좌장: 신승호(대구보건대), 최인학(중부대)

PE1)

무용제형 UV경화용 코팅제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
이원기, 배성국, 노건호, 박찬영, 이민규, 이창한1)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PE2)

1)

부산가톨릭대 환경행정학과

ceramic green body의 물성에 미치는 실리카분말, 경화제 및 첨가제 등의 영향
김민섭, 김태현, 장충식1), 박근덕1), 노건호, 이원기, 박찬영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PE3)

1)

㈜쌍용선재

순환토사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전근영, 박제철
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PE4)

자몽 과육과 과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교
이현지, 손찬양, 임지우, 윤정서, 노정숙, 정갑섭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E5)

레몬과 자몽 착즙의 이화학적 특성
손찬양, 이현지, 임지우, 이진아, 노정숙, 정갑섭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E6)

WO3/TiO2 나노튜브 소재를 활용한 광원별 자일렌 분해능 평가
1)

1)

2)

2)

2)

3)

4)

1)

박상희, 김도훈 , 문은비 , 조완근 , 김미경 , 김동진 , 신승호 , 최정학 , 이준엽
㈜켐토피아, 1)㈜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2)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3)

PE7)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학과,

4)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초음파 강도별 합성에 따른 가시광 활성 나노입자의 특성분석
박상희, 김도훈1), 김선진1), 임보미1), 조완근2), 신승호3), 김지훈3), 신수현4), 이준엽1)
1)

2)

㈜켐토피아, ㈜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3)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학과, 4)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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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E8)

2017년 11월 2일 (목) ~ 3일 (금)

바이오증점제를 사용한 생분해성 세정제 연구
이정세, 최재원, 이학성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PE9)

융합현장교육 프로그램인 『STEAM R&E』에서 계란의 신선도 향상에 대한 사전ㆍ사후
설문 평가를 통한 학생의 전반적인 이해도 조사(2)
최형규, 문상철, 박정민, 박부건
청도고등학교

PE10)

AMPK/Nrf2 Signaling is Involved in the Anti-Neuroinflammatory Effect of
Novel Compound from Petasites japonicus in Microglia against LPS
1)

1,2)

3)

1,2)

Sun Young Park , Seon Yeong Chae , Young-Whan Choi , Geun Tae Park
1)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3)

PE11)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Nrf2-mediated Neuroprotection against Oxygen-Glucose
Deprivation/Reperfusion Injury by Novel Compound from Polygonum

multiflorum
1)

1,2)

3)

1,2)

Sun Young Park , Seon Yeong Chae , Young-Whan Choi , Geun Tae Park
1)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3)

PE12)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Poly(vinyl acetate-co-ethylene) 에멀젼 물성에 대한 가소제 효과
1)
이원기, 최용해, 박찬영, 박덕제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PE13)

1)

㈜세영네트워크

폐 인듐-주석 산화물을 이용한 고순도 산화 인듐의 제조
구수진, 이민규, 주창식, 박찬영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PE14)

1)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흡연지정지역에서 흡연에 따른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 분석
신승호, 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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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숙성 홍어회 가공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고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김상호·백장미·강건희·노정숙1)·정갑섭1)
영산홍어㈜,

1)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숙성 홍어회 가공 중에는 원어대비 껍질 10%, 몸통살 30%, 연골 10%로 전체 약 50%의 부산물이 발생되
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전량 폐기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이들 부산물 중에는 껍질에는 콜라겐,
연골 중에는 콘드로이친 황산 등과 같은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홍어 가공시 발생되는 부산물들을 이용하여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제품화 및 산업화
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원료는 숙성 홍어회 가공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인 껍질, 연골 및 몸통살을 이용하였다. 껍
질에서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추출하였고, 연골에서는 콘드로이친 황산 성분을 추출하였으며, 몸통살은
어육연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콜라겐 펩타이드와 콘드로이친 황산의 항비만 및 항염증 효능을 살펴보
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소재들을 주원료로 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콜라겐 펩타이드의 분자량 1,000 Da.을 기준으로 한외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cut-off를 수행한 결과
849-934 Da.과 1,320-1,476 Da.으로 cut-off 되었으며,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도 효소 종류 및 가수분해
시간에 따라 cut-off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콜라겐 펩타이드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 분석 결과 glycine,
hydroxy proline의 함량이 약 22.0%, 7.0%로 전형적인 콜라겐 단백질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분자량에 따른
아미노산 조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분자량이 작을수록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콜라
겐 펩타이드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 시험에서 활성탄으로 처리한 경우 VBN 함량이 약 5배 감소하였으며,
이온교환수지로 처리한 경우 약 10배 감소하였다. 동물실험에 있어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경구섭취 한 비만이
유발된 마우스에서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 아디포넥틴 농도 조절, 혈중 지질 농도 감소, 간 지질 축적 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등을 확인하였다. 홍어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 황산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1%
alcalase와 1% protamex를 혼합 사용하여 4시간 가수분해하였을 때 콘드로이틴 황산의 수율은 32.55%로 비
교적 높은 값으로 얻어졌으며, GPC에 의한 콘드로이틴 황산의 함량은 26.63%, 분자량은 약 28만 Da으로 측
정되었고, 단백질과의 비율은 1 : 2.76의 비율로 나타났다. 실험 쥐에 콘드로이틴 황산을 투여한 결과 급성
염증유발시 나타나는 체중과 간 무게의 감소 방지에 효과를 보였으며, 염증성 반응효소인 COX-2와 iNOS발
현을 억제하여 항염증 기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간 독성지표가 감소하여 콘드로이틴 황산은
간 해독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어어묵은 몸통살 중에 포함된 연골에 의해 비교적 높은 함량의
콘드로이친 황산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었다. 부산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원료들을 주원료로 화장품 및 건강기
능식품을 제조하여 산업화하였다.

4. 참고문헌
Baek, J. M., Kang, K. H., Kim, S. H., Noh, J. S., Jeong, K. S., A Study on development of high functional
materials producing technique using by-products from skate processing, J. Environ. Sci. Int., 25(5),
645-654.
Jeong, K. S., 2011, Extraction characteristics of soluble solid from Rumex crispus (Curled Dock) roots, J.
Environ. Sci. Int., 20(10), 126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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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철기반 흡착제(Fe-GAC)와 알루미나-지르코니아 세라믹
나노분리막을 이용한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제거 연구
김수홍·권도현·강석태1)·이창하2)
㈜에스지알테크,

1)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2)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1. 서론
최근 생활용수와 먹는 샘물 산업 발달로 지하수의 음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중 자
연방사성물질(우라늄) 등이 검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안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5
년 11월 먹는 물 수질기준 우라늄 0.03 mg/L이 입법하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체수원 개발 및 저
감기술 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철로 담지한 활성탄(Fe-GAC)과 알루미나-지르코니아
를 여과코팅한 세라믹나노분리막(NF)을 이용하여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을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연구방법
활성탄 표면에 3가철산화물을 코팅하여 표면적 650.75 m2/g, 공극부피 0.3924 m3/g, 평균 공극크기 2.4118
nm 특징을 지닌 Fe-GAC와 세라믹분리막(UF)에 알루미나-지르코니아 나노입자(42.12 nm)를 여과코팅하여
-1
평균 공극 크기 4.3±0.7 nm, 막간차압 (1 bar) 14±0.2 LMH, 막 자체 저항 2.57×1013 m 특징을 지닌 세라
믹나노분리막(NF)을 이용하여, 처리용량 0.375 m3/hr Pilot Plant를 제작 실험 평가하였다. 자연방사성물질(우
라늄) 제거 평가를 위해 우라늄((UO2(NO3)2·6H2O), Sigma-Aldrich) 2 mg/L), pH 6.9±0.6로 조정하였으며,
Pilot Plant Process는 원수 내 유기물조건에 따라 <저농도 유기물조건(0.5 mg/L이하)> Fe-GAC 단독공정과
<고농도 유기물조건(5.0 mg/L이상)> 세라믹나노분리막(NF) 전처리 후 Fe-GAC로 처리하는 공정, 이 두 가지
공정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분석결과 저농도 유기물 조건에서 Fe-GAC 단독공정에서 0.016 mg/L(제거율
97.9%)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농도유기물 조건에서 세라믹나노분리막(NF)에서 우라늄 0.736
mg/L(제거율 60.9%), Fe-GAC에서 우라늄 0.024 mg/L(제거율 96.7%)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라
믹나노분리막(NF)에서는 정전기적 효과와 분자량의 크기배제, Fe-GAC는 정전기적 효과에 의해 자연방사성
물질(우라늄)이 저감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a) 저농도유기물 (0.5 mg/L이하) 조건

(b) 고농도유기물 (5.0 mg/L이상) 조건

Fig. 1. Pilot Plant 공정별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처리 농도.

4. 참고문헌
Haleem, K. M., Warwick, P., Ick, E. N., 2006, Spectrophoto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with arsenazo-III
in perchloric acid, Chemosphere, 63(7), 1165-1169.
Lee, S., Kim, C.-W., Paik, D.-H., 2015, Evaluation of phosphorus adsorption characteristic with surface
modified activated carb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15(3), 189-197.
Shams, A. K., Ebrahimi, M., Czermak, P., 2007, Ceramic ultra- and nanofiltration membranes for oilfield
produced water treatment: A Mini review, Open Environmental Sciences, 9(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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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기존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스크린, 3-way screen
윤영내
㈜에싸

1. 서론
기존의 제진기는 한 방향으로 유입수의 흐름이 형성되어 고정된 스크린바에 걸러진 협잡물을 레이크로 걷
어 올리는 분리형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송된 후 남은 협잡물을 제대로 탈리하지 못해서 후단 공정으로 유
입되는 경우가 많고, 바, 메쉬 등 협잡물의 끼임 현상으로 부분 파손 교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
점을 고찰하여 협잡물 제거용 무빙스크린 제진기 장치인 3-way screen을 개발하여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에
서 주목받고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사의 제진기명은 3-way screen으로 일반 스크린은 한 방향으로
스크리닝을 하나, 3-way screen은 후면가림벽을 설치하여 3방향(전방,
하부, 후방)으로 유입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유체와 협잡물이 스크
린을 통과하지 않고는 빠져 나오지 않는 구조로 타 스크린보다 투수
면적이 증가해 효율적·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이송 방식은 에스
컬레이터방식으로 협잡물을 원형 그대로 이송 제거하며, 탈리방식은
브러쉬가 장착되어 있어 다공판에 붙어있는 미세 협잡물까지 완벽하
게 제거 가능하다. 다공판이 경첩방식으로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
하며 브러쉬 교체가 편리하다. 제진기의 협잡물 제거 효율면에서 가
장 효율적으로 처리가 우수한 Screen이다.

3. 결과 및 고찰
3-way screen은 기존 스크린의 문제점을 해결한 전혀 새로운 방식
의 스크린이다. 협잡물을 절단/손상하는 구조, 끼임 현상의 고장 발
생, 레이크 파손, 후면 협잡물 유실, 제작비 고가, 수리·교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way screen은 협잡물을 원형 그대로 이송하여 절단/손상, 끼임 현상이 없
다. 또한, 후면가림벽을 설치하여 후면으로 협잡물의 유실 염려가 없으며, 제작비가 저가이다. 미세 협잡물
(머리카락 등)은 약 95%이상 제거가 가능하다.
조목/세목/미세목 3가지 스크린이 하나로 대체 가능하며 하·폐수 처리장 시장, 축산 농장 시장, 어패류 가
공 공장, 섬유공장, 산업용 현장, 기존 노후 제진기 시장, 배수펌프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협
잡물의 손상이 없으므로 전 처리 공정에서 협잡물의 제거효과가 뛰어남으로 후처리 공정 중 펌프의 막힘이
나 고장률을 줄이고 부하량을 경감시켜 약품비,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현재까지 납품 실적은 에코물센터(150,000 ㎥/day), 울진군 금강송하수처리장(200 ㎥/day), 거창군 황산마
을하수처리장(80 ㎥/day), 이천시 샘표식품공장(1,680 ㎥/day)등을 확보했다. 또한, 우수성 및 파급효과로 특
허취득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술혁신상을 수여 받았으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38개국 등 총
세계 51개국 특허 출원을 완료시켰다.

4. 참고문헌
특허명 및 특허번호: 3방향 스크린 장치(제10-164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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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主義制度하의 환경보호法規體制에 대한 理解
이백수
연변대학교 토목공정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舊蘇聯의 법률체계를 모델로 하여 各異한 나라 여건에
따라 채택한 환경보호법 規制를 體系的, 綜合的으로 이해의 토대형성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
의 체제하에 環境立法의 特徵과 구조를 분석하고 그 발전 脈絡과 객관적 規律을 摸索하며 WTO/TBT 협정
성원국으로서 법규체계, 표준체계와 기술표준제정 및 관리 등 차원에서 국제적 흐름에 따르며, 더욱 合理化를
위한 것이고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환경입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해방초기
중국과 북한은 구소련의 共有制와 고도로 집중된 計劃經濟체제를 모델로 하여 초보적인 復舊건설이 끝난 후,
共有制가 절대적 통치적인 100%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 양나라 입법의 동일한 체제배경이
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법규제의 發展은 “形成단계”, “發展단계”, “整備단계”인 3개 단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糧食곤란, 에너지缺乏, 경제衰退 등 원인으로 環境汚染, 生態破壞에 크게 유의를 가질 餘
地가 없다고 하지만 역시 대체적으로 중국과 거의 같은 환경입법의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중국의 환경보호법 체계는 헌법-환경법-조례, 규장-표준으로 구성되었는데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그 外 관연
항업의 법규제가 制定되어 있다. 광의적으로 보면 표준부분이 준법률차원에 속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법률실시
의 기술적 보장이기에 환경법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强制性 표준과 推薦性표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중국 입법의 特色으로 강제성표준을 법률차원으로 제고하기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
역적인 문화, 경제, 기후 등 차별로 인하여 지방성적인 법규, 규정, 표준 등 규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환경법 構成체계는 헌법-법령·명령-정령-결정의 순으로 중국과 비슷한 위계를 갖고 있고 기술표준부분은 발표數
量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환경평가법외 규제에서 평가대상, 내용, 기준, 방법에 대한 규제가
상세한 반면에 북한의 환경평가법 중 평가기준에 대한 요구가 미흡하고 대상과 범위만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
으며 평가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법 규제상에서 중국은 아직 중앙부터 지방까지 각 항업
의 행정적인 규정, 통지, 결정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북한의 환경보호법 규제 중에는 體制理念性, 국가政治
性, 정책行政性과 같은 것을 보유하고 고도의 中央集權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外國投資의 유지를 법제
개선과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으로 나타나려 하지만 환경보호법 중에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이는 실제와 모순되는 단순한 정치적 선전규정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3. 결과 및 고찰
중국의 環境保護 관연 입법은 역사시기의 여러 가지 原因으로 인하여 복구건설, 대약진, 문화대혁명 등
곡절과정을 거쳐 현재 정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제적인 차원에 接近은 아직 差異가 있는 것이다. 북
한은 현재 양식과 에너지 부족으로 환경보호에 유의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주지만 자국경제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외국투자의 유치를 위한 법제 개선과 국제적 환경보호 법제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환경·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입법개선 등의 문제를 북한 외에 국제기구, 중
국,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참고문헌
李峻, 2007, 環境法槪論,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236-237.
朝鮮通信, 1993, ㈜朝鮮通信社, 東京, 8-9.
中國環境保護政策法規匯編, 2014, 경제관리출판사, 北京, 290.
韓德培, 2010, 環境保護法敎程(第4版), 人民敎育出版社, 北京,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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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R 공법을 이용한 하수월류수(CSOs) 처리
이광희
경주시 에코물센터

전국 공공하수처리장의 80% 이상이 우기시 처리장에 유입수가 2Q-3Q까지 유입되고 있어 하수월류수에
의한 하수처리공정관리에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주시에서 개발한 GJ-R
(GyeongJu Rapidity Process) 공법을 이용하여 하수월류수를 처리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본
기술은 하수월류수를 급속처리하는 장치로써 최단시간(15분)에 하수월류수를 깨끗이 처리하는 하수월류수 다
이렉트 급속처리 기술이다. 핵심기술은 3가지로 인라인 고속응집 및 무동력 플럭응결장치, Splitter Type 고효
율 마이크로버블장치, 국내최초로 개발한 다단격벽식 고효율 부상분리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원리는 1단계
응집․응결 2단계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한 버블코팅, 3단계 3단 부상조를 이용한 버블코팅된 응집입자들의 부
상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심플한 공정으로 One-Touch 운영시스템으로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강우시 실
험결과, GJ-R 공법을 통과한 하수월류수가 SS 98.2%, BOD 86.6%, COD 83.3%, TN 36.8%, TP 93.1%의 높
은 제거효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처리수의 SS 2.9 mg/L, BOD 10.1 mg/L, TP 0.21 mg/L로 환경
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인 BOD 60 mg/L 이하로써 공법의 응집․응결 및 마이크로버블 부상 효율
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소량의 응집제 사용(10 ppm), 높은 TP 제거효율, 높은 DO농도
는 최근 화두가 되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녹조 발생문제 및 수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간이공
공하수처리장의 법정 방류기준이 BOD 60 mg/L로 개정된 상황에서, 일반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에 근접
할 정도로 깨끗한 처리수로 방류시킴으로써, 본 공법 적용시 친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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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계 비산재 및 화산석을 이용한 금속이온 제거용 흡착제 개발
이창한·감상규1)·박종원·이민규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석탄계 비산재 및 화산석 등에 알카리를 처리하여 제올라이트의 합성 및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Gündüz, 2008; Tanaka and Fujii, 2009). 합성 제올라이트는 금속이온
의 제거 및 선택적인 흡착에 이용되고 있다(Hui et al., 2005). 흡착 특성은 중금속 종류, 제올라이트 구조 및
표면특성에 따라 물리․화학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Apiratikul and Pavasant, 2008).
본 연구는 기존에 시멘트 및 건축자재 원료로 재활용 또는 매립에 의해 폐기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석
탄비산재(CFA; Coal Fly Ash) 및 화산 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는 스코리아(Scoria)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금속이온 제거용 흡착제의 성능은 석탄계 비산재와 화산석을 용융/수열합성
법(fusion/hydrothermal method)에 의한 제올라이트(synthetic zeolite)로 합성하여 평가할 것이다. 제올라이트
특성 및 흡착성능은 SEM 및 XRD, XRF 및 AA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의 구조 및 결정화도, 성분의 변화
및 흡착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에서 사용한 시약은 제올라이트, 수산화나트륨, 알루민산나트륨을 사용하였다. SiO2/Al2O3 몰비와
NaOH(Na2CO3)/CFA(Scoria) 비를 0.6-2.4로 변화시키면서 합성하였다. NaOH/Scoria 비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
한 후 550℃에서 1시간동안 용융시키고, 소성된 시료에 NaAlO2를 일정량 첨가한 후 수용액에서 교반하면서
숙성(30℃, 5시간) 및 결정화(90℃, 5-24시간) 과정을 거쳐 제올라이트를 제조하였다. 제올라이트의 화학적
조성, 결정구조 및 표면구조는 XRF, XRD 및 SEM을 이용하고, 흡착특성은 흡착속도와 흡착등온 실험 후
AA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내 연구는 순수물질 제올라이트 합성과 신소재 개발, 제올라이트 합성방법과 표면특성의 개질 등의 연
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석탄계 비산재와 화산석을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제올라
이트로 합성하여 금속이온 제거용 흡착제로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SEM과 XRD 분석을 통해 Na-A와
Na-X형 제올라이트가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금속이온(Cu,
Zn, Cs, Sr 등)의 흡착속도와 등온흡착량을 평가하여 흡착성능이 타 연구결과와 유사하거나 우수하다는 결과
를 얻었다. 이 결과로부터 제올라이트 합성 및 금속이온 흡착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4. 참고문헌
Apiratikul, R., Pavasant, P., 2008, Sorption of Cu2+, Cd2+, and Pb2+ using modified zeolite from coal fly ash,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144(2), 245-258.
Gündüz, L., 2008, Use of quartet blends containing fly ash, scoria, perlitic pumice and cement to produce cellular
hollow lightweight masonry blocks for non-load bearing walls, Const. Build. Mater., 22(5), 747-754.
Hui, K. S., Chao, C. Y. H., Kot, S. C., 2005, Removal of mixed heavy metal ions in wastewater by zeolite
4A and residual products from recycled coal fly ash, J. of Hazardous Materials, 127(1-3), 89-101.
Tanaka, H., Fujii, A., 2009, Effect of stirring on the dissolution of coal fly ash and synthesis of pure form
Na-A and -X zeolites by two step process, Adv. Powd. Tech., 20(5), 47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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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고온열환경 평가
김현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과학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열환경의 발생과 예측 그리고 적응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Im et
al.(2017)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폭염이 향후 인도와 같은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였으며 WBGT를 통해 고온열환경을 분석하여 기온만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폭염예보의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또한 Kim et al.(2014)은 부산지역의 폭염사례일에 대한 열쾌적성 평가를 통해 기온이 충분히 높지
않아도 습도나 신체대사율에 따라 위험한 고온열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폭염을 정의하
는데 있어 기온만을 활용하는 현재의 폭염특보발표기준은 신체가 받는 열스트레스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몇년간 지속된 한국의 여름철 폭염은 미래에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기
후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온극한현상의 발생빈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극한값도 점
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문제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고온극한기상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2011년부터 보고되고 있는 온열질환감시체계(질병관
리본부)의 온열질환자 수의 변화경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의 수는 매년 증
가하고 있으며 고온열환경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자의 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이같은 기존의 일반적인 기후학적 이론에서 벗어나는 미래 기후변화 혹은 기상현상에 대해 이
제는 단순히 기후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적응의 문제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고온열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기온 이외의 다양한 기상요인(e.g. 상대
습도, 운량)과 신진대사율, 의복과 같은 생리학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열환경지수(e.g.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 (PST), Physiological Strain (PhS))를 생산할 수 있는 Man-ENvironment
heat EXchange model (MENEX)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열환경지수값을 산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고온열환경이 어떠한
지를 다양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상학적, 생리학적 요인을 고려하
여 고온열환경을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Im, E.-S., Pal, J. S., Eltahir, E. A. B., 2017, Deadly heat waves projected in the densely populated
agricultural regions of South Asia, Science Advances, 3(8), e1603322.
Kim, Y.-J., Kim, H., Kim, Y.-K., Kim, J.-K., Kim, Y.-M., 2014, Evaluation of thermal environments during
the heat waves of summer 2013 in Busan metropolitan area, J. Environ. Sci. Int., 23(11), 192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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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인주택 공급방향에 관한 연구
서동완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1. 서론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13.15%로 고령사회인 14%에 육박하고 있어 노령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고,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감안하더라도 2025년에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고령화문제는 그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 노인유형별 주택수요분석, 입지유형별 노인주택특성 분석 등을 종
합하여 도시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인주택 공급방향 등을 제시하고자한다.

2. 자료 및 방법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치 제시 및 분석은 기술통계분석, t-검정(노인과 비노인,
1인가구와 2인가구), 상관분석, 교차분석(Crosstab, x2 검정), 선택모형은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
고, 통계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선호도분석
구분
공공임대
주택

실버
주택

노인
예비노인
1인가구
2인가구
노인
예비노인
1인가구
2인가구

입주의사
36%
36%
49%
36%
42%
39%
54%
39%

입주비용
20만↓
20만↓
20만↓
20만↓
30만↓
100만↑
20만↓
30만↓

희망규모

선호유형

20평↓
25평↓
20평↓
25평↓

다양
아파트↑
단독주택↑
아파트↑

선호지역
부도심↑
부도심↑
부도심↑
부도심↑
부도심↑
부도심↑
부도심↑
부도심↑

중요요소
의료↑
다양
의료↑
의료↑
의료↑
다양
의료↑
의료↑

정부지원
소득보존↑
소득보존↑
소득보존↑
소득보존↑
소득보존↑
소득보존↑
소득보존↑
소득보존↑

3.2. 선택모형
구분
공공임대주택
실버주택

입주의사 플러스 요인
실버주택 입주의사 ↑ > 선호주택 평형 ↓ > 월 관리비↓ > 정부지원 ↑
가족구성 ↓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 > 현 주거유형(아파트) > 월 소득 ↓ > 정부지원 ↑

3.3. 공급방향
구분
공공임대주택
실버주택

개발지역
도심
부도심

입주보증금
20만원↓
30만원↓ / 100만↑

개발평형
20평↓
25평↓

개발유형
단독 / 연립 / 아파트
연립 / 아파트

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주거환경개선 방안으로 ①도심지공동화현상 극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매입형임대주택건설과 노후화된 공공아파트의 구조변경을 통한 공공실버주택건설 ②부도심지에는 실버타운
건설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김성문, 김영, 서동완, 김환용, 2014,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주거환경,
12(2), 85-98.
류훈, 2012,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진상, 정철모, 2016, 노인주택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방안 연구, 주거환경, 14(2, 32), 159-170.
주생권, 2015, 지방도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특성과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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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영상유속계(SIV)를 이용한 산지형 하천의 홍수유출량 측정방법
연구
김용석·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1. 서론
제주도 주요 간헐천(한천, 천미천, 병문천, 화북천)을 대상으로 계측유역과 미계측유역의 홍수유출영상
(2012. 4-2014. 9)을 표면영상유속계(SIV)에 적용하여 다양한 유출사상과 오차율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표면영상유속계(SIV)의 최대 단점인 야간유출영상의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현장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한계점 개선하고 주ㆍ야간 유출영상의 정확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영상좌표계의 변환과정에서 수집된
유출영상의 원거리와 근거리의 변수를 계산하여 오차율을 분석하고, 표면영상유속계(SIV)의 상호상관계수 분
석하여 유량산정 결과의 확도 향상을 위한 후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하천에 설치된 하천 재
난감시용 CCTV의 유출영상을 활용하여 계측 및 미계측유역의 유출량을 분석하고 간헐천의 강우-유출 특성
을 고려한 유량관측방법의 개선과 고도화기술을 연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재 국내 하천의 수문조사는 유량조사사업단에 의해 지속적이고 정량적인 자료가 관측되고 있으나, 제주
도는 수문·기상학적으로 특수지역이므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천은 유량관측이 수행되지 않은 산지형 미계
측유역이다. 향후, 제주도 간헐천의 특이한 수문특성과 유출현상을 고려한 지속적인 수문성분조사와 최적 관
측시스템 구축 및 연구ㆍ조사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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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1)

SEM/EDX 분석법을 이용한 석탄화력발전소 입자상물질의
확인자(maker) 작성
박정호·김기윤·박민우·김주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전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은 개별입자의 크기 및 형태와 같은 물리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형X선분석장치(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X)는
개별입자의 화학적 조성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SEM/EDX분석법은 개별입자 분석시 짧은 시간내에 물
리화학적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경제적인 분석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EM/EDX 분석법을 이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주변지역으로 비산 가능한 미분탄, 바닥
재, 비산재에 대해 개별입자분석을 실시하고 물리화학적 분석정보를 이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 배출가능한
입자상오염물질에 대한 확인자(maker)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별입자의 형상, 입경 및 화학조성 등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에너지분산형X선분석장
치(EDX, Oxford INCA Energy X-MAX)를 장착한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6701F)을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15 kV 그리고 Working Distance (WD)는 15 mm 전후로 조절하면서, C,
O, Na, Mg, Al, Si, P, S, Cl, K, Ca, Ti, V, Cr, Mn, Cu, Fe, Ni, Zn 등 총 19개 원소성분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SEM image and EDX spectra of fry ash at H coal-fired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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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2)

부산지역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PM10과 PM2.5 농도 특성
1)

전병일·황용식

신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도시 지역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은 도로 교통 통행, 주거 활동, 에너지 생산, 건축 활동, 소규모 산업에 의
해서 발생한다. 도시에서 차도, 인도, 지하도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물질은 일차 미세먼지와 이차먼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차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원소탄소와 유기탄소, 브레이크나 타이어 미모에 의한 중금속,
그리고 도로먼지 재비산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동차로부터 NOx 배출은 반휘발성 화합물의 응축에 의해 이차
무기 및 유기 에어로졸 생성에 기여한다(Kumar et al., 2008).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도로변 측정 지점과 인
근의 주거지역의 측정 지점을 선정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도로변 미세먼지농
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향후 부산지역의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대기오염 농도 자료는 PM10과 PM2.5 자료이다. PM10 농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
년간의 자료이며, PM2.5 농도는 2015년과 2016년의 2년간의 자료이다. 따라서 PM10과 PM2.5 자료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2015과 2016년의 2년간의 자료이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PM10 and PM2.5 concentration (㎍/㎥) at Choryangdong (roadside) and Sujeongdong (residential)
locations for 2012∼2016
PM10

Choryangdong
(roadside)

PM2.5

Sujeongdong
(residential)

PM2.5

PM10

2012

2013

2014

2015

2016

42.8±19.0

51.3±20.5

57.6+26.2

52.2±24.3

48.6±24.2

50.5±23.5

28.1±13.2

28.1±13.9

28.1±13.5

42.9±22.0

40.7±21.0

42.9±22.4

21.8±11.3

25.9±12.0

23.9±11.8

36.5±17.7

46.4±20.7

48.2±27.3

Mean

Table 2. Number of exceedances per year of the daily limit value for PM10 (2012∼2016) and PM2.5 (2015∼
2016) at Choryangdong (roadside) and Sujeongdong (residential)

Choryangdong
(roadside)
Sujeongdong
(residential)

PM10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5

9

22

16

14

66

23

26

49

2

8

18

3

8

39

7

17

24

PM2.5
PM10
PM2.5

4. 참고문헌
Kumar, P., Fennell, P., Britter, R., 2008, Measurements of particles in the 5-1000 ㎚ range close to road
level in an urban street canyon, Sci. Total Environ., 390, 43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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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3)

강풍 사전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풍 내습 시 극한 풍속 추정
- 태풍 루사, 매미, 볼라벤 사례를 대상으로
정우식·박종길1)·나하나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최근 이상 기상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빈도는 적지만,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고, 2012년 태풍 볼라
벤은 최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이 세 태풍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선
행연구로는 태풍의 구조 등과 같은 태풍 특성에 관련된 연구와 태풍의 호우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세 태풍이 한반도에 내습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최대 풍속 3-second
gust(이하 V3) 자료를 통해 태풍 내습 시 강풍의 분포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태풍 피해액이 가
장 많이 나타났던 태풍 루사, 태풍 통과 시 일 최대순간풍속 최고치를 기록한 태풍 매미, 짧은 기간 동안 막
대한 피해를 발생 시킨 태풍 볼라벤의 V3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태풍의
사전 방재 시스템에 적용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자료
태풍 루사, 태풍 매미, 태풍 볼라벤의 내습 시기 발생 가능한 최대 풍속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수치모델 자료와 RSMC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Tokyo Typhoon Center의 Best Track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분석방법
RDAPS 수치모델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수치모의를 통해
RAM (Risk Assessment prediction Model)(Jung et al., 2010)의 입력자료인 700 hPa의 바람 자료를 생산하였
으며, RAM을 통해 10 m 고도에서의 V3를 산정하였다.
2.3. WRF 모형 구성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3개의 도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도메인은 쌍방향 둥지
(2-way-nest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격자 구성은 각각 85×85, 172×172, 304×304로 구성하였으며, 각 도메인
의 해상도는 27, 9, 3 km이다.

3. 결과 및 고찰
태풍 루사, 매미의 경우 V3에서 기상청 태풍 분류 기준 ‘매우 강’에 해당되는 최대 풍속이 0.7-0.8%로 나
타났고, 태풍 볼라벤은 24.6%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각 태풍의 경로에 따라 V3의 분포가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이동경로의 우측에서 높은 V3가 나타났고 실제 피해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V3의 분포
는 태풍의 강도 및 경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태풍 사전방재시
스템에 적용한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Jung, W. S., Park, J. K., Choi, H. J., 2010, An Estimation of amount of damage using 3-second gust when
the typhoon attack, J. of the Environ. Sci. Int., 19(3), 3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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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내습 시 사전방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태풍정보
컨텐츠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1)

2)

박종길·정우식 ·김은별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수온상승은 태풍의 위력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태풍의 의해 발생하는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Kim et al., 2006; IPCC,
2013). 태풍재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의 방재 활동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태풍 재해 발생 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 재해관련 정보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 시민 스스로 방재활
동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이나 방재관련 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기상 및 재난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은 재해정보의 유형과 내용 및 전달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 내습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전방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풍정보 컨텐츠 개
발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상특보나 방재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제공받고 싶은
방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태풍에 의한 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태풍
정보 컨텐츠 발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방법
설문문항은 자연재해의 정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경험 유무 및 종류, 평상시 기상정보 입수 및 활용방
법, 태풍 특보 발령시 기상정보 입수를 위한 활용방법, 태풍 관련 기상특보 만족도 및 개선사항, 태풍 관련
재해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주기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AS9.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자연재해는 ‘태풍’과 ‘지진’이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방송매체와 직접경험이었다. 응답자의 65.2%는 태풍관련 기상정보에 만족하지 않
으며, 예측정확도, 제공되는 정보 종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추가적으로 제공되기 바라는
정보는 태풍 관련 기상요소, 태풍에 의해 예측되는 피해규모, 특보 발령 단계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처방안
순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IPCC, 2013, Summary for policymakers, A Special repot of working groups Ⅰ and Ⅱ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1-19.
Kim, B. J., Lee, S. L., Kim, H. K., 2006,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mage and occurrence of high winds
in Korea,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18, 79-86(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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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서울에서 관측된 지속성 연무사례일의 기상과
대기질 분석 및 수치모의
한승범·송상근·조성빈·강윤희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1)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동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산업화 및 도시화, 인구 및 에너지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적 환
경오염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풍하측에 위치하여, 황사 발원지로부터 자연적 오염물
질의 영향 이외에도 중국 등 풍상측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 오염물질(SO2, NOx,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최근 중국 대도시나 공업지대에서는 매연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연무현상이 심각하고, 인공위성 자료에 의하면 중국 동부지역은 짙은 연무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장거
리 수송의 징후 또한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 장기간 지속된 연무발생일을 포
함한 사례(1월9일-1월18일)를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농도 및 기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상대기질 모델의 수치모의를 통해 연무사례 동안 시·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러 연무발생일 중에서 약 6일(1월12일-1월17일) 지속된(황사, 강수 제
외) 2013년 1월 사례를 대상으로 서울 및 인근지역의 ASOS 지점에서 관측된 기상 자료와 도시 대기질 측정
망의 대기오염물질(예, PM10) 농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일의 (종관)기상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
해 지상과 고층일기도 또는 지오포텐셜 고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무사례일의 수치모의를 위해 이용된 모델
은 기상모델(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WRF ver. 3.6)과 광화학수송모델(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ver. 5.0.2)이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인위적 배출량은 Model Inter-Comparison Study
for Asia (MICS-Asia)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연적 배출량은 모델영역의 WRF 결과를 입력 자료로 이용하여
Model of Emissions of Gases and Aerosols from Nature (MEGAN) 모델을 수행함으로써 생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남한지역의 인위적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와 함께 SMOKE를 수행하여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월에 서울에서 관측된 장기간 연무사례일의 기상 및 대기질 특성을 분석하고, 수
치모의를 통한 대기오염물질(예, PM10)의 시·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사례일 동안의 종관기상 특성을 보면,
중국 대도시 및 공단지역 주변에서 안정한 고기압권 하에 대기확산이 원만하지 못하고 장기간 머무르는 느
린 기압패턴이었으며, 서서히 북서풍/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연무발생 당일부
터 약 6일 동안 상당히 높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관측되었다. 아울러 일본의 동쪽 및 남동쪽 해역 주변에
서 저기압 및 고기압의 매우 느린 기압배치로 인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저지
(blocking) 현상으로 인해 장기간의 연무현상 및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배출량의 공간
분포를 보면, 중국 대도시(상하이 주변)와 공업단지에서 매우 높은 인위적 배출량(미세먼지)과 중국 화남지방
주변에 높은 자연배출량(isoprene)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치모의를 통해 연무사례일 중 서울과 중국의 PM10
농도를 비교해보니, 서울에서 고농도 연무가 나타나기 약 1-2일 전에 중국에서 고농도가 나타나 이러한 고농
도가 서울의 연무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무사례일은 중국으로부터의 장거
리 수송 및 기압배치(blocking 등) 등의 기상조건과 국지적 오염물질의 배출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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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간별 PM2.5 화학성분에 따른 에어로졸 광학특성
및 직접적 복사강제력 영향 연구
박연희·송상근·최유나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1. 서론
일반적으로 에어로졸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와 달리 주로 음(-)의 복사강제력을 나타내 지구냉
각화에 영향을 주며, 일부는 양(+)의 복사강제력을 나타내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복사강제력의
양 또는 음의 영향은 에어로졸 화학성분별 농도와 이에 따른 광학특성(산란 및 흡수성 등)에 기인한다. 또한
에어로졸은 입자크기에 따라 대기 중 체류시간이 수분에서 수 주 가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에어로졸 광학
특성 및 복사강제력은 시간규모(시간별, 월/계절별 등)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오랫동안 에
어로졸에 의한 복사강제력을 추정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에어로졸 전체량 또는 일평균 및 월평균 자료
를 이용하여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2014년 제주도 애월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에서 측정
한 시간별 PM2.5 화학성분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모델 및 복사전달모델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어로졸 광학특성과 직접적 복사강제력(Direct Aerosol Radiative Forcing, DARF)을 추정하였다. 또한
대상지역의 에어로졸 화학성분별 광학특성과 DARF에 미치는 영향/기여도를 시간적 변화(월/계절 및 일중 변
화)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에어로졸 화학성분별 광학특성 및 DARF를 추정하기 위하여 제주시 애월(해발
약 600 m 시골산간지대)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대기오염집중측정소의 2013-2014년 시간별 PM2.5 화
학성분 농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PM2.5 화학성분 자료는 총 4가지, 즉 수용성(water-soluble), 불용성
(insoluble), 검댕(Black Carbon, BC), 해염(sea-salt) 성분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water-soluble은 총 7가지
+
2+
2+
2+
즉, Non-Sea-Salt (NSS)-K , NSS-Mg , NSS-Ca , NSS-SO4 , NO3 , NH4 , 수용성 OC 성분으로 구성되며,
insoluble 성분은 OC에 대한 유기물질(Organic Material, OM)의 비를 이용, 그리고 sea-salt는 수용성 성분에
+
+
서 분리된 Cl 과 Na 로 구성되며, 총 질량 농도는 [Cl ]+1.47[Na ]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대상지역의
에어로졸 광학특성과 DARF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은 각각 광학모델(Optical Properties of Aerosols
and Clouds, OPAC)과 복사전달모델(Santa Barbara DISORT Atmospheric Radiative Transfer, SBDART)이다.
또한 DARF는 지표(surface, SFC), 대기상단(Top of the Atmosphere, TOA), 대기 중(Atmosphere, ATM)에 대
해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기간(2013-2014년) 동안 4가지 에어로졸 화학성분 중 water-soluble 성분이 광학특성 및 DARF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BC의 σab 제외). 광학특성의 경우, 2013년 water-soluble과 insoluble 성분
은 주로 봄에, BC는 겨울에, sea-salt는 여름 또는 이른 가을에 높게 나타났고, 2014년 water-soluble 성분은
여름에, insoluble과 sea-salt는 봄에, BC는 겨울에 높게 나타났다. 광학특성(특히 AOD)의 계절별 일중 변화를
보면, 봄 및 여름에는 이른 아침과 오후(정오 혹은 18-19시)에 최고치를 보였으며, 가을 및 겨울은 오후
(12-15시 혹은 18시)에 최고치가 나타났지만 다른 시간대와 비교하여 미세한 차이였다(2014년 겨울 제외). 또
한 가장 기여도가 큰 water-soluble 성분의 음의 DARF는 2013년은 봄(특히 5월)에 가장 높고(DARFSFC,
DARFTOA, DARFATM에서 각각 -59, -45, +14 W/m2), 가을 또는 겨울에 가장 낮게(DARFSFC와 DARFTOA는 10
월에 -20, -16 W/m2, DARFATM는 2월에 +3.5 W/m2) 나타났으며, 2014년은 봄(특히 5월)에 가장 높고(각각
-39, -30, +8.7 W/m2), 가을에 가장 낮게(각각 11월에 -20, -16, +3.7 W/m2) 나타났다. 연구기간 동안
water-soluble 성분에 의한 DARF의 일중 변화를 보면, DARFSFC와 DARFTOA는 모든 계절에 대해 오후시간대
(각각 12-14시와 12-16시)에 가장 크게 추정되었다.
- 56 -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6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6, 2017

OA7)

폭염 하에 열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
1)

2)

3)

4)

3)

5)

5)

김은별·박종길 ·정우식 ·오진아 ·김진홍 ·임미해 ·김백조 ·김규랑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3)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인제대학교 간호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4)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5)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1. 서론
기존의 폭염특보제는 예측된 일최고기온과 일최고기온이 기준값(주의보/경보)을 초과하는 지속일수 예측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일기온의 증가폭이나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
어 일최고기온만 고려하는 기존의 폭염특보제를 벗어나, 폭염과 같은 고온환경이 인체의 생리적 반응에 미치
는 것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국립기상과학원,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열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상・기후조건을 고려한
인체 실험을 통해 고온환경 조건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른 인체의 생리학적 요소 및 심리학적 반응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실험을 통해서 수집되는 자료를 향후 한국형 인체 열수지 모형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인체 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한 실험 환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한국 대구광역시 소재)내에 있는 인공기후실에서, 2016년 9월 27일부터 10
월 18일까지 총 22일 동안 수행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20명의 20대 남성으로 한국표준체형을
만족하고, 사전에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 실험 측정항목은 인체 생리학적 요소와 열
적 쾌적함 관련 설문조사이고, 실험은 휴식 및 적응기, 고온 환경 실험기, 휴식 및 회복기로 구분하여 진행되
었다.

3. 결과 및 고찰
30℃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인체생리학적 요소인 심부온도와 평균피부온도, 심박수가 기온이 증가함에 따
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된 열적환경에 대한 열적인지도, 열적 불편
함, 땀 발생 인지도는 모두 기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단계 변화가 동일
한 기온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기온 31-32℃ 범위에서는 고온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불편함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33-35℃에서는 이전의 기온 범위 보다는 고온 환경에
대한 인지도나 불편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이라는 환경조건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로 피험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조건
까지 실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험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
방법에 따라서, 향후 더 다양한 조건(연령, 성별 등)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다면, 보다 의미 있
는 결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참고문헌
국립기상과학원, 2016, 생명기상 응용모델 개발(Ⅳ).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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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스트레스에 의한 인체의 생리적/심리적 반응 분석에 대한
연구
1)

2)

김은별·박종길 ·정우식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열 스트레스(또는 고온 환경)에 의한 생리적 반응 측정 실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Jacpuot et
al., 2014; Shimazaki et al., 2014; Wang and Hu, 2016), 폭염과 같은 고온 환경 조건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
른 생리학적 요소 변화나 주관적 감각(subjective sensations)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고온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30℃ 이상의 기온에 사람이 노출되었
을 때, 인체 생리학적 요소와 열적 인지도에 대해 실시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고온 환경에서 기온이 증가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과 열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열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은 2016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2일
간 대구시 서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의 인공기후실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20명의
20대 남성으로 한국표준체형을 만족하고, 심장 또는 뇌 계통의 질환 등 실험 참가 시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
는 지원자로 선발하였다. 실험은 휴식 및 적응기, 고온 환경 실험기, 휴식 및 회복기로 구성되며, 하루 동안
피험자는 동일한 실험 2회를 반복 수행하였다. 측정항목은 심박수, 심부온도, 피부온도, 신진대사량, 열적쾌적
도 관련 설문조사이다.

3. 결과 및 고찰
인체 생리학적 요소 중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심부온도와 평균피부온도의 경우 t-test 분석 결과, 기온 35℃
에서 측정된 값이 30℃에서 측정된 값에 비해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심박수의 경우에도 유의한 증가를 나
타냈다. 즉, 기온 외의 실험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심부온도, 피부온도, 심박수의 유의미한 증가는 기온에
의한 영향임을 알 수 있다.

4. 참고문헌
Jacquot, C. M., Schellen, L., Kingma, B. R., van Baak, M. A., van Marken Lichtenbelt, W. D., 2014,
Influence of thermophysiology on thermal behavior: The essentials of categorization, Physiol. Behav.,
128, 180-187.
Shimazki, Y., Yoshida, A., Taketani, S., 2014, Experimental analysis of human thermal condition during
outdoor exercise under summer conditions, Journal of Heat Island Institute International, 9(2), 33-38.
Wang, H., Hu, S., 2016, Experimental study on thermal sensation of people in moderate activities, Building
and Environment, 100, 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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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해일사례분석을 통한 기상해일발생 임계조건 도출
1)

2)

최요환·김현수 ·김유근·우승범 ·김명석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

1)

홍콩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과학과,

2)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1. 서론
기상해일은 스콜, 뇌우, 전선의 통과, 대기중력파와 같은 기상현상에 의한 해수면 상승을 의미하며,
Tintoré et al.(1988)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대기파(atmospheric wave)와 해양장파(long ocean wave)의 전파와
항만 공명(harbour resonance)을 기상해일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때 대기파의 속도와 해양장파
의 속도가 같을 경우 프라우드만 공명(Proudman resonance)이 일어난다(Proudman, 1929). 따라서 대기파의
전파속도와 전파방향을 계산하는 것은 기상해일발생의 정량적인 분석과 예보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기상모델을 활용하여 기상해일발생 사례일별 대기불안정을 분석하고 불안정구역의 전
파속도와 방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기상해일 예보를 위해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한반도
서해안에서 기상해일의 발생 임계조건을 도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과거 한반도 서해 연안에서 발생한 기상해일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조위관측소
11곳의 매분 조위 관측값을 통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한반도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상해일발
생일을 선정하였다. 기상해일발생 전, 대기불안정의 전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사례일별 WRF
수치기상모의를 시행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대기불안정의 위치를 추적하여 전파속도와 전파방향을 계산하였
고, ETOPO1 수심자료를 활용해 대기불안정의 전파로 인한 해양장파의 전파속도를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기상해일이 발생할 임계조건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위 관측값 분석을 통해 11년 동안 총 14차례의 기상해일발생 사례일을 선정하였다. 각 사례일별 수치모
의 결과, 공통적으로 기상해일이 발생하기 전에 저기압이 황해 또는 동중국해 상공을 전파하며 한반도를 통
과하였다. 기압골을 동반한 저기압의 전파로 황해 또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풍속과 풍향이 급변하는 구역이
존재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30 dBZ 이상의 반사도구역과 ±1.5 hPa/10min 이상의 해면기압 급변구역이 존재
하였다. 상기 대기불안정구역들은 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 바다 위를 전파하였다. 산정된 대기파와 해양파의
전파속도를 이용해 프루드 수(Froude number)를 계산하여 공명 지수(resonance factor)를 구하였다. 대기불안
정의 크기, 공명 지수, 전파방향과 각 관측소 사이의 거리를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기상해일
발생 분류모형을 만들었다. 분류모형의 검증 결과 약 70% 정도의 기상해일발생 예측정확도를 보였다. 결론
적으로 대기불안정의 크기와 공명지수를 계산하여 불안정의 전파방향으로부터 기상해일이 발생할 임계 거리
를 산정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Proudman, J., 1929, The effects on the sea of changes in atmospheric pressure, Geophys. Suppl. Mon. Not.
R. Astron. Soc., 2, 197-209.
Tintoré, J., Gomis, D., Alonso, S., Wang, D. P., 1988, A Theoretical study of large sea level oscillations in
the Western Mediterranean, J. Geophys. Res., 93, 10797-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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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화지점의 강수의 일변화와 기후변화정도 분석
1)

2)

3)

성인철·박종길 ·정우식 ·김은별 ·김백조
1)

4)

2)

기상청,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인제대학교 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3)
4)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1. 서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강수패턴과 강수강도가 변화하고, 국지적 집중호우 빈발하여 기상재해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Park et al., 2008), 30년 평년값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일부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였고 점차
내륙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기상연구소, 2007).
본 연구는 경기도 강화지역의 매시간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여 시·공간적 강수특성과 일변화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강수변화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아열대화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고, 호우에 의한 기상재해 대비에
도 활용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강화 인근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관측된 1973년부터 2009년까지(37년간)의 시간 강수량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일 강수량이 아닌 시간당 강수량을 매시간별로 빈도와 강수강도 등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시간당 10 mm미만의 약한 비와 그 이상의 호우성 강수의 경우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강수강도의
일변화에 있어서도 특정시간대에 집중하는 패턴의 분포와 연대별 변화에 집중하였다(Seong, 2012; Park et al., 2013,
2014).

3. 결과 및 고찰
3.1. 시간당 강수강도의 변화경향
강수 시간 수를 기준으로 시간단위 강수강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강수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일 단위 강수강도의 변
화와는 그 강도나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각각 분명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동일지역, 동일 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위시간당 강수강도의 변화경향은 상당한 정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연구기간동안 강화지역의 경우 연
평균 1170.6 mm의 강수량을 나타내었고, 0.1∼10 mm/h 미만의 강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0 mm/h 이상의 강수일과
강수강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2. 강수량의 일변화 경향
최근 37년간의 시간당 강수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전 강수량이 비율이 56%, 오후 강수량 비율이 44%로 나타나 부산(오
전: 56%)이나 인천(57%)과 같이 오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0년 단위의 연대별로는 70년대 59%, 80
년대 56%, 90년대 57%, 그리고 2000년대 54%로 나타나 연대별로는 조금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한반도의 다
른 지점과 마찬가지로 “오전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수량의 오전쏠림 현상에 대
한 심화정도를 살펴보면 부산 등 남해안과 서해안 일부 지역의 경우 오전 강수량이 오후보다 많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오
전쏠림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강화지역은 오전 강수량 증감 추세의 기울기가 1.5보다 작게 나타나 인천과 같
이 오전쏠림 현상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양상은 아니었다.
3.3. 강수 패턴 분석 및 기후변화 영향 비교
시간 강수량의 일변화 패턴과 시간 경과에 따른 패턴의 변화경향을 그룹화하고 이를 지역별 위치에 따라 우리나라 지
도상에 표시하여, 시·공간적 강수 일변화 분포와 그 변화경향을 아열대화 경향의 지역분포와 비교하였다. 강화지역의 강수
패턴은 부산과는 차이는 있으나 인근의 인천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한반도 서해안의 북단까지 아열대의 조짐이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Park, J. K., Seong, I. C., Kim, B. J., Jung, W. S., Lu, R. Y., 2013, On the characteristics of hourly precipitation intensity
variation accor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Disaster Advances, 6(8), 60-72.
Seong, I. C., 2012, Case study on torrential heavy rain and characteristics of hourly precipitation caused by
sub-tropicalization, M.S. Thesis, Gimhae, Inje University, Korea, 1-66(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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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아동의 가정 내 환경유해물질 농도와 환경요인
1)

최길용·조국·서성철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1. 서론
현대인의 주거 환경은 80-90%이상이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 및 환경인자의 노출로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등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산모가 장시간 생활
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실내 가정의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경우, 세균 번식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실내 공기 질 관리가 중요하다(Ahn, 2014).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실내 환경조사 방법의 개요는 서울 및 경기도 내에 있는 개인의 실내 환경요인의 정량적인 방
법으로 노출정도를 평가, 노출(exposure)과 결과(알레르기 질환) 사이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실내 환경인자들의 노출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한 노출평가의 기초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 소아 청소년
의 12세 이하 어린이 가정을 총 1회 방문으로 진행을 했으며, 신규 대상 50가구 1곳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환경 인자를 중 미세먼지(PM10, PM2.5), 미생물(세균, 진균), 집먼지 진드기, 중금속(Cr, As, Br, Cd, Hg, Pb)
중심으로 기초분석을 측정을 하였다. 통계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AS 9.3을 사용하였고, 실내의 침실에 있는
먼지 진드기 농도 및 환경측정인자 분포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 log값을 취해 정규 값을 확인 한 후에 기하
평균(Geometric Mean, 이하 GM)과 기하표준편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 이하 GSD) 등으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이 있는 환자와 없는 군의 분포를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
석한 결과이다. 온도에서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 진단(의사)을 받은 대상자의 30명(60%)의 온도(℃)의 평균
24, 표준편차 42, 그리고 습도(%)의 평균 12, 표준편차 18, PM2.5(㎍/m3)에서 평균 22, 표준편차 2, PM10(㎍/m3)
에서 평균 50, 표준편차 10, 일반세균(CFU/m3, TSA) 평균 20, 표준편차 8, 곰팡이(CFU/m3, SDA)에서는 평
균 8, 표준편차 3입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가구의 특징은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 집단에서 온도 및 습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곰팡이가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에서 의미 있게 나왔다.
Table 1. Indoor environmental factor concentrations disease group
Variables
Temperature(℃)
Humidity(%)
PM2.5(㎍/m3)
3

PM10(㎍/m )
3

bacteria(CFU/m )
mold(CFU/m3)

a

High / Middle
low
High / Middle
low
High / Middle
low
High / Middle
low
High / Middle
low
High / Middle
low

AD/Asthma(+) , N(%)
7(50.0) / 13(65.0)
10(62.5)
6(35.3) / 10(58.8)
14(87.5)
9(56.3) / 14(77.8)
7(43.7)
13(86.7) / 9(52.9)
8(44.4)
9(64.3) /12(63.2)
9(52.9)
11(73.3) / 13(72.2)
6(35.3)

Average
21.9(℃)

p-value
0.6592

47.1(%)

0.0092

22.1(㎍/m3)

0.121

c

3

b

7.9(㎍/m )

0.0367
3

23.4(CFU/m )

0.7637

14.8(CFU/m3)

0.0377b

a

Atopic Dermatitis, bp < 0.05, cp < 0.01 and dp < 0.001 by Student’s t-test

4. 참고문헌
Ahn, K., 2014, The role of air pollutants in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134(5), 99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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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2016년 여름 폭염의 시공간적 특성
김지혜·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 서론
기상청의 2016 이상기후보고서(2017)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1℃나 높은 13.6℃
를 기록하여 전국적 기상관측 망이 갖추어진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5월에 남서풍 계열의 고온 공기가 유
입되고 강한 일사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하였으며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북
태평양고기압 및 중국 대륙에서 발달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의 폭염 기간을 대상으로 대구의 여름철 고온 공간분포 특성을 대구기상지청 관측의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대구시의 도시고온 분포 특성과 그 원인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도시
열섬 완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자료와 연구방법
2016년 여름에 대구는 7월 5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폭염일이 46일 이르러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기간을 대상으로 2013년 3월부터 대구 지역에 5 km×5 km 격자 간격으로 학교 백엽상에 온
습도 로거를 설치하여 관측해 오고 있는 기온과 습도 자료 23개소 및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
염관측소 10개소 및 대구기상지청의 8개소(AWS 6개소, ASOS 2개소)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온과 열지수의
공간분포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일 최고기온 평균값은 도심인 중구를 중심으로 35℃ 내외로 나타나 폭염 경보 수준을 유지하였다. 도심지
에서 35℃와 30℃를 초과한 기온이 유지된 시간은 각각 하루에 3시간, 10시간에 이르렀다. 일 최저기온이 교
외지역에서는 오전 6시에, 도심지에서는 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7시에 출현했고 기온 상승과 하강속도는 교
외지역이 도심지보다 빨랐다. 이러한 사실은 도심지가 교외지역에 비하여 지표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낮 시간에 도심지의 기온은 대구기상지청보다 2-3℃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
기에, 대구기상지청에서 폭염경보 수준의 기온이 관측되면 도심지에서는 매우 위험(기온 37℃ 이상; WBGT
31 이상)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 동일한 기간(7월 6일-8월 26일)에 대하여 3개 열 지수 값(MDI, ESI, WBGT)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조
사하였다. WBGT가 매우 위험 수준인 30 이상인 등치선이 위․경도(35.82, 128.4〜35.88, 128.55〜35.88,
128.7)를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등치선의 남쪽은 30 이상의 값에 해당하였다. 가장 높은 WBGT
열지수 값은 중구에서 32정도로 계산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달서구, 서구, 중구 및 남구가 이에 해당한다.

4. 결론
폭염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열지수를 이
용한 상세 열 환경 정보는 지자체와 환경부처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전역에 고
해상도로 열적 환경을 관측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폭염도 불편의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
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세 폭염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출발점은 도시기후환경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5년 정부(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R1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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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코팅된 Cu2O 나노와이어 3차원 구조, BiVO4 복합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Z-scheme 광촉매
김찬솔·조경민·정희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1. 서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는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다른 유용한 화합물로 바꾸는 이산화탄소 변환 촉매의 개발은 큰 이슈이다.
이 중 이산화탄소 변환 광촉매는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산화탄소 변환 광촉매의 효율과 안정성은 매우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
정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탄소 코팅된 3차원 구조의 Cu2O 나노와이어와 BiVO4 복합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한
이산화탄소 변환 광촉매를 개발하였다. 구리 mesh로부터 간단한 Anodization, Annealing과 같은 몇 가지 과
정을 통하여 합성되었다. 3차원 구조를 통하여 표면적을 극대화하고 물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Cu2O, BiVO4 사이의 Z-scheme이라 불리는 전하 이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하 분리를 통해 높은 산화/환원
에너지를 가진 공극/전자를 얻게 된다. 두 반도체 물질 사이에 코팅된 탄소 층은 빠른 전하 이동을 도우며
Cu2O의 안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촉매는 SEM, TEM, XRD, XPS, FT-IR 등을 통하여 Characterization 되었고 CO2 광전환 효율에서
일반 Cu2O에 비하여 9.4배 향상된 CO 생성 속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안정성 측면에서도 20시간 반응 시킨
후에도 처음 변환 속도의 98% 유지하였다.

4. 참고문헌
Hou, J., Cheng, H., Takeda, O., Zhu, H., 2015, Three-dimensional bimetal-graphene-semiconductor coaxial
nanowire arrays to harness charge flow for the photochemical reduction of carbon dioxide, Angew.
Chem. Int. Ed., 54, 8480-8484.
Yu, L., Li, G., Zhang, X., Ba, X., Shi, G., Li, Y., Wong, P. K., Yu, J. C., Yu, Y., 2016, Enhanced activity
and stability of carbon-decorated cuprous oxide mesoporous nanorods for CO2 reduction in artificial
photosynthesis, ACS Catal., 6, 64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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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반도 고농도 PM10을 유발한 기상패턴 분석
1)

2)

3)

이태진·전원배 ·이화운 ·이순환 ·유정우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3)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체가 고농도 미
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폐 기능의 저하 등 호흡기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부터 이루어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도시들이 생겨나고 발전해왔으며, 많은 산업단지들이 형성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동차나 산업시설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들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미세먼지 농도
를 높이는데 일부 기여를 했다. 하지만 국내의 자체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
치해 있으며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중국으로부터 수송되어 오는 미세먼지 역시 한반도의 고농도 미세
먼지 사례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를 대상으로 기상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과거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상 패턴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가배경농도망 지점중 하나인 제주도 고산 지점의 PM10 시간별 농도 자
료를 이용하여 일평균 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방법은 주성분
분석과 K-means 군집분석 방법이다. 주성분분석은 자료의 주성분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차원 감소, 노이즈
제거 등을 위해 쓰이는 통계방법 중 하나이다. K-means 군집분석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계층적 군집분
석 방법 중 하나이며 자료간의 유사성 혹은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사례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FNL 1°×1° 분석자료의 900 hPa u,v변수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자료
를 재생산한 뒤, 한반도 바람패턴별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를 분류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군집분석 결과 한반도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들은 한반도 주변 풍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나타났으며 주로 중국으로부터 남서풍, 북서풍 등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송되
어 오는 것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최근 10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바람패턴의 연변
화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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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대기측정망의 최근 10년간 PM10 농도변화 특성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문제는 건강상 피해영향 측면과 더불어 시정(visibility) 저하 현상에 따라
대기환경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대기측정망의 장기적 측정자료를 통하여 대기오염 정책의
시행효과나 대기질의 개선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전체 도시대기측정망의 최근 10년간(2006-2015년) 시간별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도별, 월별 농도 변화추이, 환경기준 달성률 그리고 고농도 특성의 장기간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경남지역
의 향후 효과적인 대기질 저감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경남지역의 대기측정망은 현재 도시대기 19개소, 교외대기 3개소, 도로변대기 1개소 등 총 2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도시대기 측정소는 창원시 8개소, 진주시 및 김해시 각 3개소, 양산시 2개소 그리고 거제
시, 사천시, 하동군이 각 1개소 등 주로 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져 있다(MoE, 2016a). 본 연구에서는
“에어코리아”의 2006-2015년도의 10년간 대기질 최종확정자료 중 경남지역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1시간
평균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Air Korea, 2016).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경남지역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연평균 및 월평균 농도 특성과 황사발생일을 나타냈다. 연도
별 PM10은 2006년 51 μg/㎥에서 2012년 42 μg/㎥으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3년 47 μg/㎥로 다시 증가이후
2014년 48 μg/㎥, 2015년 46 μg/㎥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Fig. 1. The annual and monthly variations of mean PM10 concentrations and the occurrence days of Asian dust
events in Gyeongnam, Korea, 20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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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역 미세먼지 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강병욱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대기 중 미세먼지(이하 PM10)는 10 ㎛ 이하의 먼지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체의 폐포 침적율이 높은 특성
을 가지며 비교적 장시간 대기 중에 체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우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미세먼지는 태양광의 산란 등을 통해 시정을 감소시키고 태양복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구와 대
기간의 복사평형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 운송, 주거활동 등에 의한 연소나 기타 공정으
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 입자와 황산염, 질산염과 같이 대기 중에서 가스상 오염물질이 입자로 전환된 2차
입자 등이 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청북도는 북쪽으로 경기도,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동쪽으로는 강원
도,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등과 경계를 이루는 내륙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단양지역의 시멘트 공
장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4종, 5종으로 자체적인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PM10 농도는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경향과 지역적 특성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은 충청북도내의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청원군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대기오염자동
측정망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화학적인 성분자료
및 배출원 추정 등과 관련된 연구자료는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일 년간의 충북지역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에 의한 각 지점별 농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교외대기 지역인 괴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PM10 concentrations of the air pollution monitoring stations in Chungcheongbuk-do.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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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 초기 입력 자료에 따른 기상 수치모의 결과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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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혁·이화운 ·전원배 ·유정우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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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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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화석연료의 연소 또는 공장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여러 입자상 오
염물질의 혼합물로, 대기오염, 시정감소 등을 포함한 여러 환경문제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관련질환 등
1급 발암물질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치모델을 이용한
대기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기상 입력 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신뢰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상 모의의 정
확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초기 입력 자료는 수치 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
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를 대상으로 국내 대부분의 수치 모의 관련 연구에서 사용 중
인 NCEP의 FNL 분석 자료와 국외 선행연구에서 정확도 높은 자료로 보고된 ECMWF의 ERA-Interim 재분
석 자료를 초기 입력 자료로 설정하여 기상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최근 10년간(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질자동측정망(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AQMS)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 PM10 농도를 조사한 결과 3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3월을 대
상으로 중규모 기상 수치해석모델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3.8.1 버전을 이용하여 기상
모의를 실시하였다. 초기 입력 자료로 NCEP-FNL을 사용한 실험(FNL)과 ERA-Interim을 사용한 실험(Interim)
을 구성하였고, 93개 종관기상관측장비(Automatic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지점의 기온 및 풍속 관
측자료와 관측지점과 가장 가까운 격자점의 2 m 높이의 기온 및 10 m 높이의 풍속 자료를 비교하여 각 실
험의 모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이 때, 수치 모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통계지표인 RMSE,
IOA, MBE를 사용하였고, 지점 별 각 실험의 RMSE 편차를 통해 상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SST
자료를 고정한 실험을 통해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5년 3월 한 달간 93개 ASOS지점을 대상으로 두 초기 입력 자료를 이용한 WRF 모의 실험을 비교한
결과, 기온과 풍속 모의에 있어 FNL이 Interim보다 높은 모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더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진 ERA-Interi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한 실험이 NCEP-FNL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지점별 RMSE 편차를 이용한 상세 분석에서 기온과 풍속 모두 연
안지역을 중심으로 FNL과 Interim간의 모의 정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고자 SST 자료를 고
정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FNL은 기온과 풍속 모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Interim은 거의 모든 지점에 대해 기온 모의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WRF 3.8.1 버전의
ERA-Interim에 대한 ‘Vtable’에서 SST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기온 및
풍속 모의에 있어 FNL이 Interim보다 높은 모의 정확도를 보이나, ERA-Interim의 ‘Vtable’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개선을 통해 Interim의 모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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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에 관한 연구

PA4)

1)

2)

장철현·이경호 ·유대영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1)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2)

한밭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1. 서론
1.1. 현황
하수슬러지 등 오니의 해양배출이 2013년부터 금지되었으나 9,671톤/일(2012년기준)에서 10,528톤/일로 처리량이
증가하고, 이월량도 1,284톤(2013년기준)에서 4,402톤(2015년기준)으로 늘어났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지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오니를 소각하였을 때 가능여부
와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알아보고 정부정책에 제언하고자 시작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를 하기 위해 같은 타입의 소각시설과 시설용량이 필요하여 C도의 A, B시에서 운영 중인 200톤/일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3기(A시: 2기, B시: 1기)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방법
계절별 폐기물의 성상변동을 고려하여 1년의 기간 동안 3기의 소각시설 중 1기의 소각시설에 하수슬러지를 투입
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2기는 생활폐기물만을 투입하여 운영하였다. 1년간 운영하여 발생한 데이터는 대기TMS, 운
영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대기오염물질들의 배출농도, 로내온도, 가스유량 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과
날짜
2016.1
2016.2
2016.3
2016.4
2016.5
2016.6
2016.7
2016.8
2016.9
2016.10
2016.11
2016.12

SOx
0
0
0
0.1
0
0
0
0
0
0
0
0

먼지
1.2
1.3
1.4
2.1
0.6
1.4
2.0
0.7
1.0
0.9
1.8
1.8

A시 1호기
Nox HCl CO
37.1 3.7 2.1
33 3.6 4.1
32.6 4.4 3.8
31.3 3.9 4.4
29.4 2.5 4.8
25.1 2.6 5.8
30 2.0 4.5
32 1.2 5.3
35.3 2.3 3.5
33.1 2.9 4.6
33.5 3.4 3.3
33.7 2.1 1.8

O2 로(℃)
7.8 948
7.1 989
6.9 970
6.7 974
6.1 952
6.2 946
6.1 961
6.1 961
6.3 953
6.3 965
6.2 946
6.2 949

SOx
0
0
0
0
0
0
0
0
0
0
0
0

먼지
2.2
3.0
3.0
2.3
2.0
2.0
2.0
2.0
2.0
2.0
2.0
2.7

A시 2호기
Nox HCl CO
32.1 3.8 1.6
32.2 3.8 0.8
35.3 3.6 0.6
27.6 4.0 2.3
31.8 1.2 5.5
34 1.1 0.1
37.3 0.9 0.2
35 1.3 0.2
30.2 1.6 0.2
33.4 1.8 0.2
34.8 1.7 0.3
32 1.0 2.8

O2 로(℃)
5.6 941
5.4 978
5.0 967
5.1 964
5.5 942
5.7 937
5.5 922
5.5 960
5.7 951
5.3 963
5.5 933
6.0 940

SOx
7.5
7.0
7.1
5.6
5.1
0
2.0
1.9
2.7
0.8
1.3
0.9

먼지
0.4
1.5
0.6
0.7
0.9
2.8
1.7
2.5
0.7
0.9
1.4
2.0

B시 1호기
Nox HCl CO
38.4 2.3 8.9
43.4 2.7 6.8
40.7 3.3 6.8
42.6 3.6 8.9
47.1 1.5 7.6
50.7 0.5 1.1
44.9 1.4 4.9
41.8 1.6 4.1
38.7 0.8 2.8
40.8 2.3 2.4
42 2.9 3.7
37.3 1.9 3.1

O2 로(℃)
7.1 980
7.7 980
7.9 977
7.8 968
7.4 998
10.1 993
7.8 990
7.9 986
8.2 990
8.4 1,005
8.7 998
8.2 962

※ 소수둘째자리 절사

생활폐기물만 소각한 시설과 하수슬러지를 혼소한 시설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하수슬러지를
소각한 시설에서 생활폐기물만 소각한 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이 전반적으로 다소 높게 배출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2. 고찰
하수슬러지를 혼소한 시설의 로내온도가 1,000℃ 가깝게 나와 미연소 부분에 대한 우려할 필요가 없고 하수슬러
지를 지자체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자체 소각시설에서 하
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배성근, 2001, 도시쓰레기와 하수슬러지의 혼합소각기술, 한국폐기물학회지.
㈜태영기술연구소, 2012, 하수슬러지와 생활폐기물 혼합소각시 열부하 변하 및 대기오염물질 부하변화를 통한 혼합
소각 가능성에 대한 연구, 환경공학회.
환경부, 2015, 하수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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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도로변과 주거지역의 NO와 NO2 농도 특성
1)

전병일·황용식

신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최근 도시지역의 도로변은 주변의 도시배경지역과는 달리 차량통행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가속 및 정속 시에 많이 배출되는 NOX는 대기확산이 이루어지지 않
는 기상조건에서 도시배경지역과는 달리 도로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어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가
하고, 흡입과 환기에 의해 도로변에 있는 실내환경으로 침입한다(Ai and Mak,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도로변 측정 지점과 인근의 주거지역의 측정 지점을 선정하여 NO와 NO2 농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도로변 NO와 NO2 농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향후 부산지역의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도로변 NO와 NO2의 특성을 고찰한다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당한 도로변 지역인
초량동과 주거 지역인 수정동을 연구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대기오염 농도는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시간별 NO와 NO2의 자료이며, NO와 NO2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기 위해 같은 기
간의 시간별 O3 농도 자료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NO, NO2, NOX concentration (ppb) at Choryangdong (roadside) and Sujeongdong (residential) locations for
2012-2016

Choryangdong
(roadside)
Sujeongdong
(residential)

NO

2012
38.6±22.8

2013
37.4±18.9

2014
32.5±20.2

2015
33.1±17.6

2016
31.8±18.3

Mean
34.7±19.8

NO2
NOX
NO

33.0±11.1
71.6±30.2
8.5±11.0

29.6±11.1
67.0±25.0
8.3±6.3

31.9±10.4
64.4±25.3
7.5±7.1

30.6±10.7
63.8±24.5
7.8±9.0

32.8±11.5
64.6±26.1
7.7±7.7

31.6±11.0
66.3±26.4
8.0±8.4

NO2
NOX

17.5±7.1
26.0±15.1

19.1±8.0
27.4±13.3

17.6±7.4
25.1±13.0

18.0±8.6
25.8±15.0

17.8±7.5
25.5±13.2

18.0±7.8
26.0±14.0

Table 2. Seasonal variation of NO, NO2, NO2/NOX concentration (ppb) at Choryangdong (roadside) and Sujeongdong
(residential) for 2012-2016

Choryangdong
(roadside)
Sujeongdong
(residential)

NO

Spring
32.5±16.6

Summer
35.0±16.4

Fall
34.0±17.0

Winter
37.1±27.0

Mean
34.7±19.8

NO2
NO2/NOx
NO

39.6±11.3
0.57±0.10
7.3±5.5

28.2±9.9
0.46±0.14
8.9±7.3

30.4±9.4
0.49±0.09
6.4±5.0

28.3±9.2
0.47±0.09
9.4±13.0

31.6±11.0
0.50±0.12
8.0±8.4

NO2
NO2/NOx

21.5±9.2
0.76±0.07

18.8±8.1
0.70±0.11

14.7±5.5
0.72±0.08

17.0±6.0
0.70±0.12

18.0±7.8
0.72±0.10

4. 참고문헌
Ai, Z. T., Mak, C. M., Lee, H. C., 2016, Roadside air quality and implications for control measures: A Case
study of Hong Kong, Atmos. Enviro., 137,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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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몰리브덴-이산화티나늄 나노 튜브를 이용한 가스상
에틸벤젠과 자일렌 분해
1)

2)

김미경·김모근 ·최임조 ·김동진·진연지·유희진·김영경·김승래·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2)

울산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1차원 TiO2 나노튜브(TNT)는 높은 표면적, 높은 흡착 능력, 우수한 이온 교환 특성, 관형 구조를 통해 긴
전자 수송 거리에 의한 낮은 재 조합률 등 특유의 특성에 대한 주요 관심을 받고 있다. 수열합성에 의해 제
조 된 이황화몰리브덴(MoS2) 나노 시트는 전자 수용체로서 가시광 흡광도, 전하 분리, 비표면적 및 반응활성
점을 효율적으로 증가시켜 광촉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MoS2를 TNT에 합성하
여 가시광 활성 광촉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황화몰리브덴-이산화티타늄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가시광 유도 MoS2-TNT를 제조
하여 가스상 에틸벤젠과 자일렌에 대한 분해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lative Huminity: RH, %
Hydraulic Diameter: HD, mm
Lamp type
Flow rate (L/min)
Target compounds
Input concentration, ppm

Representative value
45%
10.0 mm
Day light
1.0 L/min
Ethylbenzene, Xylene
1.0 ppm

P25와 MoS2 전구물질 sodium molybdate
(Na2MoO4·2H2O), thioacetamide(C2H5NS)를
사용하였으며 수열합성에 의해 MoS2-TNT
복합체를 합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이황화몰리브덴-이산
화티타늄 나노튜브를 이용한 가스상 에틸
벤젠과 자일렌에 대한 분해효율을 확인하
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에
틸벤젠에 대한 분해능은 51%를 나타냈고,
에틸벤젠에 대한 분해능은 76% 분해능을
나타냈으며 이때 비교 대상 촉매로 비도핑
TiO2와 TNT를 사용하여 비교할 때 MoS2
Fig. 1. Photocatalytic oxidation efficiency(%) of gaseous (a)
를 합성 했을 때 보다 효율이 낮게 나타냈
Ethylbenzene, (b) Xylene under visible light.
다. 이는 MoS2와 같은 전자 수용체가 1차
원 TiO2 나노튜브에 합성하여 가시광선 조사 조건에서 활성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Mishra
et al.(2015)에 따르면 나노 MoS2의 전도와 원자가 밴드 가장자리의 이동은 산화 환원 전위의 적절한 변화로
이어져 가시광선 광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4. 참고문헌
Mishra et al., 2015, Eco-friendly synthesis of metal dichalcogenides nanosheets and their environmental
remediation potential driven by visible light, Scientific Reports, 5, 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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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7)

질화 탄소/구리 도핑 이산화티타늄 나노튜브 복합소재에 의한
자일렌 제어
1)

2)

김동진·권기동 ·이준호 ·진연지·유희진·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구미시청,

2)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광촉매 물질로는 TiO2가 강한 산화력 등과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차세대 청정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
만 TiO2는 3.2 eV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에너지는 385 nm 파장대로 자외선 영역에서만 활성화
가 일어난다. 본 연구는 이산화티타늄의 비표면적을 늘려 입자모양을 나노 튜브형태로 변환하여 빛이 받는
면적을 넓히고, 전이금속인 구리를 도핑하여 촉매가 가시광에서도 활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다음 2.7 eV
띠간격을 가진 질화탄소를 담지하여 자일렌을 광촉매 반응으로 제어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lative Humidity: RH, %
Hydraulic Diameter: HD, mm
Lamp type
Flow rate (L/min)
Target compounds
Input concentration, ppm

Representative value
45%
10.0 mm
Day light
1.0 L/min
m-Xylene
1.0 ppm

P25 (Evonik)에 Cu(NO3)․3H2O (Sigma Aldrich)
를 구리 전구물질로 사용하여 1 wt% 구리 도핑
이산화티나늄을 만든 뒤 알칼리 조건에서 수열합
성 하여 구리도핑 이산화티타늄 나노튜브 형태로
만든다. Melamine (Aldrich)을 사용해 만든 질화
탄소를 구리 도핑 이산화티타늄 나노튜브에 담지
하여 10 wt% 질화탄소/구리 도핑 이산화 티타늄
을 완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Photocatalytic oxidation efficiency(%)
of gaseous m-Xylene under daylight.

본 연구의 목적은 구리 도핑 이산화티타늄 나노튜브에 질화
탄소를 담지 하여 가스상 자일렌에 대한 분해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질화탄소를 구리 도핑 이
산화티타늄 나노튜브 Li et al.(2011)에 따르면 이산화 티타늄에
금속을 도핑하면 띠간격을 좁혀 가시광에서도 활성을 할 수 있
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구리 도핑 이산화 티타늄
나노 튜브를 질화탄소에 10 wt% 함량으로 담지 한 촉매의 분
해능은 89%로 나타났으며 질화탄소를 담지 후 에 촉매의 가시
광선 조사조건에서 활성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Chai et al.(2012)에 따르면 질화탄소를 담지 하였을 때
전자의 이동을 도와주므로 광촉매 활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4. 참고문헌
Chai et al., 2012, Graphitic carbon nitride (g-C3N4)-Pt-TiO2 nanocomposite as an efficient photocatalyst for
hydrogen production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y, Dynamic Article Links, 14, 16745-16752.
Li et al., 2012,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gaseous toluene over Ag-doping TiO2 nanotube powder prepared
by anodization coupled with impregnation method, Chemosphere, 83(2011), 674-679.
Perera et al., 2012, Hydrothermal synthesis of graphene-TiO2 nanotube composites with enhanced
photocatalytic activity, ACS catalysis, 2, 94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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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노 물질 담체 Black TiO2 nanotube 활용한 에틸벤젠
분해능 평가

PA8)

1)

2)

진연지·김미경·김동진·유희진·김영경·김승래·이정영 ·이현철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대구보건환경연구원,

2)

㈜지구환경

1. 서론
최근 수많은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자외선 또는 태양광을 이용한 광촉매 기술들이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이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광촉매로써 TiO2는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광화학적 반응에도 광부
식이 일어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TiO2를 TiO2 nanotube 형태로 변
형시켜 표면에 빛을 받아 생성된 전자가 튜브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고 비표면적이 커짐으로써 라디칼 형
성이 잘 되어 분해 반응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원 된 Black TiO2 nanotube에 Ag
를 합성시켜 가스상의 에틸벤젠에 대한 분해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lative Huminity: RH, %
Hydraulic Diameter: HD, mm
Lamp type
Flow rate (L/min)
Target compounds
Input concentration, ppb

Representative value
45%
10.0 mm
Day light (8 W)
1.0 L/min
Ethyl-benzene
1.0 ppm

TiO2를 5% H2/Ar분위기에서 환원시
켜 hydrothermal과정을 통해 Black TiO2
nanotube로 제조한 후, AgNO3 전구물질
을 사용하여 UV-light(20분)조건에서 합
성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Photocatalytic degradation efficiency(%) of
ethylbenzene of TiO2, TNT, B-TNT, Ag/B-TNT.

본 연구의 목적은 태양광 유도 광촉매를 합성
하여 가스상의 에틸벤젠에 대한 분해능을 확인하
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교 대상
촉매로 TiO2의 분해능은 6%로 가장 낮았으며,
TNT는 9% 그리고 B-TNT는 66%로써 점차 분해
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와 비교하여
Ag/B-TNT는 에틸벤젠에 대한 분해능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Yee et al.(2017)에 따르
면, Ag를 도핑시킴으로써 전자와 정공간의 재결
합률을 억제시키고 밴드-갭이 줄어들 뿐만 아니
라 가시광선 영역조건에서의 광촉매 분해능이 향
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4. 참고문헌
Yee et al., 2017, Enhanced marine antifouling performance of silver-titania nanotube composites from
hydrothermal processing, 520, 7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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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9)

O-Xylene 고효율 제어를 위한 가시광 유도 나노 물질 응용
1)

2)

김영경·김승래·김미경·진연지·김동진·유희진·신승호 ·윤복영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2)

신라엔텍

1. 서론
광촉매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는 TiO2는 넓은 밴드갭으로 인해 자외선에서만 반응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최근 가시광선에서도 활성되도록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금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이금속인 구리를 활용하여 전자/정공 쌍의 분리를 촉진시키고, 수소화 기술을 활
용하여 이산화 티타늄이 가시광에서 활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광촉매를 활용하여 대기오
염을 유발시키는 대표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lative Huminity: RH, %
Hydraulic Diameter: HD, mm

Representative value
45%
10.0 mm

Lamp type
Flow rate (L/min)
Target compounds

Day light
1.0 L/min
O-Xylene

Input concentration, ppm

1 ppm

P25를 5% H2/Ar 분위기에서 650℃, 5시간
조건에서 소성하여 Black TiO2를 얻었다. 수소
화된 TiO2를 기본 물질로 하고 Copper nitrate
trihydrate를 Cu의 전구물질로 사용하여 UV-light
(20분) 조건에서 합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00

PDE (%)

80

O-Xylene

60
40
20
0
P25

BT

CuBT

Fig. 1. Photocatalytic decompositon efficiency(%) of
gaseous O-Xylene under visible light.

본 연구의 목적은 Cu를 deposition한 수소화된 Black
TiO2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O-Xylene의 분
해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Black TiO2의 분해능
이 46.6%로 9.7%의 효율을 보인 P25보다 4배 이상 높
은 효율을 보였다. 이는 수소화과정을 통해 가시광선
조건에서 활성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u를
deposition한 수소화된 Black TiO2의 분해능이 76.1%로
Cu를 deposition하지 않은 Black TiO2보다 높은 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Cu 금속이온이 전자받게 역할을 하여
전자-정공쌍의 분리가 촉진되어 가시광 유도 광촉매로
써의 역할이 증진된 것으로 사료된다(Sinhamahapatra et
al., 2015).

4. 참고문헌
Sinhamahapatra, A., Jeon, J. P., Yu, J. S., 2015, A New approach to prepare highly active and stable black
titania for visible light-assisted hydrogen production, Energy Environ. Sci., 8, 353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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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탄소 은도핑 환원된 이산화티타늄 복합 나노물질을
활용한 물/메탄올 분해 수소 생산
1)

2)

유희진·김규현 ·이준엽 ·김동진·진연지·김미경·김영경·김승래·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한국능률인증협회,

2)

㈜켐토피아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 에너지 개
발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2차 오
염물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수소 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광촉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P25를 활
용하여 제조된 은도핑 환원된 이산화티타늄과 질화탄소를 합성한 광촉매를 제조하여 물/메탄올 혼합용액을
이용한 수소 생산 효율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Light source
Light of intensity
Amount of photocatalyst (mg)
Electron doner
Purging
Target compound

Representative value
Full Solar light (Xenon lamp 300 W)
1 SUN
5
50% Methanol in water
Pure Ar gas for 10 min
H2

Melamine을 전구물질로 사용한 g-C3N4
bulk를 초음파 처리하여 g-C3N4 Sheet를
미리 제조한 뒤, TiO2 (P25)와 AgNO3를
전구물질로 사용하여 도핑된 Ag-TiO2를
제조 후 수소 분위기에서 환원시켜 만들
어진 g-C3N4/Ag–Black TiO2를 최종물질
로 수소 생성 효율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가시광 유도
2차원 광촉매를 합성하여
수소 생성효율을 비교 확
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비교 대상
촉매로 AgBT 1%의 수소
생성률은 약 2.0 mmol/g으
로 나타났지만 질화탄소와
합성한 CNAg BT와 비교
했을 때 CNAg BT 10%의
Fig. 1. Hydrogen production efficiencies of (a) BT, AgBT, CNAgBT and (b)
수소 생성률이 약 4.1
over CNAgBT-x: CN-to-AgBT ratio under simulated solar light irradiation.
mmol/g으로 가장 높았고
g-C3N4 함량별 수소 생성률 비교 실험에서는 10%, 5%, 15%, 20% 순서로 큰 수소 생성률을 보였다. Bo
Chai et al.(2012)에 따르면 질화 탄소의 합성으로 인해 이산화티타늄의 계면에서 가시광선 활성화뿐만 아니
라 공간 내에서의 광유도 전하의 분리 강화, 그리고 전자와 정공간의 재결합률을 낮춤으로써 높은 수소 생성
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a)

(b)

4. 참고문헌
Bo Chai et al., 2012, Graphitic carbon nitride (g-C3N4)-Pt-TiO2 nanocomposite as an efficient photocatalyst
for hydrogen production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Phys. Chem. Chem. Phys., 14, 16745-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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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이상 해수온 현상에 따른 한반도 내습 태풍의 극한
풍속 연구
1)

정우식·박종길 ·나하나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해수면 온도가 높고 열대 수렴대가 위치하는 서태평양은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약 30%가 발
생하는 지역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태풍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
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인한 전 세계에 이상 해수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엘니뇨·라니냐 현상은 주로 적도부근에서 발생하여 서태평양의 해수온에 영향을
준다. 평년보다 해수온이 높아지면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며, 평년보다 해수온이 낮아지면 라니냐 현상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기간(2002-2015년) 동안 엘니뇨·라니냐에 따른 서태평양의 이상 해수온 현상
이 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의 극한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자료
연구대상기간 중 2003, 2013년은 엘니뇨·라니냐가 발생하지 않은 연도, 2009년은 한반도에 내습한 태풍이
존재하지 않은 연도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태풍 내습 시 발생 가능한 최대 풍속 3-second
gust(이하 V3)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수치모델
자료와 RSMC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Tokyo Typhoon Center의 Best Track 자료를 사
용하였다.
2.2. 분석방법
RDAPS 수치모델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수치모의를 통해
RAM (Risk Assessment prediction Model)(Jung et al., 2010)의 입력자료인 700 hPa의 바람 자료를 생산하였
으며, RAM을 통해 10 m 고도에서의 V3를 산정하였다.
2.3. WRF 모형 구성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3개의 도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도메인은 쌍방향 둥지
(2-way-nest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격자 구성은 각각 85×85, 172×172, 304×304로 구성하였으며, 각 도메인
의 해상도는 27, 9, 3 km이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기간 중 엘니뇨 발생 연도의 영향 태풍은 21회로 나타났다. 이 때 태풍의 V3는 26.2 m/s로 나타
났으며, 라니냐 발생 연도의 영향 태풍은 14회로 나타났으며, 태풍의 V3는 24.6 m/s로 나타났다. 엘니뇨 발
생 연도의 V3가 라니냐 발생 연도의 V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엘니뇨 발생에 따라 서태평양의 해
수온이 평년이나 라니냐 발생에 비해 높아지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Jung, W. S., Park, J. K., Choi, H. J., 2010, An Estimation of amount of damage using 3-second gust when
the typhoon attack, J. of the Environ. Sci. Int., 19(3), 3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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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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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탄소벽나노튜브(1D)와 이산화티타늄 나노섬유(1D) 결합에
금속담지를 통한 가시광활성 광촉매 나노물질합성과 BTEX 제어
김승래·김미경·김강호·최홍영·정지호·조민규·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서론
반도체 광촉매 중에서 이산화 티타늄(TiO2)은 유기 오염 물질의 분해를 위해 가장 먼저 확립 된 물질이다.
하지만, 넓은 밴드갭(3.2 eV)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최근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Electrospinning을 사용한 1차원
TiO2 나노섬유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O2 나노섬유에 다중탄소벽나노
튜브의 결합과 금속의 담지를 통해 가시광 유도 Fe-MWCNT-TiO2 Nanofiber를 제조하여 BTEX에 대한 분해
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Flow rate (L/min)
Relative huminity (%)
Input concentration (ppm)
Lamp type
Target compounds

Representative value
1
45
1
Daylight
Benzene / Toluene /
Ethyl Benzene / Xylene

철(Fe)의 전구물질로 Iron nitrate(III) nonahydrate
를 사용하였고, MWCNT-COOH 제조를 위해 다중
벽(Multi-walled carbon nanotube)를 사용하였으며,
TiO2 Nanofibers는 Titanium butoxide를 사용하여
Electrospinning Method로 제조 및 합성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Photocatalytic oxidation effeciency(%) of gaseous (a) Benzene
(b) Toluene (c) Ethyl Benzene (d) Xylene under Daylight.

본 연구는 금속(Fe)-다중벽탄소나노튜브이산화티타늄 나노섬유를 이용한 휘발성 유
기화합물인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에
대한 분해능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 벤젠에 대한 분해능은 15%, 톨루엔은
30%, 에틸벤젠은 60%, 자일렌은 80%의 분
해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금속(Fe) 담
지 이전의 다중탄소벽나노튜브-이산화티타늄
나노섬유를 사용한 분해능과 비교할 때, 금
속(Fe)을 담지한 후에 분해능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Fe와 같은 전이금속
들에 의해 전자의 흐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서 슈퍼옥사이드와 OH라디칼의 수율이 높
아지면서 VOCs 제어효율을 증대시킨 것을
의미한다.

4. 참고문헌
Jo, W.-K., Kang, H.-J., 2015, Photocatalysis of sub-ppm limonene over multiwalled carbon nanotubes/titania
composite nanofiber under visible-light irradiation, J. Hazardous Material, 283, 68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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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염료 및 수질오염물질의 흡착/광분해/광촉매 효율
평가
김승래·임유락·오영진·이도경·이정순·박나영·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서론
최근 들어, 다량의 염료와 수질오염물질들은 섬유, 화장품, 제지, 가죽, 제약 및 영양 산업을 포함하여 여
러 산업에서 매년 생산되고 적용된다. 추정되는 연간 생산량만 70,000톤이 넘고, 100,000개 이상의 상업적으
로 이용 가능한 염료가 있는데 염색 공정 중에 15%가 손실된다. 유출물에서 염료는 수질오염에 매우 바람직
하지 않다. 이는 수생 생물과 인간의 건강 장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Dye/Water pollutants volume (mL)
Photocatalyst (mg)
Light source (W)
Sampling volume (mL)
Syringe filter pore size (um)
Analysis instrument

Representative value
200
50
500 (Halogen)
3
4.5
UV-Vis (Shimazu)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광촉매인 이산
화티타늄(P25)를 사용하여 광촉매 자체 흡
착효율, 염료와 수질오염물질의 자체 광분
해효율 분석을 통해 해당 염료와 수질오염
물질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장 안정
한 물질을 선정하여 광촉매효율 분석에 가
장 적합한 물질을 선정하는데도 연구의 목
적을 두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Efficiency of catalysis, photolysis, photocatalysis by using P25 on various dyes&water pollutants.

염료(Dye)물질 가운데에서는 Methyl Orange가 흡착 및 광분해에 가장 안정한 물질로 확인되었으며, 수질오염
물질(W.P)은 Phenol이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Dye degradation 관련 연구에서 광촉매 효
율을 분석할 때, 염료로는 Methyl Orange를 사용하고 Water Pollutants로는 Phenol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Khataee et al., 2010,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organic dyes in the presence of nanostructured titanium
dioxide: Influence of the chemical structure of dyes, 328,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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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경남지역의 PM2.5의 시·공간적 특성
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2015년 주요 대도시의 PM2.5 연평균 농도는 23-29 µgm-3의 범위로 나타났고, 인천이 29 µgm-3로 가장 높
았고 서울이 23 µgm-3, 인접 대도시인 부산의 농도는 26 µgm-3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NIER, 2016). 그러
나 경남지역의 PM2.5 농도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남지역의 PM2.5 주요 발생원은 대도시의 PM2.5의
주요 인위적 발생원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경남은 두 개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하동과 삼천포
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진주시와 창원시가 존재하며 이 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거제
시에 대규모 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의 도장공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에 따른 2
차 생성의 기여도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은 수도권 및 대도시와 매우 다른
PM2.5의 시공간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의 PM2.5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특
성에 맞는 PM2.5의 저감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2년간의 시간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경남의 PM2.5 측정자료는 창원시(CW) 4개, 진주시(JJ) 2개, 거제시(KJ), 김해시(KH), 사천시(SC), 양산시
(YS), 하동군(HD) 각각 1개 측정소의 측정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PM2.5와 PM10의 질량농도는
각각 중량농도법과 베타선 흡수법으로 측정되었다. 기체상 대기환경기준물질인 SO2, CO, O3, NO2의 시간별
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이들 측정소와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의 석탄
(유연탄)소비량 자료는 한국남동발전(http://www.koenergy.kr/kosep/fr/main.do)과 한국남부발전(https://www.
kospo.co.kr/)에서 획득하였다. 측정지점(창원, 거제, 진주)의 월별 바람장미 자료는 기상청의 기상월보(3지점
자료 제공) 자료를 활용하였다(http://www.kma.go.kr/weather/climate/data_sfc_ann_mon.jsp).

3. 결과 및 고찰
경남 지역에서 2015-2016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PM10과 PM2.5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PM2.5의
계절별, 월별, 일별, 시간별 특성과 PM2.5/PM10 농도 비를 고찰하였다. 경남 지역에서 봄철(22.8-30.3 µgm-3)
또는 겨울철(21.5-30.3 µgm-3)에 농도가 가장 높고 가을철(16.2-23.2 µgm-3)에 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봄철 또는 겨울철 고농도 PM2.5는 중국으로 부터의 장거리 수송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남은 수도권과 달리 가을철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여 이는 지역 배출원에 의해 농도 수준이 결정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 지역의 시간별 PM2.5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대다수 오전 10시경에 최고치를 나
타내었다. 경남 지역의 PM2.5/PM10 농도비는 0.51-0.62로 다른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4. 참고문헌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2016, Annual report of air quality in Kore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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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 토지피복 변화가 연안기상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1)

안혜연·김유근 ·정주희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조간대란 해안의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를 차지하는 지대로, 만조 때에는 수중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수면
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달라지는 지표상태에 따라 토양 열용량, 거칠기 길이 등의 지표의 환경 조건
이 하루에도 폭넓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조간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연안지역의 기상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La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간대 영역을 갖는 경기만을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조간대의 지표 상태 변화에 따른 기상모델링을 수행하여 간조와 만조 변화
에 따른 기상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기상 모델링의 경우, WRF v3.8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사용하였고, 모델링 기간은 총
18일(2013년 6월 21일~7월 8일)로 선정하였다. 현실적인 조간대를 재현하기 위해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구축한 중분류 토지피복자료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1)만
조와 간조 사이에 바다에 잠겨 수심 0-6 m의 지표상태(EXP-BASE), (2)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때로 수심 0 m 이하의 지표상태인 간조(EXP-LOW), (3)밀물이 가장 높은 해면까지 꽉 차게 들
어와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로 수심 6 m 이상의 지표상태인 만조(EXP-HIGH)로 설계하였다. 조간대 격자에
실험별 다른 토지피복자료를 입력하였으며, EXP-BASE는 USGS 토지피복 항목 중 Herbaceous Wetland의 토
지피복도, EXP-LOW는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EXP-HIGH는 Water Bodies를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WRF 모델링에 입력된 1 km 격
자별 지표 상태를 분석한 결과, 조
간대 격자는 총 552개로 전체 면적
의 4.7%를 차지하였다. Fig. 1은 실
험결과 중 EXP-BASE를 기준으로
1500 LST에 대하여 평균된 기온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조간대 격자
에서 간조의 경우 0.06℃ 하강, 만조
의 경우 3.33℃ 하강하여 만조일 때
Fig. 1.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urface temperature at 1500 LST.
기온변화가 뚜렷하게 모의되었다.
특히 만조시 넓은 조간대가 분포하고 있는 강화남단 및 영종-용유-무의도 갯벌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참고문헌
Lam, J. S. L., Lau, A. K. H., Fung, J. C. H., 2006, Application of refined land-use categories for high
resolution mesoscale atmospheric modeling, Bound.-lay. Meteorol., 119, 263-288.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이며(NRF-2015R1A2A1A10053971),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니다(NRF-2017R1D1A1B03034592).

- 79 -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6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6, 2017

PA16)

서울지역 도시효과를 고려한 하계 열환경평가
1)

2)

1)

3)

김성민·황미경 ·오인보 ·김유근 ·강윤희 ·방진희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3)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2)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1. 서론
도시지역은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인간활동에 의해 교외지역과 다른 고유한 도시기상/기후(도시열섬 등)를
나타낸다. 도시지역의 정확한 기상 진단 및 예측을 위해, 최근 고해상도의 수치모델링 기법들이 개발·활용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세 도시구조, 인공열 등 복잡한 열적/열역학적 도시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도시캐노피
모수화방안이 개발되어 중규모수치모델에 접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wang et al., 2010). 본 연구
에서는 다층 도시캐노피모델을 기상모델 WRF에 적용해 서울지역의 상세도시기상장을 진단하고자 한다. 추
가적으로 향상된 도시기상장을 바탕으로 도시고온 열환경노출에 따른 열스트레스를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GIS자료를 이용하여 상세 도시구조 정보를 중규모 기상모델
WRFv3.6.1에 입력하고, 초기 및 경계조건은 각각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s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제공하는 1도 간격/6시간 간격의 FNL (Final)자료
와 SST (Sea Surface Temperature)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영역은 동아시아영역부터 서울영역까지 one-way
nesting기법을 4개의 도메인(각 격자간격 27/9/3/1 km)에 대해 적용하였다. 모델링기간은 spin-up기간을 포함
해 2016년 7월 2일-14일로 설정하였다. 기상모델 WRF에 도시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 UCP인 BEP
(Building Energy Parameteriaation)와 BEM (Building Energy Model)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람과 주위환경의 열교환을 다루는 생명기상모델인 MENEX (The Man-Environment heat EXchange model)
에 상세 기상모델링결과를 입력하여 하계 열스트레스 PhS (Physiological Strain)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열적/역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다층 UCP인 BEP와 BEM을 적용에 시켜 도시기상장
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MENEX에 입력하여 서울지역의 열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고해상도 기상수치모델
(WRF+BEP+BEM)을 통해 고해상도 기상장을 재현하고, 생명기상모델(MENEX) 접합을 통해 도시지역의 시
공간적인 열스트레스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WRF 모델링 결과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ASOS 서울지점 대상 기상관측자료와 모델링 결과값을
검증하였다. IOA값은 기온 0.94, 풍속 0.67의 일치도를 보여 관측치를 잘 모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
만 다소 기온과 풍속을 각각 과대/과소평가(MBE, 기온 0.66℃, 풍속 –0.14 m/s) 하는 모습이었다.
MENEX 모델링을 통해 열환경노출을 평가한 결과, 분석기간 중 폭염발생일(기상청 기준, 일최고기온 3
3℃이상)은 1일에 불구하였지만, 열스트레스지수는 기준치(PhS값 0.25이하)를 5일 동안 초과하였다. 다시 말
해, 비폭염발생일에도 높은 열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어, 일최고기온 뿐아니라 복합적인 기상요소
를 고려한 열스트레스지수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Hwang, M.-K., Kim, Y.-K., Oh, I.-B., Kang, Y.-H., 2010, High-resolution simulation of meteorological fields
over the coastal area with urban buildings, 26(2), 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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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기온 상승 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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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허경춘 ·김지혜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1)

신태양발전소㈜

1. 서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회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탈핵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2017년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점진적 탈핵을 선언하였다. 지금과 같은 탈핵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
2050년경이면 지구상의 원자력발전소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15 파리 신 기후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로부터의 결별이 본격화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의 재생에
너지가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온실기체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인한 온도상승효과와 태양광에 대한 반사 빛에 의한 피해 우려로 발전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태양광발전소가 여름철 주변 지역의 기온 상승에 미칠 수 있는 가능량을 해석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2. 자료와 연구방법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에 걸쳐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한 ㈜신태양발전소에 자동기상관측
장치를 설치하여 바람, 기온, 습도, 일사량(지표면과 태양광 panel 각도), 지온 및 panel의 표면온도를 1분 간
격으로 관측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시설용량 10 MWp의 대형 태양광발전소에 가로 1 m 세로 1.5 m인 250 Wp용
량의 패널 40,000개가 1000개 × 40개의 비로 설치되었다고 가정하고, 바람이 장축을 따라서 불었을 시에 같
은 길이의 나대지 위를 불어 나간 기류보다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승온량을 Kimura and

  ∙ 


2
Kuwagata(1993)의 모델 ∆  ∆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서 H는 현열(W/m ), Cp는 정압비

열(1004 J/kg), 는 지상공기의 밀도(1.275 kg/m3),  ,  는 각각 z=0(태양광 panel 표면)의 온위와 t=0(태양광
panel을 지나기 직전의 공기의 온위)이다.

3. 결과 및 고찰
㈜신태양발전소 현장에 자동기상관측장치를 2011년 4월에 설치하여 2013년 10월까지 연속 관측을 수행하
였다. 이들 자료 중에서 2011년 5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관측한 태양광 모듈 panel의 표면온도 시계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panel의 표면 온도의 최고 온도는 8월 4일 13시에 관측된 59.6℃이다. 여름철 야간의
panel 표면온도는 20℃내외였고 낮의 최고 온도는 50℃ 내외로 나타났다.  =4,000 m,  (접지 층)=50 m,
2
U=1 m/s,  (추가 현열)= 30 W/m 를 대입하면 약 0.475℃의 추가적 기온상승이 추정된다.

4. 결론
최근 태양광발전소가 농경지나 산지에까지 대규모로 건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주변 농
경지나 산림에 미칠 고온 영향과 태양광 반사 빛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부지 확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10 MWp정도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로도 기온 상승효과는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현장관측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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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the Thermal Denuder for Volatility
Measurement of Organic Aerosols
자임빈바바·박준현·임호진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1. Introduction
Direct volatility measurement of aerosols is a complex process. Thermal denuder is a common instrument
to measure volatility of organic aerosols. In this study, a new KNU thermal denuder has been designed,
fabricated, characterized, and applied to measure volatilities of standard compounds and aerosols.

2. Meterials and Methods
The KNU thermal denuder system was characterized for the centerline axial temperature profile, axial
temperature ramping with time, and size-resolved particle transmission. The centerline axial temperature and
temperature ramping as a function of time in the heating section was measured at set temperatures from 50℃
to 280℃ in six steps. The particle transmission efficiency of the thermal denuder was evaluated by measuring
particle size distribution at the outlet of the heating section as a function of axial temperature and residence
time with respect to the inlet.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temperature profile can b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entrance and exit sections with increasing and
decreasing temperatures, respectively, and a middle flat section where the temperature remained uniform. This
observation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Saha et al., 2015; Gkatzelis et al., 2016). In the
center of the heated tube, corresponding to each set temperature, the measured temperature reached the set
value in approximately 3.5 min. Similar observations regarding time were noticed at the inlet and outlet of
the heating tube.

4. References
Gkatzelis, G. I., Papanastasiou, D. K., Florou, K., Kaltsonoudis, C., Louvaris, E., Pandis, S. N., 2016,
Measurement of nonvolatile particle number size distribution, Atmos. Meas. Tech., 9, 103-114.
Saha, P. K., Khlystov, A., Grieshop, A. P., 2015, Determining aerosol volatility parameters using a “Dual
Thermodenuder” system: Application to laboratory-generated organic aerosols, Aerosol Sci. Technol.,
49(8), 6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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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Photodegradation of
N-nitrosamines in Water
아킬아프잘·임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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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ostcombustion CO2 capture using amine-based solvents is one of the emerging strategies to mitigate
climate changes. However, formation of carcinogenic N-nitrosamines is the drawback of this technology
(Chowdhury et al., 2013; Shah et al., 2013). Factors influencing the photodegradation treatment efficiency,
including initial N-nitrosamines concentration, H2O2 dosageand, initial amines concentration, were evaluated.

2. Materials and Methods
A Cylindrical water jacketed glass batch reactor (i.d. 8.5 cm×L 15 cm) is designed to study the
photodegradtion of N-nitrosamines under controlled conditions. The reactor is equipped with 4-W low-pressure
Hg lamp (GL 4WP, UV Nature, Korea), a hot plate with a magnetic stirrer (HMS100, Yhana, Korea), a
temperature controller (TZ4ST, Autonics, USA) with a K-type thermocouple, a fraction collector (2110,
Bio-Rad, USA) for collection of samples at fixed interval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decrease in pseudo-first-order photodegradation rate constants for NDELA, NDEA, and NMOR was
observed from 1.53 to 0.34 min-1, 1.04 to 0.30 min-1, and 1.95 to 0.299 min-1 at 50-1 mg/L concentration,
respectively. Photodegradation rate constant increased with increase in H2O2 dosage uptill specific
concentration and then decreased. The maximum photodegradation rate constant was observed~20 molar
ratio[H2O2]/[Nitrosamines]. The results showed that photodegradation rate constants decreased with increase in
amines, concentration.

4. References
Chowdhury, F. A., Yamada, H., Higashii, T., Goto, K., Onoda, M., 2013, CO2 capture by tertiary amine
absorbents: A Performance comparison study, Ind. Eng. Chem. Res., 52, 8323-8331.
Shah, A. D., Dai, N., Mitch, W. A., 2013, Application of ultraviolet, ozone, and advanced oxidation
treatments to washwaters to destroy nitrosamines, nitramines, amines, and aldehydes formed during
amine-based carbon capture, Environ. Sci. Technol., 47, 279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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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대상자의 노출량 평가기법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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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단시간에 인적, 물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며, 대상지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기업의 안전한 경영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기타 관련법규를 제·개정하고 있
으며,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로는 염화수
소, 황산, 암모니아, 질산, 톨루엔,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포스겐, 염화벤질, 페놀, 클로로술폰산, 포
스핀, 디보란,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산, 아크릴산, 톨루엔 등이 있다. 반면,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노출량 평가 기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누출 및 화학사고의 특
성상 대상물질은 급성·만성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및 평가기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 연
구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인체 노출량 평가기법을 바탕으로 인체 및 건강 영향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우선순위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건강위해도 적용방안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화학사고 사례와 화학물질 종류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건강영향평가 사례 수집
및 분석하였다. 화학물질 사고 후 인체영향평가에 있어 인체노출량 산정 과정은 대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거동모형 구축
을 통한 노출농도 예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측은 해당 환경 내 노출인구의 규모 및 특성과 주요 노출 경로, 기간,
빈도, 농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물질의 인체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과거 화학사고 사례를 기
반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화학사고 사례들을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사례로부터 대상물질의 종류, 사고원인, 피해 규모, 대처방안 등 사례별 정보를 수집하였다. 향후 각 사례의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인체피해 규모 상황 및 활동 패턴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화학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선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화학사고
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은 지역주민 및 사고현장 작업자, 사고대응자 등 다양한 계층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고 당시의 유출량, 온습도, 날씨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 및 사고대응자의 건강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
강영향을 받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주민대피 등의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위해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연동한 평가기법
및 적용방법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인체 독성을 고려한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4.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2014,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2014-2015, 201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보고서.
환경부, 2016,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최종보고서.
환경부, 2017,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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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y Moffat et al., 2015, Comparison of toxicogenomics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 inform mode of action and poi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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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 9월 구미산업공단 4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인근지역은 주민,
농작물 및 가축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다. 2013년 1월 경기도 화성에서 유해화학물
질 불산 누출사고, 2013년 3월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형 폭발사고 및 2015년 5월 군산 ○○ 화학사고 등 전국 산업단지에
서 잇따라 화재, 폭발 및 누출 등의 복합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대형재해 발생 가능성과 사고 대응체계 및 유해화학물
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업단지에는 ◇◇社가 위치하고 있으며, ◇◇社
는 오랜 동안 석유화학공정, LNG, 원자력발전소, 식품가공공정, 담수화설비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스테인
리스 후판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여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는 국외에서도 철강 관련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스테인리스 강판 및 후판 분야에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반면, 대상 산업체
의 개별 공정에서는 고품질의 철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가 되는 철 강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표면처리공정, 스테인
리스 후판 생산공정 및 기타 공정에서 다양한 약품(황산, 불화수소(불산), 과산화수소 등)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 대상공정
및 철강 제조사 주변의 산림지역에서 일부 수목의 황화현상이 발견되었고, 대상지역 주위에는 재선충 방제작업의 흔적 또
한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
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자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상분야 관련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기초조사를 위해 철강 산업공정이 위치하
고 있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측정망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
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실태조사를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1개 이상을 1톤/년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는 유해화학물질 조사 프로그램(PRTR)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대상지역의 환경오염물
질 및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및 각종 관련정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인근 삼림지역의 황화현상이 유해화학물
질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의 연관성과 피해범위와 피해의 진행정도를 파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상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조사 프로그램(PRTR)의 자료를 파악한 결과, 대상지역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은 많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및 특정유해대기오염물질을 확인하였다. 대상지역 및 공장
주변 수목의 황화현상과 기타 수목피해 증상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황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공장 내 절토부
식재지와 주변 산림의 경우, 미량이지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 불화수소(불산), 과산화수소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중·장기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목 잎의 황화현상이 천천히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수세(樹勢)가
약해져 솔잎혹파리와 소나무좀의 가해를 이기지 못하고 황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일부 식물 등이 고사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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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화학 관련 산업은 세계시장 7위 규모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
다. 하지만 관련분야 산업시설에서 매년 14만 톤 이상의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85% 정도는 유해·위해
성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제작된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지침서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이용한 초기 위해성 평가 해설서’가 있으나, 이는 화학사고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한
계가 존재한다. 특히 지속적인 노출을 가정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위해성 평가와는 달리 화학사고 상황에서의 위해성 평가
는 사고 발생하는 시점부터 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인체 노출농도 및 노출형태가 달라지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진행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기법과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위해성을 평가기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해화학
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노출경로별 위해성평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며, 화학사고 발생 時 위해
성 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에서 사용, 유통,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기반의 기본 체계 아래, 산업안전
보건법(고용노동부), 위험물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14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1, 2, 3차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
사고 위해성 평가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화학사고 유해대상물질 별로 제작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서를 부
족한 실정이다. 향후 본 연구팀은 염화수소, 황산, 암모니아, 질산, 톨루엔,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포
스겐, 염화벤질, 페놀, 클로로술폰산, 포스핀, 디보란,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산, 아크릴산, 파라-니트로톨루엔(고체), 메타-크
레졸 등 화학사고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대상물질 중에서 우선순위별로 상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별 생체 독성자료 수집 및 화학물질별 분자생
물학적 네트워크 분석자료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별 위해성 평가 모델
을 위한 고도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과 및 고찰
우선순위별로 상위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노출 경로별 위해성 평가 지침서를 마련하는 과정은 기존의
일반적인 화학물질 별 위해성 평가와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관련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한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인체 위해성 평가 작업은 사고 발생 시부터 사고 진행과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며, 다매체 환경동태모델을 구축
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대기, 수질, 토양, 하천 저니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인체 노출농도 및 노출형태가 달라져 진
행상황 별로 적합한 방법을 확보한 이후에 위해성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
로 화학사고 노출경로 별 위해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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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형적인 사고 유형에 대해 환경동태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다매체 환경동태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
다. 1980년대 다매체 환경동태모형이 처음 개발된 이래 최근에 들어서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매체 환경모형은 백여
개에 달하고 있고, 미국 EPA 및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모형 또한 수십여 가지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화학사고 발생 時 환경동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공장 및 각종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유해오염물질의 환경동
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 토양, 수계, 저토, 식생 및 생태 등을 고려한 환경동태모델 구
축을 위한 세부인자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성화학물질 위해도 평가를 위한 기본 Framework를 구축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외적으로 사고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 다매체 환경동태모델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으로 화학물질별 특성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오염 분포 예측과 그를 기반으로 한 잔류
성 분석, 전국의 지리환경과 기상조건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기, 토양, 수계, 저토, 식생 및 생태 등을 고려한 환경동태모델 적용 구축인자를 제시하고, 유해
오염물질의 형태와 전파 경로, 환경 및 인체 영향별 대상물질 평가방법 확보를 위한 세부인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화재, 폭발, 누출 및 복합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1차 노출, 확산, 2차 노출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며, 환경의 영향으
로는 국소·확대, 광범위 환경오염으로 진행되며, 건강 영향으로는 급성영향, 아급성, 만성적 영향으로 진행된다. 평가대상으
로는 대기, 수계, 토양, 생태/식 등을 각각의 전이 오염도 측정 및 확산도 분석 작업이 필요하며, 급성, 아급성, 만성, 잔류
성, 발암성, 변위원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과거 사고사례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별 인
체노출 수준(저, 중, 고) 예측기법 확보, 화학사고 형태(폭발, 누출, 화재 등), 대상물질 특성(단기/장기, 용도 등), 노출방식
(물리적/화학적 노출 등), 노출 인구집단 민감성(민감군, 성인), 조사대상자의 고정‧이동위치 확보, 화학사고 후 건강영향 조
사대상자(주민, 대응자, 방문자 등) 선정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 연구를 통해 확보된 각 대상물질의 특성·용도 및 물리적
특성별 인체 독성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는 향후 대상물질별 위해성 평가 및 노출계수 확보를 위한 기반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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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NOx on the Molecular Composition of
Secondary Organic Aerosols Formed by the Ozonolysis
and Photooxidation of α-pinene
박준현·자임빈바바·임호진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1. Introduction
The molecular composition of Secondary Organic Aerosols (SOAs), obtained from the ozonolysis and
photooxidation of α-pinene, was investigated using an ultrahigh-resolution Fourier Trasnsform-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ry (FT-ICR MS) system. SOA formation was performed in an indoor smog
chamber.

2. Materials and Methods
The molecular formulae of individual species were identified on the basis of the measured ionic mass
using guidelines, such as number of atoms, elemental ratios, and the nitrogen rule. In each of the SOAs
obtained, 815-3501 monomeric and oligomeric (mainly dimeric) species were identified below m/z 800.

3. Results and Discussion
From ozonolysis, mainly 95% of the typical oxygenated species (CHO) were detected, whereas from
photooxidation under high NOx concditions, 32% of nitrogen-containing species (CHON) were detected.
Several common abundant species (e.g., C9H14O6, C10H14O6, C10H16O5, C17H26O7, C19H28O9, C10H15NO8, and
C10H15NO9) could be listed as candidate tracers for the conventional tracers for α-pinene SOA. The increased
percentage of CHON as a primary effect of NOx on the SOA composition evidently affected other
physicochemical parameters, such as elemental ratios (i.e., O/C, H/C, and N/C), the Double-Bond Equivalent
(DBE), the Carbon Oxidation State (COS), and the organic-mass-to-carbon ratio (OM/OC). The O/C, OM/OC,
and COS for CHON were apparently greater than those observed for CHO, indicating that nitrogen
preferentially exists in the oxidized form (e.g., -ONO2). The complexity of oligomerization was observed in
DBE and OM/OC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rbon atoms.

4. References
Babar, Z. B., Park, J.-H., Kang, J., Lim, H.-J., 2016, Characterization of a smog chamber for studying
formation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econdary organic aerosol, Aerosol and Air Quality
Research.
Laskin, A., 2011, Comprehensive analysis of atmospheric particles using complementary methods of chemical
analysis, Abstr. Pap. Am. Chem. Soc.,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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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x PSAT을 활용한 부산지역 PM2.5 성분별 기여율 분석
- 2017년 5월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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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도우곤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부산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201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부산지역의 PM2.5 평균농도는 2015년 26, 2016년 27 ug/m3으로 연간 환경기준
(25 ug/m3)을 초과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29 ug/m3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 중의 PM2.5는 발생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거나 가
스상 물질의 2차 반응으로 생성이 된다. 주요 배출원으로는 국내 산업시설이나 자동차 등이 있으며 중국 동
부지역에서 배출되는 전구물질이 편서풍으로 부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PM2.5는
국내외 다양한 배출원에서의 전구물질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기 때문에 개별 구성성분의 지역별 기여
율을 알아야만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PM2.5에 대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WRF-CAMx 모델을 활용하여 2017년 5월간 매시간별 PM2.5 농도와 구성
성분을 수치모의 하였다. 또한 CAMx 모델의 PSAT 옵션을 활용하여 각 성분별로 부산, 국내, 중국, 그 외
지역에서의 기여율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17년 5월간 시간별 PM2.5 농도를 수치모의하기 위하여 WRF-CAMx 모델을 사용하였다. 부산지역을 대상
으로 최종적으로 1 km 격자 도메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지역의 27 km 도메인에서 4단계의 둥지격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WRF의 초기 기상자료는 FNL 자료를 사용하였고 CMAx 입력배출량으로 한반도지역은
CAPSS(2012) 배출량을, 국외지역은 MEIC (Model Inter-Comparison Study for Asia, 2010), REAS (Regional
Emission inventory in Asia, 2008)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CAMx 모델링시 지역별 기여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부산 이외의 국내, 중국, 그 외 지역으로 지역 구분을 실시하고 PSAT 옵션을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7년 5월의 부산지역 PM10, PM2.5 월평균 농도는 각각 58, 29 ug/m3으로 PM10은 상반기 중 가장 높았
고, PM2.5는 1월 다음으로 높은 월평균을 보여 입자상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사례로 볼 수 있었다. WRF
모델링 결과는 부산지방기상청의 풍향, 풍속, 기온자료와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CAMx 모델링 결
과도 연산동측정소의 PM2.5 농도변화를 비교적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의 매시간별 PM2.5
평균적인 구성성분을 살펴보면 토양 기원 성분이 26.2, sulfate 23.6, elemental carbon 13.8, nitrate 12.7,
ammonium 12.4, 일차 유기물 8.7, 이차 유기물 2.5%의 순으로 나타나 2차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PAST 옵션으로 계산된 국내외 지역에서의 평균적인 기여율을 살펴보면 부산지역
에서의 기여율이 36.9%로 가장 높았으나 중국에서의 기여율도 34.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부산 이외의
국내지역의 기여율은 13.7%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 참고문헌
Wu, D., Fung, J. C. H., Yao, T., Lau, A. K. H., 2013, A Study of control policy in the Pearl River Delta region
by using the particulate matter source apportionment method, Atmospheric Environment, 76, 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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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측정기로서 GC/FID의 교정가스에 따른 THC 농도
변화연구
유미선·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서론
2018년부터 조선소 선발블록 도장시설에서도 VOC 저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저감효율 측정법인
FID에 의한 THC 농도가 규제기준의 준수여부판정의 주요 요인으로 되었다. 현행 대기보존법 공정시험법에
의하면 THC 농도측정은 프로판으로 교정된 FID(불꽃이온화 검출기)의해 측정한 값에 탄소등가지수인 3을
곱한 값을 THC 농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장시설에서 사용되는 VOCs는 톨루엔 등 비점이 높은 탄화
수소가 주성분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에서 THC 농도를 FID 교정가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공정시험법에 명시된 propane대신 toluene을 FID의 교
정가스로 사용하게 될 때 수반되는 THC 농도 차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HC 측정용으로 길이 0.53 ㎜, 30 ㎝의 빈 모세관 컬럼을 Gas Chromatograph(HP 5890A)에 연결하고 일
정량(1.0 ㎖)의 시료가스를 loop를 통해 GC/FID에 주입하였다. 검량선 작성용으로 메탄(1,000 ppm), 프로판
(500 ppm) 및 톨루엔(1,000 ppm)의 표준가스(RiGas, Korea)를 고순도(<99.99%) 공기와 혼합하여 적절한 농
도의 작업용 표준가스를 제조한 후 분석된 농도별 FID peak area로부터 메탄, 프로판 및 톨루엔의 검량선을
얻었다. THC = K×THCK (K : 탄소등가보정계수, 메탄=1, 프로판=3, 톨루엔=7)의 공식에 의해 각 표준가스를
교정가스로 했을 때의 THC를 산출함으로써 실제 가스농도대비 THC 농도 차이를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메탄과 프로판 표준가스로부터 작성된 검량식은 Yarea(methane) = 11.57×103 Xppm(methane), Yarea(propane) = 11.57×
10 Xppm(propane)으로 나타나, GC/FID의 프로판에 대한 감도는 메탄에 비해 1.29-2.58배, 평균으로는 2.03배이
었으며, 프로판의 보정계수인 3에 못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프로판으로 교정된 GC/FID로 기화된 유기
화합물을 측정하여 얻은 측정치에 3을 곱하여 나타낸 총탄화수소 농도는 메탄으로 교정하여 측정한 계측기
가 나타내는 값보다 1.16배에서 2.38배, 평균적으로는 1.48배 높게 표현됨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로
톨루엔의 검량선은 Yarea(toluene) = 11.57×103 Xppm(toluene)으로 나타나 propane으로 교정한 GC/FID에 비해 약
1.19배, 메탄으로 교정한 GC/FID에 비해서는 약 1.42배 높게 THC 농도로 보고하게 되며, propane으로 교정
한 GC/FID는 메탄에 비해 약 1.20배 높게 보고하게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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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역 광촉매에 의한 NH3 및 CH3CHO 저감성능평가
1)

유미선·양성봉·김현정
울산대학교 화학과,

1)

경북과학대학교 화장품뷰티계열

1. 서론
친환경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광촉매는 태양광이나 형광등의 자외선을 받으면 강력한 산화작용이 생겨 유
해물질을 분해, 공기 및 수질정화와 더불어 방오와 살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광촉매는 주
로 UV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내에서의 광촉매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저감효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촉매를 사용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으나, 최근 가시역에서도 충분히 효과적
인 광촉매가 등장함으로 인해 실내에서의 광촉매에 의한 저감효율이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촉매를 입수하여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
하이드 가스에 대한 저감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광촉매 시편은 국내 가전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광촉매를 포함, 모두 4종으로 하였고(2×2×1 cm3), 대상가
스는 암모니아(1000 ppm)와 알데하이드(320 ppm)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용 챔버로는 A사에서 제공한 20 L
SUS 챔버를 이용하였으며, 광원으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형광등으로 하였다. 챔버내 잔류 악취농
도로 측정을 위해 검지관(Gastech)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형광등을 조사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한 저감효율은 LGHS가 AT55에 비해 근소하
게 우세한 수준이었으나, 보통의 활성탄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암모니아를 대상으로 한 실
험에서는 LGHS가 AT55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저감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비해 탈취제
별 성능차이가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참고문헌
http://www.d7.dion.ne.jp/~shinri/nyumon.html
Wang et al., 2015, Advances in photocatalytic disinfection of bacteria: Development of photocatalysts and
mechanism,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34, 232-247.
JIS R 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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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비료사용량에 따른 질소부하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 고산리를 중심으로
1)

1)

현범석·박원배·김기표 ·박윤석 ·조은일
제주연구원,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2)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제주도는 화산암 형태의 지질구조로 대수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투수성이 높아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지하
수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주 서부지역의 경우 농경지 및 축사 등 여러 오염원이 타 지역보다 광
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질산성질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질산성질소 오염원은 장
기간에 걸친 비료 과다시비로 인한 것으로 조사 되었지만, 정량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경지 비료사용량을 정량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서부지역의 질산성질소 증가 원
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제주 서부지역에서 질산성질소가 비교적 높은 고산1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2016년 4분기부터 2017
년 2분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재배작물별 비료사용량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고산1리 220명, 1,059필
지(359 ha) 중 136명 714필지(165 ha)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산1리 지역 작물별 질소비료 사용
량 및 단위면적(10 a) 당 사용량과 도내 비료판매량(2016년)을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작물별 질소시비량 산정 결과, 브로콜리의 질소량이 14.8 MT(Metric Ton)으로 전체 질소량(75.3 MT) 중
19.7%로 가장 많았다. 마늘은 15.9%(12 MT), 무는 13.6%(10 MT) 다음 순으로 높았고, 재배면적이 가장 넓
었던 보리는 10.4%(7.8 MT)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리는 녹비작물과에 속하는 작물이며, 화학비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작물이나, 고산리에서는 수확을 목적으로 보리를 재배하고 있어 질소량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면적(10 a) 당 사용량은 브로콜리와 적채가 각각 49.9 N kg/10a, 49.8 kg/10a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로콜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표준시비량(32 N kg/10a)보다
1.56배 높았고, 적채의 경우는 농촌진흥청 기준(37 N kg/10a) 1.35배 높았다. 반면, 콩, 기장이 각각 7.2, 7.0
N kg/10a로 단위면적(10 a) 당 질소량이 가장 낮았다. 콩과 기장은 녹비작물이지만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되
고 있다. 하지만, 보리와 달리 뿌리에 뿌리혹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하여 생장하기 때문에 비료사용량이 적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도내 비료판매량 결과, 한경면의 비료판매량은 520,165포로 조사되었고,
이 중 고산리는 31.3%(162,891포)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

4. 참고문헌
농촌진흥청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portal/portalMain.ps?menuId=PS00001.
정성욱, 우남칠, 이광식, 2004, 제주도 한림 지역 지하수의 시·공간적 수질 특성, 지질학회지, 40(4), 537-558.
Hyun, S. G., Park, W. B., Kim, K. S., 2002, The study of nitrate contamination and sources in Ongpo-chun
basin, Hanlim, Jeju Research Institute, 6.
Kim, M. T., Ku, J. H., Jeon, W. T., Seong, K. Y., Park, C. Y., Rye, J. H., Cho, H. S., Oh, I. S., Lee, Y.
H., Lee, J. K., Park, M., Kang, U. G., 2011, Effect of barley green manure on rice growth and yield
according to tillage date in spring, Korean J. Crop Sci., 56(2), 119-123.
Koh, D. C., Ko, K. S., Kim, Y., Lee, S. G., Chang, H. W., 2007, Effect of agricultural land use on the
chemistry of groundwater from basaltic aquifers, Jeju island, South Korea, Hydrogeolo. J., 15, 7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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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서강수계 주요 수위국에 대한 수자원환경 기초자료의
분석
박종진·최정구·박계환·최정동·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남한강수계에 속하는 서강의 주요 수위국을 대상으로 댐 운영,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안정적인 수자원 확
보, 수해 예방 등을 위한 분석 및 설계에 필요한 수자원환경 기초자료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수위자료를 유량자료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Rating Curve 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치수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고수위시 유량은 Rating Curve 식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수위별로 고르게
유량측정자료가 확보되어야 양호한 유량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판운교와 영월군 남면에 위치한 연당교에서 홍수기와 평수기에 유
량 및 수질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자료와 영월1 수위국과 판운 수위국의 수위자료를 이용하여 Rating
Curve 식과 유량-수질 관계식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유량수문곡선과 유황곡선을 그려 풍수량과 갈
수량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서강유역에서는 2016년 7월 초순과 중순에 호우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예년에 비해 큰 호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고수위에 대한 수위 유량자료의 확보는 미비하였으나, 분석결과 수위와 단면적,
평균 유속, 유량 모두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고, 수리학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1. 지점별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수위국명

적용수위(m)

R2

관계식

판운

0.85≤H≤5.31    



0.989

영월1

0.33≤H≤5.47



0.986

   

Fig. 1. 판운 지점의 우량주상도-수위수문곡선.

이 분석 결과는 서강의 수자원환경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자원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Rating Curve 식과 유량-수질 관계식을 보완함으로서 그 정밀도를 향상시켜
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K-water, 2016, 2016년 충주댐유역 수자원환경기초조사 보고서.

감사의 글
본 연구는 K-water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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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도입 후 낙동강수계 단위유역의 수질 평가
양득석·정강영·안정민·이인정·신동석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낙동강수계에는 41개 단위유역 말단지점에 목표수질이 설정되었으며,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지
점의 수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질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목표수질 설정 지점 중 시행계획 대상지역의 오
염총량관리제 도입 후 수질 개선효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2010년
까지 제1단계가 종료되었고, 2011년-2015년까지 2단계가 종료되었으며 제3단계부터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 경향분석법인 계절 맨-켄달 검정법을 이용하여 낙동강수계
에서 총량 기간 동안의 BOD와 T-P 농도 변화 경향성 및 수질 개선도를 평가하였으며, LOWESS 분석법을
통해 대상기간동안의 구체적인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목표수질 평가방법과 LDC 평가 방법을
통하여 수질변화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 수질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제도
효과 분석 및 개선방향 마련과 향후 수질관리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계절 맨-켄달 검정법은 상관계수인 켄달의 타우(Kendall tau)를 구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경향성
의 유무를 파악하고, 이에 수반되는 계절 켄달 기울기 통계량(Seasonal Kendall Slope Estimator)을 구하여 경
향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Helsel and Hirsch, 2002). 부하지속곡선의 작성을 위해서는 목표수질 설정지
점에 대한 일유량자료를 높은 값에서 낮은 값 순으로 정렬하고, 각 유량값에 대해 이 값을 초과하는 일수를
백분율(초과유량백분율)로 계산하였고, 부하지속곡선 작성 후 실측부하량을 도시하여 초과율 50%를 기준으
로 이하이면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계 전반에 걸친 Seasonal Mann-Kendall Test 결과 BOD농도는 대부분의 지점이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거
나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T-P 농도는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특히 본류 구간에서 T-P 농도는 많이 “downward”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농도 증가가 일어난 단위
유역 중 N2(Nakbon B), N3(Nakbon C)와 N15(Banbyeon B), N32(Miryang A), N34(Geumcheon A)에서의 증
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이들 지점에서는 모두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농도증가의 의미가 크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지점에서는 뚜렷한 변동 없이 Seasonall Kendall Test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P 농도는 N21(Gamcheon A), N24(Geumho C)지점이 2007년 이후 “upward” 후 “downward” 상태를 유지하
였다. N7(Nakbon G), N30(Namgang E)등 지점에서는 2011년 후반 들어 개선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 같
은 추이는 낙동강 본류에서 BOD, T-P 농도는 감소하거나 일정한 농도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Helsel, D. R., Hirsch, R. M., 2002, Statistical methods in water resources techniques of water-resources
investigations Book 4, Chapter A3, U.S. Geological Survey, 226-230, 3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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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Story-Network 방안에 대한 연구
- 경주시를 중심으로
박기범·안승섭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천년고도의 역사문화 관광도시인 경주를 친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주지역의 자원을 검토하고
친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주는 역사적 자원과 국립공원이라는 관광자원, 형
산강, 북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축제와 보문호, 동해바다 등 천해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각
의 수변자원을 활용하여 친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역사스토리, 관광스토리, 축제스토리 등을 구성하여 이들
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안이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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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정 개선을 위한 실증 연구
1)

1,3)

박원배 ·김민철
1)

1)

2)

·강봉래 ·양원석 ·이준호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2)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

3)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1. 서론
제주도 한천에는 2007년 태풍 ‘나리’ 발생 이후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한 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제
주시, 2009), 저류지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인공함양하기 위해 한천 제1, 2저류지에 각 10개소의 인공함양 시
설을 설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인공함양정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기준수위 1.5 m이상, 탁도 기준치 100 NTU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저류
지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탁도는 평균 247-586 NTU로 인공함양정의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
Park and Yang(2016)은 인공함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센서식 인공함양시설을 여과형 인
공함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탁도저감을 위한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여과방안을 개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현장 실증 연구를 위해 한천 제 1저류지를 실험장소로 선정하여 여과실험장치를 설치하였다. 여과실험기
기는 직경 200 ㎜, 높이 1,000 ㎜ 아크릴 재질의 원통 관으로 제작하였으며, 여과장치 하부에는 여재 및 자
갈이 배출되지 않도록 나공된 원판을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용수(유출수)는 저류지 내 퇴적된 토
사를 이용하여 저류지의 유입수 범위 240-600 NTU로 제조하였다. 여재는 여과사(0.45-0.7 ㎜), 석분(2.0-8.0
㎜), 여과사리(5.0-10.0 ㎜)를 활용하였으며, 여재별 효율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30 ㎝와 60 ㎝를 충진하였다.
실험은 1시간씩 5일 간격으로 총 3차례 진행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여과사를 30 ㎝와 60 ㎝ 충진하여 여과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험초기(5분경과 후) 81.07%와 92.01%의 높
은 여과 효율을 나타냈으나, 실험 30-50분경과 후 부유물질 및 토사에 의해 막힘 현상이 발생되었다. 석분은
1차 실험에서 25.55%-36.98%의 낮은 효율을 보였으나, 60 ㎝를 충진한 여과기는 2차 실험에서 61.30%93.24%, 30 ㎝를 충진한 여과기는 3차 실험에서 61.48%-79.81%까지 여과효율이 향상되었다. 여과사리는 3
차 실험까지 최대 23.00%(30 ㎝), 42.25%(60 ㎝)로 비교적 낮은 여과효율을 보였다.
제주지역의 하천수에는 많은 양의 부유물질과 토사가 함유되어 있어 단일 여재를 통한 여과 시스템을 도
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여재의 특성별로 상부에는 입경이 큰 여재를 충진하여 비교
적 큰 부유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하부에는 입경이 작은 여재를 충진하여 여과효율을 높인다면, 인공함양정
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하수 함양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박원배, 양원석, 2016,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
제주시, 2009, 제주시 지방하천(한천외 4개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지하수-지표수 연계 순환/유동 시스템 해석기술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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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서부해역의 해양환경 변동 특성
최양호·성기탁·이미진·주경호·박성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1. 서론
진도냉수의 영향을 받는 남해 서부해역은 천혜의 해양환경과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양식 및 어업활동
이 활발한 곳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는 남해 서부해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 완도군은 전국대비 80% 이상의 전복과 70% 이상의 해조류
(다시마, 톳, 매생이 등)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어느 곳보다 해양환경 변화에 민감한 곳이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해 서부해역의 해양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6년(1981-2016년) 동안 서해 및
남해 연근해역에서 격월 간격으로 관측된 수온, 염분 자료와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진도 주변해역에서
관측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난 36년간 서해 남부와 남해 연근해역의 저층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평균수온은 서해 중앙해역
에 7℃, 흑산도 인근해역까지 10℃ 이하의 저온수가 분포하고, 동해 남부 대한해협 인근에 7℃ 이하의 저온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 주변해역은 흑산도 인근의 10℃ 이하 저온수의 영향으로 소안군
도에 13-13.5℃ 등온선이 분포하고 청산도에는 14℃ 등온선이 분포하였다. 제주해협에 분포하는 13℃의 등온
선이 제주도 해역에서 동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형태를 보여 제주해협을 통과하여 남해로 유입되는 저온수
가 제주도 해역에 치우쳐 있음을 시사하였다. 8월 평균수온은 6월에 비해 1-3℃ 상승한 수온분포를 보였으
며, 서해 남부 흑산도 인근해역에 분포하던 10℃ 이하의 저온수는 남서쪽으로 후퇴한 양상을 보였다. 동해
남부 대한해협 인근의 7℃ 이하의 저온수의 수온은 0.5℃ 상승하였으나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남해로 유입되
는 저온수의 세력은 6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 소안군도 인근해역에 분포하던 13-13.5℃ 등온
선은 서쪽으로 후퇴하고 15℃ 등온선이 보길도와 소안도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청산도 인근에는 15.5℃ 등온
선이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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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 어업 현황과 경영 분석
- 개조개 어업을 중심으로
이미진·최양호·성기탁·주경호·박성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1. 서론
개조개는 잠수기 방식을 통해 주로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어획량의 73% 이상이 남해안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조개 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어획량의 감소하였고, 제도적인 자원보호의 필요성
이 증대됨에 따라 2002년부터 TAC어종으로 선정되어 각 수협 지구별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어획자원의 감
소와 더불어 개조개 시장 가격은 거제 산지 위판장 가격 평균으로 기준으로 2014년 2,760원, 2015년 2,756
원, 2016년 2,434원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주로 개조개를 어획하는 잠수기경영체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수기 어업의 경영분석과 개조개를 주로 어획하는 경영체의 경영 상
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잠수기 어업에 대한 경영분석과 잠수기를 통해 개조개를 어획하는 업체 중 거제도에 위
치한 경영체 2곳과 여수에 위치한 경영체 2곳을 선정하여 어업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잠수기를 통한 개조개 어업은 대부분 어선 한 척당 선장 1인, 잠수부 1인, 선원 1인으로 구성되어 조업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인건비 계산 방식은 어획량에 대한 총 매출액에서 5:4:1의 비율로 인건비가 산정된다. 잠
수기 어업은 잠수부를 통하여 어획이 이루어지므로 다른 어업에 비해 잠수부에 대한 인건비의 산정이 높은
편이며 선장은 할당된 매출액에서 어업 비용을 제하게 되므로, 최근 어획자원의 감소와 위판가격의 감소세,
높아지는 유류세에 따른 경영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사례지역인 여수와 거제지역의 조업 환경이
다름에 따라 조업 일수 등의 차이를 가짐에 따라 두 지역의 개조개 경영체는 경영상태 상의 차이를 가지게
되며 어업 경영상의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 또한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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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변산해수욕장 양빈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최정훈·오찬성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변산해수욕장에서 시행한 양빈 대상모래의 입도를 분석하여 양빈 모래로서의 입
도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였고, 퇴적물 이동 모델과 수심변화를 이용한 표층퇴적물의 이동경향 및 침·
퇴적변화를 추정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016년에는 양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각각 3회씩(양빈이전, 양빈직후, 그리고 양빈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 표층퇴적물을 총 450개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시료채취 정점은 양빈 영역을 포함하
여 폭넓게 설정하였으며, 시료 채취위치는 정밀 GPS를 이용하여 동일정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다. 해빈퇴적물은 표준입도분석 방식을 따라 세척을 통한 염분제거의 전처리과정을 거쳤으며, 입도측정은 고
해상도의 입도분석을 위하여 레이저 회절 입도분석기로 측정하였다.

Fig. 1. Surface sediment sampling site (2015,
2016).

Fig. 2. Distribution of mean grain size during beach nourishment
Buynsan surface sediment in 2012-2016.

3. 결과 및 고찰
3.1. 변산해수욕장 표층퇴적물 분석 결과
2012년부터 5년간의 변산해수욕장 표층퇴적물의 시기별 평균 입도분포곡선을 비교해보았다. 양빈 이전 시
기의 입도분포곡선에서 최빈값은 2012년의 경우 3 Φ(Fig. 2(A))에서 최근 2016년은 2.0 Φ(Fig. 2(D))로 약
1.0 Φ 조립해졌다. 또한 양빈 이후의 시기에서도 최빈값이 1 Φ 가량 조립해졌으며, 점진적으로 세립사의 함
량이 감소하고 중립사의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변산해수욕장의 표층퇴적물이 누적적으로 조립화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향후, 이러한 경향은 변산해수욕장의 해빈 침식 억제의 기능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해
수욕장의 순기능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3.2. 변산해수욕장 퇴적물 이동분석결과
변산해수욕장의 포설된 양빈 퇴적물은 상부해빈으로 이동하여 누적적인 집적이 이루어지고, 외해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부해빈 남쪽지역은 퇴적물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송포항 방파제를 따라
누적적인 집적이 나타난다.
3.3. 양빈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양빈이 시작된 2012년부터 침식의 변화 경향이 뚜렷하게 완화되었으며, 매년 실시된 양빈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송포항과 방포수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양빈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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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담수화 관련 제염기간 평가
오찬성·최정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 서론
새만금호의 현재 지형은 방수제 공사 및 내부 개발과 준설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제염 모의
시나리오를 통해 담수화 기간을 산정하고 추가준설과 농업용수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형 변화
가 완료된 새만금호 내부개발 최종단계에서의 제염 기간 모의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호 내부개
발 단계별 제염 기간을 산정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제염기간 산정을 위한 수치 모델은 EFDC를 활용하였으며, 시나리오는 무조건(기본) 시나리오, 제체 침투
량, 농경지 염분 용탈, 퇴적층-수체 간 염분 용탈 및 상기 모든 시나리오 고려로 총 5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
였다(Fig. 1). 이때의 지형자료는 준설이 고려된 국토해양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활성화 된 격자수는 3,009
개로 종단 방향 107개, 횡단 방향 103개로 구성되었다(Fig. 2).

Fig. 1. 제염 시나리오.

Fig. 2. 활성 격자.

3. 결과 및 고찰
제염 기간 산정 결과, 표층이 담수화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 내외 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새만금호의
경우도 제염 기간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하구 담수호의 특성이 나타나 저층의 담수화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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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대수층에서 지하수 수위와 전기전도도를 이용한
해수/담수 경계면 산정
1)

1)

2)

3)

강동환·소윤환·김일규 ·박경덕 ·김병우 ·오세봉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1)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2)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융합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본 연구지역은 부산 동남해안에 위치한 용호만 해안대수층이며, 조석 효과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
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해안대수층은 최상부에 매립퇴적층이 존재하며, 그 하부에 풍화토층 및 풍화각력층, 기
반암층이 형성되어 있다. 기반암층은 응회질퇴적암과 안산암 및 안산암질 화산각력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수위 관측공은 해안선에서 180 m 이격되어 있으며, 개발 심도는 120 m이고 케이싱 설치 심도는 지표면
하 19 m이다. 해수/담수 경계면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수위 및 압력, 밀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지하
수의 수위와 압력 변화는 담수 및 해수 구간에 Levelogger (3001 Gold, Solinst)를 설치하여 관측하였으며, 담
수와 해수의 밀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TLC meter (107, Solinst)를 이용하여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지하
수위는 2008년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58일 동안 연속적으로 관측하였으며, 지하수위 변동은 조위(tide
level)와 강우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하수 수위와 압력, 밀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해수/담수 경계면
은 조위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조위에 비해서는 지하수위 변동의 주기성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해
수/담수 경계면과 지하수위의 상관계수는 0.92로서 매우 높았으나, 해수/담수 경계면과 조위의 상관계수는
0.17로서 낮았다. 해수/담수 경계면과 지하수위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함수의 결정계수는 담수 구간
에서 0.98, 해수 구간에서 1.00으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대수층에서 해수/담수 경계면
의 변동이 조위보다는 지하수위의 변동과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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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격정보 격자크기가 실제증발산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
이길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 서론
실제증발산 모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표관련 매개변수 결정과 관련하여 격자크기와 이질성이
모형의 결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 이질성을 평균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지침과 기본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사료된다(McNaughoton, 1994; Raupach, 1995; Shuttleworth, 1998).

2. 자료 및 방법
지표면 식생의 광학적 특성인 NDVI와 SAVI를 관측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3가에 위치하고
있는 문학대공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관측에는 SenseFly사에서 제작한 eBee모델을 드론에 장착하여
원격으로 광학자료를 수집한 후 영상을 구축하였다. Canon 사의 S110 NIR카메라는 근적외선 밴드뿐 아니
라 적색광과 녹색광을 포함하고 있어 NDVI와 SAVI추출에 유용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지표면 정보를 수집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로×세로의 격자 크기가 1 m이며 가로 404개, 세로 395개의 격자망을 구성하고 개별격자에 대하여 실제
증발산량을 계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가로×세로의 크기가 1 m인 격자를 Arc-Gis 툴
을 이용하여 가로×세로의 격자 크기가 10 m이며 가로 40개, 세로 40개인 격자망을 재구성하였다. 1 m 격자
로부터 가로와 세로 각각 10개를 채택하여 산술평균을 하였다. 실제증발산량 평균값은 10 m 격자에 대하여
5.96 MJ/m2 day이며, 1 m 격자에 대하여 5.81 MJ/m2 day로서 비선형으로 인한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McNaughton, K. G., 1993, Effective stomatal and boundary layer resistances of heterogeneous surfaces, Plant
Cell Environ., 17(1), 1061-1068.
Raupach, M. R., 1995, Vegetation-atmosphere interaction and surface conductance at leaf, canopy, and
regional scales, Agric. Forest Meteorol., 73, 151-179.
Shuttleworth, W. J., 1998, Combining remotely sensed data using aggregationa lgorithms, Hydrology Earth
Syst. Sci., 2(2-3), 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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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도달시간 산정에 관한 연구
김상문·안상현
㈜SDM ENC

1. 서론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관련 계획에서 활용되는 설계홍수량은 강우-유출 분석을 통해 산
정되고 있으나, 강우-유출 분석과정에 적용되는 이론 및 경험공식 등이 다양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토
교통부에서 국내 수문환경에 적합하게 표준화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계홍
수량 산정요령(2012)」에서 제시하는 설계홍수량 산정 방법은 다공성 현무암질 등의 투수성 지질, 급한 하상
경사 등의 제주도 수문 특성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험 공식에 의한 유역추적 매개변
수 중 하나인 도달시간은 강우가 해당 유역에 발생했을 때 유역의 최상류점에서 최하류부(유역출구점)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만큼, 도달시간의 정확한 산정은 유출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인자이다. 현재 국내 실무에서는 Kirpich공식, Rziha공식, KravenⅠ, KravenⅡ, 연속형 Kraven공식 등을
이용하여 도달시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언급한 공식들은 경험공식들로 국내 대상하천 적용시 공식별로 산정
결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설계자가 유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제주 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등 4개 하천의 강우자료와 실측을 통한 유출 자료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의 하천특성을 반영한 도달시간을 산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도달시간 산정을 위한 유출도와 우량주상도 작성을 위해 제주 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등 4개 하천
의 관측지점별 2008-2016년 강우 및 유출자료를 활용하였다. 관측지점별 도달시간은 각 강우-유출 DB자료를
통하여 선행강우 및 첨두유출량을 산정하고 우량주상도의 질량 중심에서부터 첨두유량의 발생시간을 도달시
간으로 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지점별 도달시간을 도출하여 제주지역의 지형인자와 상관분
석을 실시하여 도달시간 공식을 유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주 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등 4개 하천의 관측지점별 2008-2016년 강우 및 유출자
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도달시간 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주 한천, 병
문천, 독사천, 산지천 등 4개 하천의 지점별 강우-유출 DB자료를 활용하여 하천별 지형인자와 상관분석을 실
시하여 도달시간 공식을 유도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오차지표로 상관계수(R2)를 이용하였으며, 검토 결과
0.829를 나타내었다.
제주지역의 수문관측자료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강우강도별 도달시간의 관계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추
후 양질의 지점별 강우강도, 유출사상 등의 수문자료가 확보될 경우 더 정확성이 높은 도달시간 산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17RDRP-B076272
-04)”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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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장 해수의 구리이온 제거를 위한
천연제올라이트(Clinoptilolite)의 적용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플랜트연구소

1. 서론
황산동(CuSO4)은 오랫동안 어류의 물고기 질병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어 왔다. 기생충에 가장 효과가 있
는 형태의 구리는 구리이온(Cu2+) 형태이다. 구리이온을 이용한 오디늄(Amyloodinium), 백점충(Cryptocaryon)
에 대한 목표 농도는 0.15-0.20 mg/L이다. 그러나 황산동에 의한 구리 농도가 높아지면 독성을 유발하며, 장
기적인 노출은 물고기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고, 물고기의 아가미 등 다른 조직에 해를 주며 면역력을 떨
어트리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양식장 해수에서의 구리이온 제거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
내에서 생산되는 천연제올라이트(Clinoptilolite)에 의해 잔류 구리이온의 제거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대상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내수면 해수 양식장 해수를 사용하였다. 천연제올라이트는 입자크기 1.5-2 mm
로 분쇄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온 선호도(selectivity affinity order)는 Cs+> Rb+> K+> NH4+> Ba2+> Sr2+>
Na+> Ca2+와 같다. 해수중의 구리이온 분석은 Bicinchonic acid colorimetric법(HI 3847; Hanna Instrument;
USA)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양식장 해수중의 구리 이온 농도는 약품 투여시 최대 0.12 mg/L이었으며, 통상적으로 0.02 mg/L이하의 낮
은 농도를 보여 천연제올라이트에 의해 검출한계 이하로 낮아졌다. 따라서 흡착량 환산을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농도의 구리이온(Cupramine™, Seachem Laboratories, Inc. copper sulfate(as Cu2+ 10,000 mg/L)을 인위
적으로 투입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이에 대한 흡착량은 Table 1과 같다.
  

qe = 


(1)

qe : 흡착평형 상태에서 g당 흡착된 흡착질 양(mg/g), Co : 흡착질 초기 농도(mg/L), Ce : 흡착평형 후 용
액 중의 흡착질 평형 농도(mg/L), V : 용액의 부피(L), W : 흡착제 투여량(g)
Table 1. Adsorpted Cu2+ ion by clinoptilolite in sea water (fish farm effluent)
C0 (mg/L)
0.02
0.05
0.20
0.50
1.0

qe maximum adsorption quantity
mg/g
3.83
5.23
10.12
15.48
21.23

%
98.72
97.93
93.65
88.32
71.63

4. 참고문헌
Cardeilhac, P. T., Whitaker, B. R., 1988, Copper treat\-ments: Uses and precautions, In tropical fish medicine,
Stoskopf, M. K.(ed), The Veterinary Clinics of North America: Small Animal Practice, 18(2), 435-448.
De Boeck, G., Ngo, T. T. H., Van Campenhout, K., Blust, R., 2003, Differential metallothionein induction
patterns in three freshwater fish during sublethal copper exposure, Aquatic Toxicology, 65, 413-424.
Reed, P., Francis-Floyd, R., 1994, Amyloodinium infec\-tions of marine fish, VM004,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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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유입 주요 지천별 오염영향도 분석
곽인수·김상훈·신상민·최수연·김선애·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우리나라의 하천 치수·이수·환경계획 등은 대부분 본류 중심의 유역관리체계에서 본류 하천환경에 근원이
되는 지류·지천들로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동강 본류 유입하천 중 오염부하 비중
이 가장 큰 금호강 본류를 중심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금호강 본류의 수
질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대상 지점은 낙동강수계 금호강 중권역 내 금호강 본류로 유입되는 오염도가 높은 4개의 지류(오목천,
남천, 팔거천, 달서천)를 선정하였다. 유량 측정은 하천유량지침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질 측정은 수질오
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대상 지점에 대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BOD, TOC, SS, T-N, T-P 항목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 하천들 중 남천과 달서천의 농도가 다른 지점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금호강 본류로 유입되는
남천과 달서천에서 TOC와 SS, T-N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본류의 말단인 금호C 지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남천의 경우 T-N 항목이 8.650 ㎎/L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달서천의 경우 TOC 6.1 ㎎
/L, SS 12.6 ㎎/L으로 다른 유입하천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유량의 경우 달서천(3.33 ㎥/sec) > 오
목천(1.91 ㎥/sec) > 남천(1.68 ㎥/sec) > 팔거천(0.37 ㎥/sec) 순으로 조사되었다. 농도 및 유량 두 항목 모두
고려 시 금호강 하류 수질농도 증가에 대한 영향도는 달서천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 금호강 본류 및 유입되는 지류․지천의 농도(단위: ㎎/L).

4. 참고문헌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 http://www.wamis.go.kr/.
낙동강물환경연구소, 2015-2016, 낙동강수계 지류 수질·유량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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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평가지표(WQI)를 이용한 낙동강수계 지천별 오염도 분석
곽인수·김상훈·신상민·최수연·김선애·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본류 중심의 수질관리보다 기존 측정망에 포함되지 않은 지류․지천에 대한
물환경 기반자료 확보가 급선무이다. 본 연구는 낙동강수계 지천들에 대하여 수질평가지표(WQI : Water
Quality Index)를 이용한 낙동강수계 지천별 오염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낙동강수계 26개 중권역 내 지류․지천에 대해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수질평가지표(WQI)를 이용하였다.

Fig. 1. 수질평가지표(WQI).

Fig. 2. 수질평가지표(WQI) 평가내용 및 항목.

3. 결과 및 고찰
오염물질별 유달부하량 및 좋은물 수질(Ib)기준을 활용한 중점관리지천으로 선정하여 이 지점들에 대해 수
질평가지표(WQI)를 통해 오염도를 살펴 본 결과 구미천 등 8개 지점이 “주의” 등급으로 관찰되었다.

Fig. 3. 유달부하량 평가 결과(BOD/T-P/TOC).

Fig. 4. 좋은물 수질(Ib)등급 분석 결과(BOD/T-P/TOC).

4. 참고문헌
낙동강물환경연구소, 2012-2015, 낙동강수계 지류 수질·유량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환경부 실시간 수질정보 시스템, http://www.koreawq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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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역에서 MODIS 인공위성과 드론관측 식생지수의 관찰
이계원·이길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 서론
실제증발산 산정모형에서 식생지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aupach, 1995; Shuttleworth, 1998). 지표면의
토양함수와 식생상태에 대한 정보는 원격탐사기술의 진보로 현대에서는 모형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지표면과 식생의 특성을 대표하는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SAVI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원격정보(Huete, 1988)를 수집하였다. 인공위성 자료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드론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MODIS는 미국 NASA를 중심으로 약 70여명의 국제과학자가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자료로서 여기에서는 NASA의 자료를 그대로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지표면 식생의 광학적 특성인 NDVI와 SAVI를 관측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3가에 위치하고
있는 문학대공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관측에는 SenseFly사에서 제작한 eBee모델을 드론에 장착하여
원격으로 광학자료를 수집한 후 영상을 구축하였으며, Canon 사의 S110 NIR카메라를 이용하여 NDVI와
SAVI 자료를 수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50 m 해상도의 MODIS 식생자료에 대한 시간적 추이를 관찰한 결과 MODIS자료는 우리나라 식생변화
를 합리적으로 구현해내며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연구대상 지역에서 동시간대에 관측된 드론
식생지수와 비교했을 때 드론 식생지수는 MODIS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드론
에 의하여 관측된 식생지수는 실제증발산 산정모형에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참고문헌
Huete, A. R., 1988, A Soil-Adjusted Vegetation Index (SAVI), Remote Sens. Environ., 25, 295-309.
Raupach, M. R., 1995, Vegetation-atmosphere interaction and surface conductance at leaf, canopy, and
regional scales, Agric. Forest Meteorol., 73, 151-179.
Shuttleworth, W. J., 1998, Combining remotely sensed data using aggregationa lgorithms, Hydrology Earth
Syst. Sci., 2(2-3), 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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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및 용천수의 수질 특성
이병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생태연구센터

1. 서론
제주도의 지하수자원은 제주도의 특수한 수문지질학적인 특성으로 인한 강우의 빠른 지하침투로
거의 대부분이 강수량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도 지하수를 부존하고 있는 대수층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를 부존하는 대수층의 형태인 수평적 대수층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의 흐름 구조가 다양하며, 용출지점 및 용출량 또한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지하수의 분포, 지하수의
도, 유동구조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 제주도 지하수의 전반적인 순환체계를
기 위하여 제주도의 지하수, 용천수에 대한 수질 특성을 파악하였다.

인하여
지하수
지하수
유동속
연구하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93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정한 16개 수역 기준에 의해 지하수관정 38개소, 용천수 18개
소, 강우채취 6개소, 해수 4개소로 총 77개소를 선정하였다. 시료 채취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의 안정을
위해 10-20분 동안 양수공 체적의 약 3-5배를 양수하고, pH, EC, Eh, 수온 등이 안정된 후에 채취하였다
(Barcelona et al., 1985). 시료 채취시 현장에서 pH, EC, Eh, 수온 등을 측정하고 0.45 μ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였다. 양이온 분석용 시료는 고순도의 농질산(65%)을 1 ml 첨가하여 pH를 2를 유지시킨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양이온은 ICP-AES로, 주요 음이온은 이온크로마토그피로(IC)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지역의 지하수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고산지대 및 중산간지대에서 발달한 연수질의 Ca(HCO3)2형
지하수가 해안저지대로 방사상으로 이동하면서 경수질의 Ca(HCO3)2형 및 CaSO4 -CaCl2형의 지하수로 수질
이 변화한다. 남․북방향이 동․서방향에 비해 지형경사가 급하고 수계의 발달이 양호하므로 빠른 속도로 유출
된다. 해안저지대로 이동한 일부 지하수는 해수와의 혼합(mixing) 및 지질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NaCl-Na2SO4
형으로 바뀌거나 해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존 관정을 희석시켜 담수화되기도 한다. 지하수의 Piper
diagram을 시기별로 관찰해 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수질은 고도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 주는데, 1차 조
사에서 절반 이상이 CaSO4 -CaCl2형의 영역에 점시되었던 해안저지대 지하수가 2차 조사에서는 대부분 연수
질의 Ca(HCO3)2형으로 변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질이 연수화되었으며 대부분 남․북지역의 지하수가 이에 해당
한다. 한편 용천수의 경우는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데, 거의 강우의 수질과 유사한 백록샘은 NaHCO3형
에 속하고, 강수가 수리지질학적인 구조선을 따라 하부로 이동하면서 불투수층을 만나 고지대에서 상위용출
수(Perched spring) 형태로 배출되는 Ca(HCO3)2형 지하수와 2차 균열을 통하여 장기간 수리지질학적 구배를
따라 해안변으로 유동하여 해수면과 접하면서 용출되는 경수질의 CaSO4 -CaCl2형 지하수로 나뉘어 볼 수 있
으며 일부는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NaCl-Na2SO4형으로 수질이 변한다.

4. 참고문헌
Nordstrom, D. K., Ball, J. W., 1986, The geochemical behavior of aluminium in acidified surface waters,
Science, 232, 54-56.
Ralph, C. H., 1983, Basic ground-water hydrology, U.S. Geological Survey Water-Supply Paper 222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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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우심지역과 대조지역의 수리지질 특성
1)

2)

2)

이충모·함세영·윤설민·오정은 ·김문수 ·김현구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2)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1. 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46,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이 가운데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
질은 약 4만여 종에 이른다. 국내 지하수법에 오염물질에 관한 법적 수질기준은 질산성질소 등 19개 항목 외
에 현재 별도로 제정되어있지 않아 의약물질, 인공감미료, 농약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를 위해 미규제 오염물질의 오염이 예상되는 우심지역에서 기초 수리지질조사와 지하수 모델링을
수행하여 지하수 오염원 추적 및 오염물질의 확산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수 오염 우심지역과 대조지역에 대한 수리지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지역인 충남 BY군 OS면 SA리(8개 관정)와 대조지역인 BS시 GJ구 GS동 일원(7개 관정)의 지하수 관
정 총 15개 관정에 대하여 토양 입도분석과 양·음이온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도분석은 No.200 체(0.075 mm)
이상의 시료에 대해서는 체분석을 실시하고, 그 이하의 입자는 레이저입도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ASTM의 분류법에 따라, Silt/Clay(0.075 mm 이하), Fine Sand(FS : 0.25-0.075 mm), Medium Sand(MS :
0.5-0.25 mm), Coarse Sand(CS : 0.5-2 mm), Gravel(G : 2 mm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양·음이온 분석은 양이
온 4개 항목(K+, Na+, Ca2+, Mg2+), 음이온 4개 항목(Cl-, HCO3-, SO42-, NO3-)의 분석 결과를 지하수 조사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질 도식법인 삼각도법(trilinier plotting diagram)에 따라 각 이온 농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piper diagram에 도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지역인 BY군 OS면 SA리의 입도분석결과 유효입경(d10)은 0.047(BS-8)~0.661 mm(BS-6)이고 평균
0.194 mm의 분포범위를 보였다. 4개 경험식(Hazen, Beyer, Sauerbrei, Kozeny)에 의한 평균 수리전도도의 분
포범위는 2.678 × 10-5(BS-8) ~ 1.124 × 10-2 m/s(BS-6)이고 평균수리전도도는 1.650 × 10-3 m/s로 분석되었
다. 대조지역인 BS시 GJ구 GS동의 입도분석결과, 유효입경(d10)은 0.096(KJ-M2)~0.428 mm(KJ-M7)이고 평
균 0.242 mm의 분포범위를 보였다. 4개 경험식(Hazen, Beyer, Sauerbrei, Kozeny)에 의한 평균 수리전도도의
-4
-3
-4
분포범위는 1.358 × 10 (KJ-M1) ~ 1.685 × 10 m/s(KJ-M7)이며 평균수리전도도는 7.741 × 10 m/s로 분석
되었다.
수질분석 결과, 연구지역에서의 두 차례의 이온 분석은 Ca-HCO3 유형이 가장 우세했으며 BS-5, BS-6 관
정에서는 두 차례 모두 Na-HCO3로, BS-8에서는 Na-Cl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대조지역에서의 수질유형은 모
든 관정이 Ca-HCO3와 Na-HCO3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개의 관정(KJ-M1, KJ-M2, KJ-M7, KJ-M8)이
Ca-HCO3 유형으로 분석되었으며, 3개의 관정(KJ-M3, KJ-M4, PNU)은 Na-HCO3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지하수 오염원 추적기법 연구(Ⅱ)”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연
구재단 중견연구사업(NRF-2017R1A2B20090033)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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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 담수호 및 하천수의 수질특성 변화
김영주·류진희·이수환·오양열·김선·이정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1. 서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약 880 mm보다 1.5배 많은 1,307.7 mm이며 인구 1인당 연강수총
3
3
3
량은 2,721 m 으로 세계 평균 약 19,635 m 의 약 17% 수준이고, 1인당 가용수자원량은 1,588 m 으로 물 스
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건설교통부, 2007),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UN)에서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
되어 문명발전, 인구증가, 산업구조의 재편 등으로 물 수요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MOET,
3
2001). 우리나라 연간 수자원이용현황은 농업용수 158억 m 으로 전체 48%로 가장 많고, 생활용수가 73억
3
3
3
m (22%), 하천유지용수가 71억 m (21%), 공업용수 28억 m (9%)의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6-9월에 강우가 집중되어 대부분 바다로 유출되어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공호
수를 조성하여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간척지와 담수호의 개발은 국토면적의 증대 및 수자
원 개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관리 간척지중 새만금 간척지구에 조성된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지천수가 농업용수로 이용가능성이 있기에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 측면에서의 화학적
특성변화를 조사하여 향후 새만금 담수호 유역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새만금유역 내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의 담수호와 유입지천 8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월, 6월, 8월 및 10월에 주기적으로 영농기와 강우기로 구분하여 수질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질 시료는 멸균된 폴리에틸렌 채수병(2 L)에 채수하여 밀봉한 후 Ice box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여 수질
오염공정시험방법(MOE, 2000) 및 Standard Methods(APHA et al., 1998)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은
pH와 전기전도도(Electric Conductivity: EC)는 ORION STAR A215(Thermo, USA) pH, EC meter로 측정하였
고,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는 DO meter(YSI model 58)로 측정하였다. 총 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는 TOC Analyzer(Sievers 5310C, USA)로,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는 과망간산칼륨법으로 분석하였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는 20℃ 항온기
에서 5일간 배양하여 용존산소 적정법에 의해 소비된 산소량을 측정하였다. 총 질소(Total Nitrogen, T-N)와
총 인(Total Phosphorus, T-P)은 자외선 흡광도법과 아스코르빈산환원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새만금 유역내 동진강 및 만경강 수역의 담수호 및 유입지천의 수질특성을 보면, TOC는 만경강 수역 담
수호 및 유입지천에서 1.9 mg L-1 (0.2-2.4 mg L-1), 4.2 mg L-1 (1.2-5.8 mg L-1)이었고, 동진강 수역 담수호
-1
-1
-1
-1
및 유입지천에서는 1.5 mg L (0.1-2.1 mg L ), 3.2 mg L (1.4-3.8 mg L )을 나타내었다. T-N은 만경강 수
-1
-1
-1
-1
역 담수호 및 유입지천에서 0.75 mg L (0.33-1.20 mg L ), 0.91 mg L (0.45-1.55 mg L )이었고, 동진강
-1
-1
-1
수역 담수호 및 유입지천에서는 0.65 mg L (0.25-1.13 mg L ), 0.82 mg L (0.15-1.11 mg L-1)를 나타내어
-1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1.0 mg L 이하로 낮게 나타내었다. T-P는 만경강 수역 담수호 및 유입지천에서 0.08
-1
-1
-1
-1
mg L (0.04-0.13 mg L ), 0.07 mg L (0.03-0.12 mg L )이었으며, 동진강 수역 담수호 및 유입지천에서는
-1
-1
-1
0.06 mg L (0.03-0.08 mg L ), 0.08 mg L (0.03-0.11 mg L-1)로 나타내었으며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0.3
-1
mg L 이하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였다.

4.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APHA, AWWA, WEF, 1998,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20th ed,
APHA, Washington, DC.
MOE&T, 2001, Water vision 2020,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000, The test methods of pollutions process in water quality, M.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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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scale 선박용 STP에서 인공폐수를 이용한 영양염류
제거에 대한 연구
1)

최영익·이현진·지현조·신대열·정진희·정병길 ·성낙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지난 2012년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227(64)가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선
박용 분뇨처리장치의 강화된 수질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강화된 기준은 2016년 1월부터 희석률을 반영
한 유기물 처리기준 및 2019년 6월부터 질소 및 인을 포함한 처리기준을 충족하는 국제 인증을 받은 선박용
오수처리장치를 탑재하지 않으면 항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선박 선진국답게 2014년 해양수산부에서 공고한 과제를 통해 MEPC. 227(64)의 강화된 기준
을 충족하는 선박용 고도오수처리장치 개발을 지원하였고 100인용 및 300인용 등 대용량의 장치를 만들어
MED인증을 취득하였다.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SBR 및 MBR 공법을 동시 적용하였으며 과제에서는 대형 선박
에 적용하기 위해 대용량으로 제작하여 세부 기작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Bench-scale의 오수처리장치
를 제작하여 영양염류 제거에 대해 세부 기작을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수는 인공폐수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에 인공폐수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실
험장치의 경우 Bench-scale로 설계되었으며, 장치의 규격은 W567 × L321 × H502 mm이다. 장치 내부는 혐기
조, 스크린조, 생물반응조 및 막분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반응조 및 막분리조를 거쳐 최종 방류된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raw water
Composition

Unit

Concentration

Glucose

mg/L as CODCr

300

NH4Cl

mg/L as NH3

60

KH2PO4
MgSO4·7H2O

3-

mg/L as PO4 -P
mg/L as Mg

2+

10
8

3+

0.1

2+

0.5

FeCl3·7H2O

mg/L as Fe

CaCl2

mg/L as Ca

2.2. 실험방법
실험조건의 경우 스크린조의 스크린 폭기 시간을 10 sec/10 min으로 하며, 생물반응조 및 막분리조의 폭
기 60 min 교반 60 min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MBR의 유출펌프의 경우 7분 정지 3분 가동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참고문헌
Kim, I.-S., Chang, J.-S., Lee, E.-S., Koh, S.-C., 2011, Advanced treatment of shipboard sewage by SBR
process with BM, J. Navig. Port Res., 35(10), 817-822.
KR, 2012, News final of the 64th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No.2012-IMO-1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tice the 2015-154th, 2015.
You, A.-L., 2013, Environmental disputes case and management status of Baltic Sea, Korea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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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수계 삼옥교수위국에 대한 수자원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박종진·전성수·이솔이·서은영·조중식·최정동·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과거와 다른 이상 기상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치수, 이수, 친수 및 생
태환경이 조화되는 체계적인 하천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수자원환경 기초조사는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

2. 자료 및 방법
수위는 자동측정망을 통하여 매분 또는 매시간 마다 관측되어 기록되고 있으며, 주요 지점의 수위자료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수위자료를 유출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신뢰성있는 수위-유량 관
계곡선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양호한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는 갈수위, 평수위, 고수위 등에 대하여 수위별로
고르게 유량이 측정되어야 한다. 특히 갈수위와 홍수위에 대해 수위대 별로 고른 분포의 유량측정 자료가 확
보되어야 양호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강 수계인 영월군 영월읍에 위치한 삼옥교에서 하천횡단측량성과 그리고 홍수기와 평수
기에 측정하여 얻은 유량자료와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위자료를 이용하여 수위-유량 관계곡선식을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서 일유량수문곡선과 유황곡선 및 풍수량과 갈수량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온도, pH, DO, 전기전도도, 탁도를 조사하여 유량변화에 따른 오염물질농도의 변화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동강유역에서는 2016년 7월에 초순과 중순에 호우가 발생하고, 8월말에 추가로 호우가 발생하였다. 과거
에 비해 고수위에 대한 수위-유량자료의 확보는 미비하였으나, 분석결과 수위와 유량, 수위와 평균유속, 수위
와 단면적 모두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다. 수위별 오염물질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탁도와 전기전도
도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상관계수가 0.6 이하를 보이고 있어 유량에 따른 수질농도의 상관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축적되면 동강 수계의 수자원환경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삼옥교지점의 유량-수질 관계식
항목

회귀식

R

pH

ln(Y) = 0.0195 * ln(X) + 1.9361

0.564

DO

ln(Y) = -0.0182 * ln(X) + 2.1877

0.484

Cond.

ln(Y) = -0.1451 * ln(X) + 6.1822

0.800

NTU

ln(Y) = 0.7648 * ln(X) - 0.4936

0.853

X : 유량

Fig. 1. 삼옥교지점의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4. 참고문헌
K-water, 2016, 2016년 충주댐유역 수자원환경기초조사 보고서.

감사의 글
본 연구는 K-water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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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고령 중권역내 우심관리 지류·지천의 수질 농도 등급화
연구
신상민·김상훈·곽인수·최수연·김선애·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낙동강 수계에 있어서 대부분 본류 중심의 유역관리 체계로 하천환경에 근원이 되는 지류·지천들의 경우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고령 중권역내 천내천, 기세곡천, 본리천, 용
하천, 용호천 등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오염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류·지천의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
하여 등급화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낙동고령 중권역내 우심관리 5개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2012년-2016년 수질항목 분석 및 유량을 측정하였
으며(지점별 20-60회), 조사대상 항목은 BOD5, CODMn, TOC, T-P를 선정하였다. 수질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
험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유량의 경우 하천유량 측정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낙동고령 중권역내 우심
관리 지류·지천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평균 농도 분석 및 각 지천별 오염현황을 분석하여 등급화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낙동고령 중권역내 우심관리 지천인 천내천, 기세곡천, 본리천, 용하천, 용호천 등 5개 지점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은 낙동고령 우심관리 지류의 모식도 및 조사지점 위치를 나타내었
으며, Table 1은 낙동고령 중권역내 5개 우심관리 지류·지천 조사 결과이며, 수질항목 평균 농도 및 등급화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등급화 결과 용하천의 경우 전 항목이 Ⅳ∼Ⅵ 등급을 나타내어 다른 유입 하천에 비해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하천의 경우 상류 방향으로 달성산업단지 및 주거지가 밀집되어
강우 월류수 및 일부 생활하수 유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낙동강 본류에 유입되는 낙동고령
중권역내 오염도가 심한 지류·지천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낙동고령
천내천

조사지점 위치(시료채취지점)
화원교 상류

기세곡천
본리천
용하천

기세곡천교 하류
낙동강 유입전(보)
사촌교 하류

용호천

곡교

Fig. 1. Water quality and classfication of tributaries in Nakdong River.
Table 1. Water quality and classfication of tributaries in Nakdong River
NO

Basins

Q
(㎥/sec)

BOD5
(mg/L)

CODMn
(mg/L)

TOC
(mg/L)

T-P
(mg/L)

BOD5

CODMn

TOC

T-P

1
2
3
4
5

Cheonnaecheon
Gisegokcheon
Bonlicheon
Yonghacheon
Yonghocheon

0.1028
0.1661
0.1655
0.2773
0.2033

2.3
4.0
3.4
6.2
4.0

5.2
7.6
6.6
12.6
9.0

3.4
5.4
4.3
10.0
6.1

0.125
0.338
0.201
0.324
0.148

Ⅱ
Ⅲ
Ⅲ
Ⅳ
Ⅲ

Ⅲ
Ⅳ
Ⅲ
Ⅵ
Ⅴ

Ⅱ
Ⅳ
Ⅲ
Ⅵ
Ⅴ

Ⅲ
Ⅴ
Ⅳ
Ⅴ
Ⅲ

4. 참고문헌
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 2004, 하천유량측정지침(SWRRC Technical Report TR 2004-1).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2012∼2016, 낙동강수계 지류·지천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 보고서.
환경부, 2015,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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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왜관 중권역내 지류·지천이 낙동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신상민·김상훈·곽인수·최수연·김선애·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낙동강수계에 대한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지천에 대한 오염현황 조사가 선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왜관 중권역내 지류·지천의 수질 농도 및 오염부하량에 따른 본류에 미치는 수
질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낙동왜관 중권역내 위치하는 8개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2012년-2016년까지 수질항목 분석 및 유량을 측정하였
다. 수질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유량은 하천유량 측정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모니
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유달부하량 및 유달부하밀도를 산정하였으며, 낙동왜관 중권역내 지류·지천이 낙동강 본류에
미치는 수질 영향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지류·지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등급화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낙동왜관 중권역
내 8개 지류·지천 조사 결과이다. Table 2는 수질항목 농도 및 유량측정 결과를 통해 유달부하량 및 유달부하밀도
를 나타내었다. 대상지점들의 유달부하량을 보면 구미천이 모든 수질항목에서 본류에 미치는 부하량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BOD5, CODMn, TOC, T-P 항목은 이천, 백천 순으로 분석되었다. 유달부하밀도를 보
면 광암천 지점이 BOD5 5.2 kg/day·k㎡, CODMn 17.8 kg/day·k㎡, TOC 12.2 kg/day·k㎡, T-P 0.59 kg/day·k㎡로 가
장 높은 유달부하밀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구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Water quality and classfication of tributaries in Nakdong River
NO

Basins

1
2
3
4
5
6
7
8

Gumicheon
Gwangamcheon
Gyeonghocheon
Banjicheon
Dongjeongcheon
Beakcheon
Icheon
Bongamcheon

Q
(㎥/sec)
0.8791
0.4717
0.4520
0.1916
0.2734
0.7440
1.0893
0.1724

BOD5
(mg/L)
4.3
1.8
1.9
1.0
2.1
1.6
1.5
0.9

CODMn
(mg/L)
8.8
6.0
8.3
4.6
7.2
5.3
4.9
4.1

TOC
(mg/L)
5.8
4.1
5.6
2.9
4.9
3.6
3.3
2.7

T-P
(mg/L)
0.147
0.199
0.162
0.069
0.184
0.089
0.104
0.073

BOD5

CODMn

TOC

T-P

Ⅲ
Ib
Ib
Ia
II
Ib
Ib
Ia

Ⅳ
Ⅲ
Ⅳ
II
Ⅳ
Ⅲ
Ⅱ
Ⅱ

Ⅳ
Ⅲ
Ⅳ
Ib
Ⅲ
Ⅱ
Ⅱ
Ib

Ⅲ
Ⅲ
Ⅲ
Ⅱ
Ⅲ
Ⅱ
Ⅲ
Ⅱ

Table 2. Point discharge (kg/day) and discharged load density (kg/day·㎢) in the tributaries
NO

Basins

1
2
3
4
5
6
7
8

Gumicheon
Gwangamcheon
Gyeonghocheon
Banjicheon
Dongjeongcheon
Beakcheon
Icheon
Bongamcheon

BOD5
329.2
71.5
74.2
16.2
50.1
102.9
145.3
12.8

Delivery (kg/day)
CODMn
TOC
665.8
444.3
245.1
168.5
324.5
217.3
75.5
48.3
171.1
116.7
342.7
230.2
464.1
314.1
61.2
40.3

T-P
11.1
8.1
6.3
1.1
4.4
5.7
9.8
1.1

Area
(㎢)
68.3
13.8
72.4
21.8
34.4
106.4
127.0
18.1

Delivery load density (kg/day·㎢)
BOD5
CODMn
TOC
T-P
4.8
9.7
6.5
0.16
5.2
17.8
12.2
0.59
1.0
4.5
3.0
0.09
0.7
3.5
2.2
0.05
1.5
5.0
3.4
0.13
1.0
3.2
2.2
0.05
1.1
3.7
2.5
0.08
0.7
3.4
2.2
0.06

4. 참고문헌
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 2004, 하천유량측정지침(SWRRC Technical Report TR 2004-1).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2012∼2016, 낙동강수계 지류·지천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 보고서.
환경부, 2015,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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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중권역별 지류·지천의 수질 오염도 평가
최수연·김상훈·신상민·곽인수·김선애·임태효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국가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사 자료들이 본류와 본류 주요유입 하천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수계 중권역별
지류·지천 수질오염도 평가를 통해 중권역별 수질개선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낙동강수계 22개 중권역 및 기타수계 4개 중권역의 156개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2012년-2016년 수질 분
석 및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지류에 대한 수질 오염도 평가를 통해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BOD5, CODMn, TOC, T-P의 수질 농도 등급기준을 분석하여 나타내었으며, Fig. 1은 156개 지
류의 중권역별 오염 등급 분포 현황을 나타내었다. 중권역별 BOD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Ⅱ등급(3 mg/L이
하)으로 조사되었으며, COD는 낙동고령(진천천) 및 남강(부목천) 중권역이 Ⅳ등급(9 mg/L이하), TOC는 낙동
고령(진천천) 및 남강(부목천) 중권역이 Ⅳ등급(7 mg/L이하), T-P는 내성천(한천2), 낙동고령(진천천), 남강(하
촌천) 및 거제도(외포천) 중권역이 Ⅳ등급(0.3 mg/L이하)으로 조사되었다. 지점별 수질항목에 따른 등급이 다
르지만 지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Nakdong River tributary monitoring water quality status

등 급
Ia
Ib
Ⅱ
Ⅲ
Ⅳ
Ⅴ
Ⅵ
소계

CODMn
(mg/L)

BOD5
(mg/L)

항 목
개수
74
75
7
0
0
0
0
156

%
47.4
48.1
4.5
0.0
0.0
0.0
0.0
100.0

개수
2
78
36
38
2
0
0
156

%
1.3
50.0
23.1
24.4
1.3
0.0
0.0
100.0

TOC
(mg/L)
개수
65
48
29
12
1
1
0
156

%
41.7
30.8
18.6
7.7
0.6
0.6
0.0
100.0

Fig. 1. Classification of water environment of the Nakdong River system.

4. 참고문헌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2012∼2016, 낙동강수계 지류·지천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 보고서.
환경부, 2015,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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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mg/L)
개수
0
33
101
18
4
0
0
156

%
0.0
21.2
64.7
11.5
2.6
0.0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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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이앙 시기별 논물의 조류 발생양상과 환경특성 분석
배희수·황재복·최인배·박홍규·박태선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1. 서론
벼 재배지 논물에는 질소와 인이 풍부하여 온도와 빛 조건이 적절할 경우 조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다. 일반적으로 논물에 조류가 다량 발생할 경우 논 표면을 덮는 괴불(soil flake)을 형성하여 어린모 이앙시
초기 활착과 생육을 억제한다. 또한 논물 표면에 조류가 다량 존재할 경우 제초제의 확산이 저해되어 제초효
과가 떨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여름철 이상고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녹조발생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농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재료 및 방법
벼 이앙시기별 논물의 조류발생양상과 발생환경 분석을 위해 6월 1일 및 7월 6일 2회에 논물과 토양시료
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논물을 이용하여 조류 발생종을 조사하였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벼를 6월부터 7
월까지 3회에 걸쳐 이앙하고 각 시기별로 2-3일 간격으로 이앙일로부터 2주간 논물을 채취하여 조류발생량
평가지표 클로로필-a 함량과 수질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상자료 분석은 지역별 기상대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
량 연대별 강우발생 패턴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강우패턴 분석을 위해 녹조발생량이 많은 지역의 기상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강우량
은 2000년대 이전에 비해 50% 이상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앙시기인 6월의 강우량도 평년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강우량 감소 현상은 최근 녹조발생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조
발생지의 논물의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녹조 미발생지 논물에 비해 총인산의 함량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인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류 발생종은 녹조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조류 순이었으
며 조류 대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진 남조류와 규조류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녹조류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다.
용존산소의 감소는 혐기상태를 야기하여 인이나 망간 등이 용출되어 조류발생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앙시기별 논물의 용존산소량의 변화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여 논에서 조류발생은 이앙시기 또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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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rainfall patterns by yearly (Left) and DO according to rice transplanting dates (Right).

4. 참고문헌
Suh, M.-Y., Kim, B.-H., Han, M.-S., 2005, Cyanobacterial bloom and microcystin-LR in eutrophic waters, J.
of Environ. and Sanitary Engineering, 20(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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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구에서 방류에 따른 생화학적인 변동 특성
김태하·이효진·우준식
㈜지오시스템리서치 환경화학생태부

1. 서론
영산강 하구역의 수질은 담수 유입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으며, 하계 집중 강우시 영산강의 방류는 영양
염류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 식물플랑크톤 등이 대량번식 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방류에 의한 이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고, 환경요인 변동에 따
른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에 기여하는 수질 환경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현장 조사는 약 한달 전까지 방류가 없었던 2013년 5월 29일(방류중)부터 6월 8일(방류 10일 후)까지 3개
정점에서 수층별 조사를 수행하였고, 영양염류 및 클로로필-a(Chl-a) 등은 해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방류 직후 담수 유입은 고하도 인근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표층에서는 저염수가 관측되었으
나 저층에서는 해수가 존재하여 염분에 의한 성층이 형성되었으며, 표층의 염분은 방류 6일 후 27-30 psu의
범위로 회복되었다. 방류 직후 감소했던 표층의 pH는 방류 6일 후 DO와 함께 증가하였으며, 식물플랑크톤
증식에 의한 광합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층에서의 클로로필-a는 방류 6일 후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방류
10일 후까지 높은 농도를 유지하였다. 중층 및 저층에서는 방류 6일 후까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방류 10일 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기간 표층에서의 영양염류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고, 인산
염 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소비되어 클로로필-a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 방류 6일 후에는 고갈된 상태였으며,
용존무기질소(DIN)와 규산염 규소는 방류 10일 후까지 서서히 감소하였다.
영산강 하구역에서 담수 방류는 주변 해역의 영양염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을 유발하
여, 하구역에 자생기원의 유기물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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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충격시험에 의한 농촌지역 충적관정과 산지지역
암반관정의 수리상수 분석
1)

이충모·함세영·윤설민·전항탁·임우리·오정은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현재 국내의 수질관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의 [별표 1]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관련 [별표 4]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하지
만, 지하수내 동물용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물질, 인공감미료 등 화학물질에 대한 농도 수준이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축산지역의 지하수 내 오염원 추적을
위한 지표 물질을 분석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적기법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충적과 암반관정의 순간충격시험을 실시하여 연구지역의 수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 관정은 농촌 지역(충남 BY군 OS면 SA리)과 산지 지역(BS시 GJ구 GS동 일원)의 심도 17.5-21.0
m, 직경 3인치의 SA리 충적관정 3공과 심도 약 80-100 m, 직경 6인치의 GS동 암반관정 2공이다. 이들 관정
에 대하여 순간충격시험을 실시하여 수리상수를 산출하였다. 순간충격시험을 시작하기 이전에 자동수위측정
기를 설치하고, 시험시에 지하수위 측정 시간 간격은 2초로 설정하였다. 시험에서 측정된 지하수위 자료를
Bouwer & Rice 식(Bouwer and Rice, 1976)(식 1)과 Hvorslev 식(Hvorslev, 1951)(식 2)에 적용하여 수리상수
(K)를 구하였다.

 



r ln        ln 


K  

(식 1)

r c ln 

(식 2)

K  
LeT

여기서, Re는 유효반경, R은 우물 스크린 또는 나공 구간의 반경, rc는 우물케이싱의 반경, Le는 우물스크
린 또는 나공 구간이고, Ho는 시험 시작시 0일 때의 수위, Ht는 경과시간 t일 때의 수위이다.

3. 결과 및 고찰
SA리의 충적관정의 수리전도도는 1.70 ⨉ 10-6 ~ 2.62 ⨉ 10-3 m/sec(평균 7.84 ⨉ 10-4 m/sec)이다. GS동
일원의 암반관정의 수리전도도는 5.35 ⨉ 10-6 ~ 2.62 ⨉ 10-3 m/sec(평균 1.18 ⨉ 10-3 m/sec)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수리전도도의 분포는 충적관정과 암반관정에서 10-6에서 10-3까지 유사하지만, 평균적으로 암반관
정의 수리전도도가 더 작게 나타났다.

4. 참고문헌
Bouwer, H., Rice, R. C., 1976, A Slug test method for determining hydraulic conductivity of unconfined
aquifers with completely or partially penetrating wells, Water Resources Research, 12(3), 423-428.
Hvorslev, M. J., 1951, Time lag and soil permeability in ground-water observations, Bull., 36, Waterways
Exper. Sta. Corps of Engrs., U.S. Army, Vicksburg, Mississippi,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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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 선정을 위한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의 활용성 검토
1)

박종영·이정식

㈜삼보기술단 수자원부,

1)

금오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점차적으로 가속화되어가고 있으며, 폭염, 가뭄, 홍수
등의 형태로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폭우의 형태로 나타나는 강우의
경우에는 강우 총량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나, 단기간에 집중화되는 강우강도의 크기가 커지고 있
어 사실상 기존의 통계적 개념에서 설치된 구조물의 치수능력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인해 노후화되고 있거나 이미 노후화된 치수구조
물에 대한 폭우 취약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동일조건인
경우, 지자체 관리의 소규모 노후 저수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의 분석지표를 준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는 1:25,000 수치
지형도, 집계구별 인구자료, 최근 10년간의 80 mm/일 이상 강수일수, 최근 10년간 연평균 시간최대 강수량
등을 활용하였다. 대상유역은 비교적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저수지가 있는 경상북도 의성군을 대상으
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재해취약성 분석지표와 추가지표를 이용하여 중첩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재해취약지구 분포를 파악하였다. 분석지표는
강수일수, 최대강우량, 10분 기왕최대강우, 1시간 기왕최대강
우, 24시간 기왕최대강우를 통하여 각각의 Zone을 구분한 후
이를 중첩하여 최종적인 Zone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지표
에 따른 폭우의 취약지구는 상대적으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
으나, 향후 지표선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기술적 보완이 이루
어진 후에는 저류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결정의 의사
결정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Map of vulnerability by climate
change sector to support establishment of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local government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Park, J. Y., Ahn, J. C., 2015, A Review of spatial analysis unit of urban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101-102.
Park, J. Y., Lee, J. S., 2017, The analysis of disaster vulnerable districts using heavy rainfall vulnerability
analysis indicators, International Information Institute, 20(5B), 3675-3690.
Shim, W. B.,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urban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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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종횡단에서의 2차원 수리모형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
1)

1)

김미정·안승섭 ·박기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하도내 수리해석에 있어 입력자료 값의 변화에 따른 하도의 횡단과 종단의 수위와 유속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매개변수 입력자료의 변화에 따라 계산된 수위와 유속을 연구 하도구간내 보 횡단
면에 대한 수위와 유속의 민감도와 상관계수를 검토하고 하도 종단에 대해 수위와 유속에 대해 민감도와 상
관계수를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 하도 구간은 형산강과 남천이 만나는 구간으로 총 8 km 구간에 대해 2차원 수리분석을 실시하
였다.

Fig. 1. 대상구간 유역도.

3. 결과 및 고찰
매개 변수 변화에 따른 수위와 유속 분석결과 횡단면의 수위 변화가 큰 것은 MP로 최대 0.711 m로 나타
났으며, 종단에서 0.750 m로 나타났다. 유속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상관계수의 변화는 횡단에서 조도계수의
변화에 따라 0.501 m/s 종단에서 MP의 변화에 따라 1.05 m/s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김미정, 2017, 이차원 수치해석 모형의 매개변수가 수리특성에 미치는 영향, 경일대학교 공학석사논문.
임동희, 이효정, 이증석, 안승섭, 2007, 자연하도 합류부에서 RMA2 모형배개변수의 민감도에 따른 수리학적
변화특성 분석, 대한토목학학회 정기학술대회, 425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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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수지의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여유고 평가
양준석·안승섭·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최근의 변화된 수문기상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증가되어 노후되어 기준에 미달하는 수공구조물
의 안전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빈도별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저수지내 2차원 수리해
석을 통해 저수지내 유속분포를 검토하여 저수지의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유역인 심천지는 칠곡군 지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145 ha, 유효저수용량은
72,000 ㎥이며, 평죽지는 유역면적은 114 ha, 유효저수용량은 43,410 ㎥이다. 평죽지와 심천지는 건설된 지
60년 이상 되었으며, 각각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농업용 저수지이며, 웨어를 통해 자연방류되는 형식이다. 두
저수지의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한 티센망은 대구강우관측소의 1961년부터 2015년까지의 55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수문학적 분석과 수리학적 분석을 통해 저수지의 분석을 한 결과, 수문학적 저수지 분석을
통해 산정된 저수지의 최고 수위와 2차원 수리학적 분석을 통해 산정된 최고수위를 비교하면, 심천지의 경우
200년 빈도에서는 수문학적 분석결과가 7 cm 높게 나타났으며, 500년 빈도에서는 수리학적 분석결과가 8
cm 높게 산정되었다. 평죽지의 경우 200년 빈도에서 수문학적 분석결과가 8 cm 낮게 나타났으며, 500년 빈
도에서는 EL. 76.28 m로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댐 최고수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심천지의 경우 수문학적 분
석결과를 기준으로 현재의 댐보다 0.78 m 증고 되어야 하고 평죽지의 경우 수리학적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1.16 m 증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Kang, H., Lee, H., 2015, Analysis of design flood at Buyeon reservoir by using FCSR method,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1), 279-297.
Kim, K. S., Park, K. B., 2016, Study on the hydrological safety of small old reservoir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140, 83-86.
Kim, K. S., Park, K. B., Yang, J. S., Kang, C. M., 2014, Examination of old reservoir capacity according to
probable rainfall analysis periods,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 Society Conference,
25, 160.
Park, D. S., Oh, J. H., 2016, Potential hazard classification of aged cored fill dams, The J. of Engineering
Geology, 26(2), 207-221.
Park, K. B., Kim, K. S., Cha, S. H., Ahn, S. S., 2016, Assesment on flood control ability of small
agricultural reservoir due to climate change, Proceeding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Conference,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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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리특성을 고려한 해석해를 이용한 지하수 양수 영향
분석
이정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1. 서론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 계측, 지하수 모델
링, 해석해 적용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해석해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본 연구
에서는 하상퇴적층의 수리전도도, 하폭 등의 하천수리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Hunt(1999)와 Baalousha(2012)
의 해석해를 이용하여 안성천 인근에 위치한 관정에 대해 지하수 양수로 인한 하천수 감소량을 산정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Hunt(1999) 및 Baalousha(2012)의 해석해 적용을 위해서 안성천 주변에서의 대수성시험 해석결과와 하천
내에서 측정한 하상수리전도도 측정자료(Lee et al., 2015)를 이용하였다. 하천수량에 미치는 지하수 양수 영
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대수층의 투수량계수 및 저류계수, 하천과 양수정간의 이격거리뿐만 아니라 하폭과
하상재료와 같은 하천의 수리특성치도 중요한 영향 인자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수정 위치에 따른 하
천수 감소량을 산정하였으며, 특히 하천수리특성치의 영향을 중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안성천 주변에 실제로 위치한 양수정에 대해 해석해로 산정한 양수기간 5년 동안 양수량 대비 하천수 감
소량은 두 해석해 모두 작게는 0.3 미만, 크게는 0.8을 초과하여 위치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공간 평균
적으로 약 0.5의 값을 보였다. 하천과 양수정간의 이격거리의 제곱을 수리확산계수로 나눈 하천고갈인자
(Stream Depletion Factor, SDF) 값이 증가할수록 하천수 감소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SDF가
1,000일보다 큰 경우 5년 평균 양수량 대비 하천수 감소량이 0.5 미만으로 양수의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하상수리전도성이 클수록 하천수 감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양수정에 대해서는 투수량계수 등 다른 인자들의 영향이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하상수
리전도성과 하천수 감소량간의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Baalousha, H. M., 2012, Drawdown and stream depletion induced by a nearby pumping well, Journal of
Hydrology, 466-467, 47-59.
Hunt, B., 1999, Unsteady stream depletion from ground water pumping, Ground Water, 37(1), 98-102.
Lee, J., Chun, S. G., Yi, M. J., Kim, N. W., Chung, I. M., Lee, M. H., 2015, Measurements of streambed
hydraulic conductivity using drive-point piezometers and seepage meters in the upper reaches of
Anseong stream,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25(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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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지하수 통합수문해석에 의한 진위천 유역의 지하수
함양량 산정
정일문·이정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1. 서론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수지 분석법, 기저유출분리법, 지하수위 변동법, 환경추적자
활용법 등이 있으며(Healy, 2010), 장기간의 자연적인 하천유량 자료가 있으면 기저유출분리법이나 수문모델
링에 의한 물수지 분석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유량 자료는 댐이나 저수지 운영, 하천수와 지
하수 취수, 하수처리수 방류 등으로 교란되었기에(Kim et al., 2015)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
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진위천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수문
모형 SWAT(Arnold, 1993)의 개선 모형으로 복잡한 물 이용체계를 고려할 수 있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SWAT-K 모형을 이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진위천 유역에 대해 SWAT-K 모형의 구축을 위해서 WAMIS의 수치표고모델,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농업
과학기술원의 정밀토양도 등의 수치주제도, 기상청과 국토교통부의 강수량 자료, 기상청의 기온, 습도, 풍속
등의 기상자료, WINS의 하천수 사용량과 하수처리 방류량, 지자체의 지하수 이용량 등의 물 이용자료를 입
력하였다. 동연교 수위관측소 지점의 양질의 하천유량 자료기간에 대해 모형의 검보정을 수행하고, 다시 물
이용 등 인위적 요인을 배제한 조건에서 10년 이상의 함양량, 자연유량 등을 모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재상태의 하천유량과 모의한 자연상태의 하천유량을 비교한 결과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등으로 유입
되는 하수처리방류량의 영향으로 평상시와 갈수기 유량이 자연상태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교란된 관측 하천유량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기저유출분리법으로 함양량을 산정하는 것은 과다 추
정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위천 유역은 중상류에 수원, 오산, 화성 등 도시화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중하류는 침투율이 불량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지하수 함양에 불리한 지역이 많다. 표
준유역별로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결과 강수량 대비 약 7%-14%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유역 전체 평균
적으로 연평균 함양률이 약 10%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공간적으로뿐만 아니라 풍수년, 갈수
년에 따라 년간 함양률이 5% 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Arnold, J. G., Allen, P. M., Bernhardt, G., 1993, A Comprehensive surface groundwater flow model, Journal
of Hydrology, 142, 47-69.
Healy, R., 2010, Estimating groundwater rechar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6.
Lee, J., Kim, N. W., Chung, I. M., Lee, J. E., 2015, Effects of irrigation reservoirs and groundwater
withdrawals on streamflow for the Anseongcheon upper watersh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5(4), 8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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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GCM 기후자료를 이용한 제주도의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
김철겸·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1. 서론
제주도의 연 강수량은 약 2,000 mm로서 내륙보다 높으며, 수문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높은 투수성으로
40% 이상의 지하수 함양률과 이러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관정 개발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제주도
의 가용 수자원은 풍부한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가는 인구 및 관광객과 시설재배 작물의 증
가, 각종 개발사업 및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해진 가뭄의 발생 등으로 인해 지역적인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
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을 보면, 기온의 상
승과 함께 점차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집중호우의 증가에 따른 지표 유출량
의 증가로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Lee et al., 2016). 또한 서부와 북부 해발 200
m 이하 지역에서는 가뭄심도가 현재에 비해 깊어지는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며(Park et al., 2014), 수질저하
및 해안대수층 염수화, 지하수 함양량 감소 등으로 인해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수자원 여건에 부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Ko et al., 2014).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특
정 기후모델에 의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기후모델별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과 수문분석을 위해 기후모
델의 자료를 상세화하는 과정 및 수문모델링 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전망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중 기후모델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제주도 지역
의 수자원 중 중요도가 높은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농업용수 수요량은 제주도의 물수지 및 용수이용 특성을 고려한 순물소모량 개념의 수요량 산정모델(Kim
and Kim, 2017)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수요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증발산량은 기후모델의 미래 기후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기후모델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 기후모델을 사용하였다. IPCC CMIP5에서
제시하는 대순환모델(GCM) 중 필요한 기상요소(강수량, 최고/최저온도,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를 모두 제공
하는 9개의 GCM을 선정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RCP 4.5와 RCP 8.5 조건에 대해 미래 농업용수 수
요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2010-2099년까지의 수요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RCP 4.5보다 RCP 8.5
에서 증가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별로는 7-10월의 수요량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RCP
4.5에서는 중반기(2040-2069년)와 후반기(2070-2099년)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RCP 8.5에서는 후반기로 갈
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구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특히 구좌읍, 한림읍, 한경면, 성산읍, 대정읍에서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은 단순히 기상조건의 변화만을 고려한 것으로 작물재배면적의 증감에 따라 지역별 수요량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Kim, C. G., Kim, N. W., 2017,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irrigation water need using net water
consumption concept in Jeju Island, J.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50(7), 5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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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인근 시설재배지역의 지하수위와 수온 변동 특성 분석
이정우·김남원·정일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1. 서론
지하수의 과잉 취수로 인하여 지하수원의 고갈 및 인근 하천의 건천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천 주변 지하
수의 합리적 이용,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수층 및 하천
에 미치는 지하수 양수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S 하천 인근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역에 관측공을 설치·운영하여 장기간 지하수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 및 수온의 변동 특성을 분석하
였다.

2. 자료 및 방법
제내지와 제외지에 수 개의 관측공을 굴착하고 수압/온도 자동측정기(Diver)를 와이어를 이용해 관정 내부
수중에 잠기도록 설치하였다(HRFCO, 2011). 자동 측정 시간간격을 1시간으로 설정하여 수위와 수온을 자동
계측하였다. 농경활동으로 인한 제내지 관측공 매몰, 홍수로 인한 제외지 관측공 유실 등으로 결측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수년간의 장기간 측정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겨울철에 작물재배를 위한 용
수공급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내부를 보온할 목적으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어 이 기간의 수위
와 수온의 변동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최초 관측공 설치 이후에 수 년 동안 제내지 관측공에서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였고, 특히 동절
기 지하수 과다 사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과 수위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하수의 지속적 양수뿐만 아니라 최근 극심한 가뭄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하수위 회복의 지연
은 농번기 하천의 갈수량 감소를 유발하였다. 수막시설재배기간동안 지하수위의 급격한 강하로 인해 하천에
인접한 관정에서는 차가운 하천수가 유입되어 수온이 섭씨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지하수의 양적 감소 문
제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및 보온수로서의 기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천의 수량 측면도 고려하면서 지
하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 인근 지하수 관측공의 확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참고문헌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n River Flood Control Office (HRFCO), 2011,
Assessment of streamflow depletion according to groundwater withdrawals near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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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를 유과하는 제주 한천유역의 ARF 산정
1)

강명수·양성기·김용석·강보성·양세창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 서론
국토교통부는 국가·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홍수예방 및 홍수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역중심의 치수대책을 수립·정비하고 있다. 이들 법정계획 수립 시 하천의 치수특성을 분석하고 치수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설계홍수량 산정은 필수적이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 유역은 제주시 도심지를 유과하며 우량관측소의 밀도가 비교적 높아 강우의 분포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한천유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역의 강우 빈도해석시 이용되는 면적
2
고정형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면적(100 km )에 따른 4대강 유역의 ARF와 제주도 한천유역의 수문학적 특성
을 반영한 면적감소계수(ARF: Areal Reduction Factor)를 산정·비교 하였다.
면적감소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유역의 Thiessen 가중치를 산정하고, 5개의 강우관측소의 강우
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고정시간 강우자료는 국토부(2011)에서 제시한 식을 적용하여 24시간, 48시간
등과 같이 임의시간의 자료로 변환하여 최대 강우량을 사용하였다.
지점평균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강우관측지점의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계열은 ‘Fard 2006’을 사
용하여 빈도분석 후 Thiessen 가중법을 적용하였으며, 면적평균확률강우량은 연최대치 시강우량자료계열에
각 강우관측소의 지배면적비를 곱하고 빈도분석하여 산정하였다.
면적감소계수는 1일, 2일 등과 같은 고정시간이 아닌 24시간, 48시간 등과 같은 임의시간 최대 강우량을
사용하여 산정된 지점평균확률강우량과 면적평균확률강우량의 비로 나타내었으며, 제주도 한천유역의 표본면
2
적(100 km )에 대한 면적감소계수를 빈도별로 산정하여 우리나라 4대강 유역의 면적감소계수(국토해양부,
2012)와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존 4대강 유역의 면적감소계수와 본 연구에서 산정된 면적감소계수의 비교 결과 권역별, 빈도별,
간에 따른 ARF는 제주 도심지 유역 기준 최대 17.98%(영산강유역) 작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4대강 유역의 면적감소계수를 내륙지역과는 매우 상이한 수문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제주도에
적용하는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해당유역의 수문학적 특성 미반영으로 인해
수량이 과다 및 과소 산정되어 안정적인 수공구조물 결정을 저해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 될 수 있어
전 유역에 적용 가능한 면적감소계수 산정 및 기준 설정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지속시
이러한
그대로
설계홍
제주도

4. 참고문헌
Lee, D. J., Hyun, S. H., Kang, B. S., 2015, Comparative study of the storm centered areal reduction factors
by storm 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5(6), 1219-1228.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1991, An Analysis of the areal interpolation
techniques and regional variability of the rainfall by areal reduction factor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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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횡단 구조물 배치방향에 따른 2차원 수리해석
최광복·안승섭·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경주시를 관류하는 형산강 월령보 구간에 대하여 2차원 수리모형을 이용하여 월령보가 없
는 경우, 현재 상태의 경사 보, 새로 건설될 직선 보에 대하여 2차원 수리분석을 실시하여 상하류 수리특성
을 검토하였다. 하천을 횡단하는 보의 배치가 하도내 흐름의 유속과 수위의 변화특성을 2차원 해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하도 내 횡단구조물 설치에 따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대상 구간에 RMA2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Mesh를 구성하였으며, 전체 하도구간에 대해 검보정된 매개변수
보정를 적용하여 100년 빈도 홍수량과 풍수량(Q95)을 분석하였다. 보의 설치형상에 따른 유속과 수위의 변
화특성을 분석하고, 건설 예정인 직각 보를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로 홍수 소통 측면에서 직각보가 수위가 낮고 유속이 빠르게 진행되어 유리하며, 평갈수기
하천내 유량을 확보하여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경사보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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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천미천 유역의 물수지 변화
분석
김철겸·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1. 서론
제주도는 수문지질학적인 특성상 수자원 이용량의 84%를 강수에 의해 함양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고립된 수자원 이용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수문
환경 변화나 최근 빈번하는 태풍 및 가뭄과 같은 극치사상에 대해 내륙보다 수자원 관리의 취약성이 높은
편이다.
기존에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온과 강수량을 중심으로 수행되
어 왔으며, 수자원 측면에서의 영향은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하천유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천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성
분의 변화 및 물수지 변화를 유역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후모델별 기후자료 도출, 시공간적 상세
화, 유역모델링 과정을 수행하였다. 각 기후모델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총 9개의 기후모델 결과를 적
용하였으며, 유역모델링(SWAT-K)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역별로 상세
화시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수지 및 유출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과거(1992-2013년) 대비 미래(2010-2099년)의 강수량, 증발산량, 유출량, 함양량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이 크고 RCP 4.5보다는 RCP 8.5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강수량
의 증가에 따른 유출량의 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8월과 9월의 유출량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물수지 관점에서는 강수량 대비 유출량(유출률)이 과거에 비해 1-5% 증가하는 반면, 증발산량은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함양률은 RCP 8.5에서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4.5에
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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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만 해역의 육상기원 오염물 분포와 영향범위
1)

1)

안삼영·강형일·서진수·신세연·정재성 ·이영선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도암만은 전라남도 강진군의 도암면, 신전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으로 둘러싸인 폭이 좁고 수심이 매우
얕은 폭 7 km, 길이 19 km의 폐쇄성 해역이다. 또한 탐진강과 소하천(도암천, 강진천, 칠량천, 대구천)들로부
터 담수가 유입되는 하구형 만이다. 따라서 해안에 위치한 육상오염원들이 해역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도암만에서는 바지락, 꼬막, 굴 양식이 주를 이루는 데 최근 들어 해역의 수질환경이 악화되
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기원 오염원의 종류와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해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013년 8월-9월 도암만에 산재한 육상기원 오염원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는 강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갈수기에 실시하였다. 오염원의 위치(위경도), 종류, 오염원의 크기, 방출수량, 방출수의 분변계 대장균
수를 조사한다. 또한 방류량과 분변계대장균 값으로부터 오염원이 해역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도암만 해안의 육상오염원은 모두 210개소로 조사되었다. 하천수가 10개소, 생활하수 35개소, 농업용수가
140개소, 소규모 산업용수 1개소, 육상양식장 11개소, 우수관 13개소이며, 이 가운데 방류가 있는 곳이 32개
소이다. 농업용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대부분은 물이 흐르지 않고 말라 있는 경우가 많았다.
Fig. 1은 전수조사지점을 나타내며, Fig. 2는 방류수가 있는 지점 가운데 분변계 대장균값이 높게 검출되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오염원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주요 오염원이 해역의 오른쪽 즉, 거주인구가 많은
쪽에 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조사지점 중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점은 85번으로 표시된 탐진
강이었다. 탐진강의 오염영향범위는 해역의 중간 지점인 가우도까지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 도암만 해안가에 있는 육상오염원.

Fig. 2. 해역에 미치는 오염도가 높은 육상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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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형 하천의 강우자료 분석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분석
강보성·양성기·김용석·강명수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1.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 내습이 없
어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6개 시‧도, 24개 시‧군‧구에서 많
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제주도 역시 태풍의 직접적 영향은 없었으나 대기 불안정과 지형적 영향 등으로 동부,
서부, 남부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농경지 유실,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호우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마다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수
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 수립 시 국토부에서 제시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을 기준하여 확률강우량
및 설계홍수량을 산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륙과 상이한 수문‧지질학적 특성을 띄고 있어 내륙지역 기준으로 수립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적용 시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홍수량 산정을 위해 설계홍수량 산정 시 가
장 중요한 강우량에 대하여 분석 방법 및 자료보유 기간에 따른 정확도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설계홍수량 산정요령은 면적확률강우량 산정 시 Thiessen 방법으로 가중 평균한 지점평균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면적우량환산계수(ARF)를 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essen 방법은 각 관측소마다 지배면적
을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유역 내 우량관측소의 상대적인 위치와 관측망의 상대적 밀도 등을 고려한
다. 반면, 고도(산악효과)에 따른 강수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관측소 사이의 강우량을 보간
하고 산악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등우선법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확률강우량 산정 시 관측소의 자료보유 기간이 30년 이상인 지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30
년 이상 자료 보유 관측소가 3개소(제주, 서귀포, 성산)에 불과하여 면적확률강우량 산정 시 큰 오차가 발생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관측지점 확보 및 산간지역의 강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지점강우자료를
활용하여 기존방법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한천유역을 대상으로 2012-20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 사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강우자
료 분석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분석을 위하여 Thiessen 방법과 등우선법 간 면적강우량 산정 후 검토하였
으며 등우선법에 의한 결과가 Thiessen 방법 대비 4.50-7.04% 작게 산정되었다.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강우분석 시 기존 30년 이상 자료가 아닌 10년 이상 자료를 활용하여 산간지역의
강우를 고려한 결과 37.59-84.32% 오차가 발생하였다. 30년 이상 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측지점이 3개소에 불
과하여 산간지역의 강우를 고려하지 못한다. 반면, 10년 이상 자료를 활용할 경우 관측지점이 26개소로 증가
되고, 산간지역에 위치한 어리목, 진달래밭, 윗세오름 지점의 강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 대비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자료기간 축소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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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일유량 자료를 이용한 첨두유량 추정방법의 비교평가
이정은·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1. 서론
일반적으로 첨두유량 자료의 경우, 홍수관리와 수공구조물 설계를 위한 홍수량 산정시 홍수빈도분석 수행
을 위한 필수자료로 활용되어진다. 그러나, 첨두유량 자료는 일유량 자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료기간이나
신뢰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첨두유량이 아닌 일유량을 이용하여, 설계홍수량 추정시, 과소평가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첨두유량 자료의 확보는 중요하다. 따라서, 첨두유량 추정을 위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연속 일
유량 자료를 이용한 방법들을 국내유역에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속 일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첨두유량을 추정하기 위해 Sangal(1983), Fill and Steiner
(2003), Chen et al.(2017)이 제시한 방법론을 국내유역에 적용하였다. 대상지점으로는 일유량과 시유량을 동
시에 보유하고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일유량으로부터 추정된 첨두유량과 관측 시유량 자료를 비교하고,
유역규모 및 유출특성(내륙과 제주지역)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였다.

Fig. 1. Triangular hydrograph method (Sangal, 1983).

Fig. 2. Slope-based method (Chen et al., 2017).

3. 결과 및 고찰
대상지점의 첨두유량 추정결과는 결정계수(R2) 0.7 이상으로, 유역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
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유역 적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지역과 같이 유량자
료가 특히 부족한 유역에서 일단위 장기유출모형 결과를 활용하여 첨두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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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천유역 관측자료 기반 홍수량산정 연구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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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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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1. 서론
제주도의 하천은 일정강우 이상 발생되어야만 하천유출이 발생되며, 강우에 의해 점진적으로 하천유량이
증가하는 내륙지역과는 상이한 유출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하천특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부터 진
행되고 있어 유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서의 설계홍수량 산정은 내륙지
역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측자료 기반의 홍수량 산정연구를 위하여 현장관측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무
에서 적용되는 방법의 홍수량 산정방안의 검증을 수행하고, 지형 및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설계홍수량 산정
시 매개변수의 적용방안을 개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천 현장관측을 통해 획득한 관측 자료를 검토하여 강우-유출사상이 가장 크게
발생된 3개사상(볼라벤, 산바(2012), 차바(2016))을 검증자료로 활용하였다. 홍수량 산정은 HEC-HMS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강우자료는 AWS 및 기상관측지점의 시강우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 홍수량산정 시 활용되
고 있는 설계홍수량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천유역의 유역특성을 분석하여 지형 및 경사 보정, 강
우-유출결과에 따라 산정된 도달시간 적용, 토지피복 및 토양도 특성에 의한 소유역 구분을 통해 유출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존 홍수량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한천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78.7-317.8 cms, 14.3-37.5%의 오차율
로 관측자료 대비 작게 산출되었다. 한천유역의 상류지역은 45%로 매우 급한 경사형태를 보이고, CN산정
시 경사보정을 통해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기존의 유출특성 대비 1.47-6.45% 개선되었다. 관측자료 기반 강
우-유출의 최적화 기법을 통해 산정된 도달시간을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4.39-16.67% 개선되었으
며, 한천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9.92-32.96% 개선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함양특성과 급한 경사 특성, 토지이용에 따른 유역특성이 적용되고, 지역별 초기손실이 반영
되어 홍수유출곡선이 실제 관측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설계홍수량 산정요
령을 제주지역에 반영하기에는 실제 관측 자료를 통한 적용성검토가 필요하며, 제주도 하천유역의 홍수량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형적 특성 및 유출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정방법과 도달시간 적용, 소유역
분할 방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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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1)

Electro-peroxone 공정을 이용한 아세트아미노펜 분해 효율
비교
1)

김운연·이훈희·박영식 ·김동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1. 서론
최근 의약물질 및 개인위생용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수중에 잔류하는 양도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물질들은 독성과 내분비교란 등을 발생시켜 수중생태계와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가져다주며, 지표수, 지
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폐수처리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의약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다. 의약물질의 분해 효율을 증가
시키기 위해 기존의 오존(O3) 산화 공정에 과산화수소(H2O2)를 첨가하여 OH 라디칼을 생성키는 peroxone 공
정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과산화수소는 높은 반응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송과 저장 등에 위험성이 있어,
과산화수소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수중에서 과산화수소를 발생시켜, 유입되는 오존과
반응하여 OH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electro-peroxone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의약물질의 분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물질 중 하나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 및 해열
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써 약국이나 편의점 등 쉽게 구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한국(ND~76
ng/L), 미국(380 ng/L), 영국(78,170 ng/L) 등 전 세계적으로 검출되며 권장용량 이상으로 복용 시 간 손상과
급성 간 부전 등 심한 경우 사망에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해 물질로써 선택하였다. electro-peroxone 공정
과 기존의 다른 산화 공정들을 비교함으로써, electro-peroxone 공정의 아세트아미노펜 분해 효율성을 평가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재료 및 방법
Electro-peroxone 공정은 전기분해 장치와 오존 장치가 결합된 공정으로써, 반응기내 전극(음극)에서 발생
되는 과산화수소와 오존 장치에서 유입되는 오존이 반응하여 OH 라디칼을 생성함으로써 아세트아미노펜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은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전극, 음극은 Carbon felt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반응용액 1 L, 아세트아미노펜 농도 10 mg/L, 전해질 0.05 M Na2SO4, 오존 유입유량 0.25
L/min의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 분석은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사용해서 농도를 측정했으며 TOC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아세트아미노펜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중간생성물들의 분해 농도도 측정했다. 또한, 각 공정별로 발생하는 OH 라디칼을 측정하기 위해서
HPLC를 사용해서 p-CBA의 분해 농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lectro-peroxone 공정은 반응시간 6분 내에 아세트아미노펜이 100% 분해되었으며, 전기분해, 오존, 전기분
해/UV, 오존/UV 공정에서는 각각 22, 63, 30, 76% 정도로 분해되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분해속도는
electro-peroxone 0.429/min, 전기분해 0.041/min, 오존 0.192/min, 전기분해/UV 0.055/min, 오존/UV 0.256/min
을 나타내어, electro-peroxone 공정의 아세트아미노펜의 분해속도가 타 공정들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OC 분해 측정 결과 electro-peroxone 공정은 반응 1시간 내에 완전히 분해되었으나, 전기분
해, 오존, 전기분해/UV, 오존/UV 공정은 각각 22, 22, 41, 62%씩 분해되었다. p-CBA 분해 결과
electro-peroxone 공정은 반응 30 min에 완전히 분해되었으나, 다른 공정은 전기분해 54%, 오존 14%, 전기분
해/UV 72%, 오존/UV 77%씩 분해되었다. 다른 공정과 비교하면 electro-peroxone 공정이 아세트아미노펜 분
해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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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peroxone 공정에 의한 아세트아미노펜 분해시
에너지 소비효율 비교

OC2)

이훈희·김운연·김동석·박영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1)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1. 서론
수생환경에서 의약물질 성분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 해열제로
사용되는 의약물질로써 미국에서는 연간 30-35톤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표수, 지하수 가정하수 등 다양한 지
역에서 검출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분해생성물은 1.8 μg/L 이상의 농도에서 유독 성분을 발생시켜 잠
재적인 환경 위험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처리 공
정이 필요하다. Electro-peroxone 공정은 기존의 오존산화 공정과 전기분해 공정이 결합된 공정으로써 OH라
디칼을 발생시켜 물질의 분해 효율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electro-peroxone 공정의 에너지 소비를 다
른 공정들(오존, 전기분해, 오존/UV, 전기분해/UV)과 비교하여, 아세트아미노펜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용액은 초순수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전해질은 0.05 M Na2SO4을 사용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기 농도는 10 mg/L이었다. Electro-peroxone 실험 장치는 전기분해장치와 오존발생장치
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기 내의 전기분해 장치는 전극과 DC supply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양극은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전극, 음극은 Carbon felt 전극을 사용하였다. 전극의 크기는 5x5 cm이고, 전극
간격은 5 ㎜이었다. 모든 실험은 회분식 시스템에서 실시하였다. 에너지 소비효율 계산식은 각 TCO 분해와
아세트아미노펜 분해에 사용된 에너지전력을 보여준다. 에너지 소비효율 계산식에 활용하기 위하여 HPLC로
아세트아미노펜의 농도를 분석하였고, 총유기탄소측정기로 TOC 변화량도 확인하였다. 오존농도 측정방법은
중성요오드화 칼륨법을 이용하였다.
TOC 농도변화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계산식

아세트아미노펜 농도변화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계산식

SECE
SECO3
SECUV/O3
SECE/UV
SECE-peroxone

3. 결과 및 고찰
아세트아미노펜의 분해효율이 35%대의 SEC (Specific Energy Consumption)는 전기분해/UV≒0.2 kWh/gACTrem,
오존/UV≒0.13 kWh/gACTrem, 단일오존≒0.12 kWh/gACTrem, 단일전기분해 0.07 kWh/gACTrem, electro
-peroxone공정은 0.04 kWh/gACTrem로 electro-peroxone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낮았다. TOC 분해가 40%대의
SEC는 단일오존≒1.2 kWh/gTOCrem, 오존/UV≒0.5 kWh/gTOCrem, 전기분해/UV≒0.4 kWh/gTOCrem, 단일전기
분해≒0.3 kWh/gTOCrem, E-peroxone 공정≒0.2 kWh/gTOCrem 순으로 낮았다.
E-peroxone 공정이 아세트아미노펜과 TOC 분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다른 고도산화공정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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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e Functionalized Graphene as Cocatalyst for
Photocatalytic Reduction of Carbon Dioxide
조경민·김경환·박강호·김찬솔·정희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1. 서론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에 증가와 그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착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친환경적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고부가가치 화합물로의 전환은 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안정한 이산화탄소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분해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광촉매를 뛰어넘는 새로운 물질을 제시해야만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나노 크기의 황화카드뮴 나노입자를 광촉매로 이용하였다. 단일성분 광촉매는 전자 및
정공의 빠른 재결합으로 광효율이 떨어진다. 최근에는 그래핀 복합촉매를 이용하여 뛰어난 전기적 성질을 가
지는 그래핀의 전자 수송능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전기전 인력을
이용하여 황화카드뮴 나노입자를 산화그래핀으로 감싸는 구조의 복합체를 형성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이산
화탄소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민 그룹을 산화 그래핀의 기능기에 치환시킨 아민 그래핀을 합성하였
다. 아민 그래핀/황화 카드뮴 복합체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및 물을 이용하여 가시광선 조건에서 기상 분해
반응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아민 처리된 그래핀을 보조촉매로 이용한 황화카드뮴 복합체는 이산화탄소 광전환의 높은 효율을 보였다.
전기화학적 분석법을 통하여 전자가 촉매내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광전류를 측정
하여 가시광선에서 높은 광전류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그래핀 복합체에서 보이는
광흡수 효율의 증가를 관찰하였으며 아민그래핀 역시 기존 그래핀의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했다. 더불어, 아
민 그래핀은 기존 그래핀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산화탄소 흡착량을 보였다. 이를 통해, 아민 그래핀을 보조
촉매로 이용하면, 높은 광흡수율과 이산화탄소의 활성화를 통해 매우 뛰어난 이산화탄소 광전환 효율을 보일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Cho, K. M., Kim, K. H., Park, K., Kim, C., Kim, S.,
Al-Saggaf, A., Gereige, I., Jung, H.-T., 2017, Amine
-functionalized graphene/CdS composite for photocatalytic
reduction of CO2, 7, 7064-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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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실 세정수의 효율적인 처리방법과 그 효율에 대한 연구
1)

1)

장철현·방기웅 ·구희정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1)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1. 서론
젖소의 경우 점차적으로 중‧대규모 사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착유시 발생하는 세정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최동윤, 2012). 낙농가의 착유과정에서 착유기, 파이프라인, 냉
각기 및 착유실 바닥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는 오염물질의 구성성분과 양이 단순히 우사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출수와는 다르며(조석진과 이혜영, 2006), 2012년 11월에 개정된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2012)에 의거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됨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착유실 세정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법 및 그 효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실험대상 폐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위치한 “H목장”(평균 착유두수 100두)의 착유실에서
발생하는 세정수를 활용하였고, 실험장치는 FRP 처리시설로 유량조정조-pH조정조-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침
전조-방류조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존 사용하던 저장조에 일시 저장된 착유실 세정 폐수를 1000 L/일
의 유량으로 실험장치에 정량 주입하였으며, 폐수와 함께 미생물제제(종균제)를 ㎥당 1 L의 양으로 반응조에
정량 투입 하였고(이가화 등, 2009), 2주간의 안정기를 지나 4주간 운전한 후 Sampling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항목은 pH, BOD, SS, T-N, T-P 등 총 5개 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2017)에 따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H목장”의 착유실에서 발생하는 세정폐수는 후단의 생물학적처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pH가 다소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착유설비 세정 시 사용되는 살균제, 세정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l2(SO4)3를 이용
하여 중화처리 후 유기물질 처리효율은 BOD의 경우 처리 전 358 mg/L의 농도가 18 mg/L로 95%정도의 처
리효율을 보였고, SS의 경우 처리 전 512 mg/L이던 농도가 38 mg/L으로 92.6% 제거되었으며, T-N의 경우
96 mg/L이 42 mg/L로 56.3%, T-P는 65 mg/L이 23 mg/L로 64.6%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실험결과 전 항목
은 법에서 정하는 정화시설의 방류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본 시설을 이용하여 착유실 세정폐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Fig. 1에 정화처리 전‧후 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1. 정화처리 전‧후 농도.

4. 참고문헌
이가화, 김진상, 정소연, 이상락, 2009, 착유실 폐수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장치(KEMS-CLEAN)의 정화효율검
증, 대한환경공학회 2009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조석진, 이혜영, 2016, 낙농 세척수 처리를 둘러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낙농육우협회.
최동윤, 2012, 착유시스템별 세정수 발생량, 월간축산시설 10월호.
환경부, 20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17,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2017-4호.
- 142 -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6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6, 2017

PC2)

HTMAB로 표면처리된 안트라사이트에 의한 비소 및 셀렌의
흡착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
김정배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1. 서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금속이나 유독성 화합물의 지하수 오염 방지와 수처리에 대한 방
안이 여러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다. 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유기
화합물과 중금속들이며 이를 가장 경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값싼 흡착제의 개발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연
구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점토광물은 다양한 안정성과 성질을 가지는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많은 유기
화합물과 반응하며, 토양이나 퇴적물에 함유된 점토광물은 다양한 유기물질들을 강하게 흡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착제로서 계면활성제인 HTMAB를 anthracite의 표면에 담지시킨 HTMAB- anthracite를 음이온
중금속인 As(Ⅴ) 및 Se(Ⅳ) 이온에 대한 흡착능을 등온흡착 및 속도론적으로 해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음이온 중금속인 As(Ⅴ) 및 Se(Ⅳ) 이온에 대한 흡착실험은 계면활성제인 HTMAB-anthracite를 이용하여
등온흡착평형, 시간에 따른 초기농도별 흡착속도, 온도별 흡착속도 등 실험을 실시하여 최초 농도와의 비교
를 통하여 흡착된 중금속의 흡착량을 구하였다. HTMAB-anthracite 흡착제의 표면특성을 규명하였고, 단일성
분 평형 모델식으로 알려진 Langmuir식, Freundlich식 및 Temkin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흡착제
에 의한 중금속 이온의 흡착 속도와 흡착량 관계에 대한 제거 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사일차속도식, 유사
이차속도식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HTMAB-anthracite 흡착제의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한 결과 표면전위값은 (+) 전위로 더욱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등온흡착식 분석 결과, Langmuir 등온 흡착식에서 구한 As(Ⅴ) 및 Se(Ⅳ)의 이론적 최대
흡착용량( qm )은 각각 7.81 ㎎/g과 6.89 ㎎/g이었다. 그리고 흡착상수인 KL 값은 각각 0.417 L/㎎과 0.217 L/
㎎이었으며, 회귀직선식 상관계수인 r2값이 Langmuir 식에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리계수 또는 평
형계수로 부르는 무차원 상수 값 RL을 각 농도별로 구한 값은 0.025-0.107로서 흡착공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reundlich 등온 흡착식에서 구한 분배계수를 나타내는 각 중금속에 대한 KF 값은 As(Ⅴ)의 경
우 3.288 L/g, Se(Ⅳ)의 경우 2.521 L/g이었으며, KF 값은 클수록 좋다. 그리고 1/n 값은 0.216-0.351의 범위로
서 아주 효과적인 흡착조작이 가능한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emkin 등온 흡착식에서 구한 Temkin 계
수 B는 흡착열에 대응하는 상수이고, 각 중금속의 B 값은 각각 1.262 및 1.112 J/㏖로서, B 값이 20 J/㏖ 보
다 적은 범위를 가지므로 중금속 흡착은 물리흡착공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중금속의 일차속도상수값의
크기는 As(Ⅴ)> Se(Ⅳ)의 순서였으며, 이차속도상수값의 크기는 Se(Ⅳ)> As(Ⅴ)의 순서였다.

4. 참고문헌
Kam, S. K., Jeon, J. W., Lee, M. G., 2014, Removal of Cu(II) and Pb(II) by solid-phase extractant prepared
by immobilizing D2EHPA with polysulfone, J. Environ. Sci. Int., 23(11), 1843-1850.
Tofighy, M. A., Mohammadi, T., 2010, Salty water desalination using carbon nanotube sheets, Desalination,
258(1-3), 1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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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AB로 표면처리된 안트라사이트에 의한 비소 및 셀렌의
동력학적 및 열역학적 흡착 특성
김정배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1. 서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금속이나 유독성 화합물의 지하수 오염 방지와 수처리에 대한 방
안이 여러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다. 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유기
화합물과 중금속들이며 이를 가장 경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값싼 흡착제의 개발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연
구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점토광물은 다양한 안정성과 성질을 가지는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많은 유기
화합물과 반응하며, 토양이나 퇴적물에 함유된 점토광물은 다양한 유기물질들을 강하게 흡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착제로서 계면활성제인 HTMAB를 anthracite의 표면에 담지시킨 HTMAB-anthracite를 이용하
여 음이온 중금속인 As(Ⅴ) 및 Se(Ⅳ) 이온에 대한 흡착능을 동력학적 및 열역학적으로 해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음이온 중금속인 As(Ⅴ) 및 Se(Ⅳ) 이온에 대한 흡착실험은 계면활성제인 HTMAB-anthracite흡착제를 이용
하여 등온흡착평형, 시간에 따른 초기농도별 흡착속도, 온도별 흡착속도 등 실험을 실시하여 최초 농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흡착된 중금속의 흡착량을 구하였다. 표면개질된 흡착제인 HTMAB-anthracite 흡착제의 표면
특성을 규명하였고, 흡착 공정의 확산 메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입자내 확산모델과 액막확산모델을 이용하
였으며, 흡착제에 의한 중금속 흡착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온도별 흡착속도실험은 288oK,
298oK 및 308oK에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HTMAB-anthracite 흡착제 대한 비표면적 측정결과, 비표면적이 각 12.4 m2/g로 감소되었다. 입자내 확산
모델식의 분석결과, 흡착공정이 기울기가 서로 다른 2개의 직선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기울기는
유체 본체로부터 흡착질 분자가 이동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직선구간은 외부표면으로부터 흡착제인
HTMAB-anthracite의 세공 속으로 흡착질 분자가 확산되어 세공속의 내부표면에 있는 활성점에 흡착되는 입
자내 확산단계이다. 흡착제인 HTMAB-anthracite에 의한 각 중금속의 입자내 확산속도상수값(kd1)의 크기는,
As(Ⅴ)> Se(Ⅳ)의 순서였다. 액막 확산모델식의 분석결과, 흡착제인 HTMAB-anthracite에 의한 각 중금속의
액막 확산속도상수(kd3)의 크기는, Se(Ⅳ)> As(Ⅴ)의 순서였다. HTMAB-anthracite 흡착제에 의한 각 중금속
이온의 흡착반응의 표준엔탈피 변화 값(ΔHo)은 3.01-6.71 kJ/mol로서 (+)값을 가지기 때문에
HTMAB-anthracite 흡착제에 의한 각 중금속 이온의 흡착반응은 흡열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표준엔
트로피 변화 값(ΔSo)은 59.85-60.42 J/mol･oK로서 (+)값을 가지기 때문에 HTMAB-anthracite 흡착제에 의한
각 중금속 이온의 흡착반응은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동안 고체와 액체 경계면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Kam, S. K., Jeon, J. W., Lee, M. G., 2014, Removal of Cu(II) and Pb(II) by solid-phase extractant prepared
by immobilizing D2EHPA with polysulfone, J. Environ. Sci. Int., 23(11), 1843-1850.
Nollet, H., Roels, M., Lutgen, P., Van der Meeren, P., Verstraete, W., 2003, Removal of PCBs from
wastewater using fly ash, Chemosphere, 53(6), 6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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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화산석 유래 Na-A 제올라이트의
결정화 특성
1)

2)

3)

엄윤섭·김지영·이창한·감상규 ·박종원·최정학 ·이민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화산 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는 스코리아(Scoria)는 화산암, 화산모래, 화산회 등이 혼합되어 있는 가볍고,
쉽게 파괴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화산성토이며, 다공성, 저밀도 및 이온교환능력 때문에 흡착제와
같은 기능성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Gündüz, 2008). 석탄계 비산재 및 화산석 등에 알카리를 처리하여 제올라
이트의 합성 및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Novembre et al.,
2009; Tanaka and Fujii, 2009). 본 연구에서는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용융/수열합성법(fusion/hydrothermal
method)을 이용하여 Na-A와 Na-X 제올라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합성조건을 도출하였다. 합성된 제올라이트
는 SEM 및 XRD, XRF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의 구조 및 결정화도, 성분의 변화를 특정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에서 사용한 시약은 제올라이트, 수산화나트륨, 알루민산나트륨을 사용하였으며, 합성시 초순수를 첨
가하였다. SiO2/Al2O3 몰비를 2.5으로 하고, NaOH/Scoria 비를 0.6-2.4로 변화시키면서 합성하였다. 제올라이
트 합성은 교반 및 온도가 조절되는 200 mL 부피의 스텐레스 재질의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NaOH/Scoria 비
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550℃에서 1시간동안 용융시키고, 소성된 시료에 NaAlO2를 일정량 첨가한 후
수용액에서 교반하면서 숙성(30℃, 5시간) 및 결정화(90℃, 5-24시간) 과정을 거쳐 제올라이트를 제조하였다.
제올라이트의 화학적 조성, 결정구조 및 표면구조는 XRF, XRD 및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주 화산석을 이용하여 Na-A 제올라이트 합성할 수 있는 용융/수열합성 조건을 제시하였
다. Na-A 제올라이트는 SiO2/Al2O3 몰비를 2.5로 고정하고 NaOH/Scoria 비를 0.6-1.8로 조절하는 조건에서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Na-A 제올라이트의 XRD 특성 피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NaOH/Scoria 비가
증가함에 따라 제올라이트 결정이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NaOH/Scoria 비가 1.8에서 약 1.0 ㎛이
하의 미세한 결정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4. 참고문헌
Carlos, A. R., Williams, C. D., Clive, L. R., 2009, A Comparative study of two methods for the synthesis of
fly ash-based sodium and potassium type zeolites, Fuel, 88(8), 1403-1416.
Gündüz, L., 2008, Use of quartet blends containing fly ash, scoria, perlitic pumice and cement to produce
cellular hollow lightweight masonry blocks for non-load bearing walls, Const. Build. Mater., 22(5), 747–
754.
Novembre, D., Di Sabatino, B., Gimeno, D., Garcia-Vallès, M., Martínez-Manent, S., 2004, Synthesis of Na–
X zeolites from tripolaceous deposits (Crotone, Italy) and volcanic zeolitised rocks (Vico volcano, Italy),
Microporous Mesoporous Mater., 75(1), 1-11.
Tanaka, H., Fujii, A., 2009, Effect of stirring on the dissolution of coal fly ash and synthesis of pure form
Na-A and -X zeolites by two step process, Adv. Powd. Tech., 20(5), 47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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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를 이용한 질산화효율 개선 가능성 연구
1)

2)

신춘환·최기충 ·유재철 ·채주환·정재원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수엔지니어링,

2)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

1. 서론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각종 하수 처리장의 매립지 유래 침출수와 급증하는
음폐수 처리를 위한 공정의 개선과 수계 유입 영양염류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질소 제거를 위한 고도 처리공정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분농도가 높은 음
폐수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전해질 공급없이 전기분해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질산화 효율 개
선 가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전기분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산화조에 전극을 설치하였으며,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2 V의 전압
을 제공하면서 폭기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으로서 전압이 공급되지 않는 질산화조를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하
였다.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회분식 조건으로 운전되었으며, DO는 4-5 mg/L 유지가 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전극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조에서 질산화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극이 설치되어 있는 질산화조에서 85%이상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전극이 설치되지
않은 질산화 반응조에서 초기에는 질산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최대 75%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a)

(b)

Fig. 1. 질산화조(a) 및 질산화조+전기분해 반응조(b)에서 질소농도 변화.

4. 참고문헌
Rahul, M. Z., Joseph, R. V. F., 2002, Laboratory septic tank performance response to electrolytic stimulation,
Water Research, 36, 45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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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하수처리공정 개선을 위한 질소 및 인 처리효율
분석
1)

신춘환·황은주·유재철 ·채주환·정재원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

1. 서론
국내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 공정 도입 및 운전 방법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수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우수, 생활하수, 공장폐수가 동일 관로로 배출되는 합류식
관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공정 내 질소와 인
의 처리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부산지역의 수영 및 강변하수처리
장의 처리공법 및 처리수질을 비교 분석하고, 질소와 인의 처리효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은 1) 1단계: 표준활성슬러지공법(처리용량: 122,000 ㎥/일), 2) 2단계: Modified
Ludzack Ettinger (MLE)(처리용량: 230,000 ㎥/일), 3) 3단계: A2O+분리막 공정(Membrane bioreactor; MBR)
(처리용량: 100,000 ㎥/일)구성되어 있다. 수영하수처리장의 평균 유입수 유량, BOD, COD, SS, T-N, T-P는
각각 365,261 ㎥/일, 143.9 mg/L, 78.2 mg/L, 174.4 mg/L, 41.1 mg/L, 4.5 mg/L이며, 강변하수처리장은 1) 1
단계: A2O+여과시설(Gravity Fiber Filter; GFF)(처리용량: 271,000 ㎥/일), 2) 2단계: A2O+GFF(처리용량:
179,000 ㎥/일)로 구성되어있다.

3. 결과 및 고찰
수영하수처리장의 유입유량은 강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량조정조
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류수의 평균 BOD, COD, SS, T-N, T-P 농도는 4.1 mg/L, 22.6
mg/L, 58 mg/L, 11.9 mg/L, 1.3 mg/L였으며, 제거율은 각각 97.2%, 88.2%, 97.5%, 69.8%, 81.4%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 초침유출수의 BOD/TN는 평균 2.4로서 원활한 질소제거를 위한 C/N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질소제거를 위해서는 3.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의 개발과 함께 외부 탄소원을 주입하
는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변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의 평균 BOD, COD, SS, T-N, T-P 방류수 농도는 2.6 mg/L, 4.9 mg/L, 1.2
mg/L, 4.6 mg/L, 0.05 mg/L였으며 제거율은 각각 97.4%, 85.7%, 98.2%, 70.2%, 90.4%으로 나타났다. 강우시
전량 생물반응조로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강우량이 20 mm를 초과한 경우에는 설계유량을 초과
하는 일수가 장기간 지속되고, 생물반응조 C/N비를 낮추어 T-N 효율이 저하되고, 외부탄소원 사용량을 증가
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인 TN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반류수의 총질소를 생물학적 처리
(MLE)를 통하여 질소부하를 줄이거나 기존 염소 소독조를 활용하는 등의 반류수 제거 공정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4. 참고문헌
부산시, 2014, 환경백서.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 미래사업팀, 2015, 미래지향형 하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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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적니를 이용한 타르폐수중의 페놀 제거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플랜트연구소

1. 서론
목재 연료 연소시 타르 폐수에서 페놀계 에테르(phenolic ethers), 알킬 페놀(alkyl phenolics), 헤테로사이클
릭 에테르(heterocyclic ethers), PAH (Poly-Aromatic Hydrocarbons)등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알루미늄 제련폐
기물인 적니를 활성화한 활성적니를 이용하여 이때 발생하는 타르 폐수의 제거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적니의 활성화 방법은 400℃,에서 약 1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휘저어주면서 4시간 동안 furnace에서 가열하
였으며, 이후 1 N 염산용액(HCl) 400 ml에 적니 20 g을(20 g/400 ml)넣은 후 2시간동안 동안 교반시킨 후 1
L의 증류수 4시간 세척 후 105℃에서 2시간 동안 수분을 증발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타르 폐수는 폐놀류로서 phenol, m- or p-cresol, 3-ethylphenol, o-cresol이 각각 317.6 mg/L, 163.4 mg/L,
98.2 mg/L, 76.4 mg/L의 농도로 검출 되었으며 각 성분에 대한 활성적니에 의한 제거 특성은 Fig. 2와 같다.

Fig. 1. Total Ion Chromatogram of quantified compounds in wood tar waste water.

Fig. 2. Removal efficiency of phenols in tar waste water.

제거 효율은 phenol 79.8%, o-cresol 82.5%, m- or p-cresol 64.8%, 3-ethylphenol 69.4%로 제거되었다.

4. 참고문헌
Kumar, A., Jones, D. D., Hanna, M. A., 2009, Thermochemical biomass gasification: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technology, Energies, 2, 556-581.
Li, C., Suzuki, K., 2009, Tar property, analysis, reforming mechanism and model for biomass gasification—
An Over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3, 594.
Luthy, R. G., Dzombak, D. A., Peter, C. A., Roy, S. B., Ramaswami, A., Nakles, D. V., Nott, B. R., 1994,
Remediating tar-contaminated soils at manufactured gas plant sites-technological challenges, Environ. Sci.
Technol., 28(6), 26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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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산화공정에서 철과 망간을 담지한 활성탄의 촉매특성
연구
최재원·이학성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1. 서론
활성탄은 비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활성 담체 및 반응제로 활용할 수 있다. 첨착활성탄이란 비표면
적이 매우 높은 고순도의 활성탄에 금속이나 금속염 또는 유기물을 담지시켜 화학적 활성을 높인 활성탄이
다. 일반 활성탄은 분자상호간의 인력, 즉 vander waals force에 의한 물리흡착이 주된 흡착기구로 작용하며,
탄화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에 대해 우수한 흡착성능을 갖는다. 반면 첨착활성탄은 화학흡착이 주된 흡착기
구이며, 중화반응, 화학반응, 촉매반응 등을 동반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유기물을 선택적으로 제거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첨착활성탄을 고급산화공정에 접목시켜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해 및 촉매특성을 집
중적으로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목표 제거물질은 페놀 100 mg/L (1.5 L), 비스페놀 10 mg/L (0.4 L) 및 벤젠 5 mg/L (0.1 L)가 혼합된 난
분해성 유기물질을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들은 Sigma-Aldrich (U.S.A.)사의 특급시약을 이용하
였으며 stock solution용액을 제조한 뒤, 매 실험마다 해당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첨착활성탄은 ferrous
chloride (FeCl2·4H2O) 및 manganese chloride (MnCl2·4H2O)을 각각 20% 염산용액에 용해시켜 0.1 M 농도로
제조한 뒤, 활성탄 100 g과 함께 회전진공 증발기에 넣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감압하면서 금속산화물 형태
로 담지시켰다. 담지된 금속을 환원시키기 위하여 NaBH4를 이용하여 금속을 환원시키고, 3차 증류수를 사용
하여 담지되지 않은 금속을 제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결과, 일반 활성탄은 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한 폐수를 75%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간 및 철
첨착활성탄은 87±5%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 유기오염물의 척도가 되는 TOC 제거율(1-C/C0)은 일
반 활성탄이 0.48, 망간 첨착활성탄은 0.56, 철 첨착활성탄은 0.60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
해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물질은 하이드로퀴논, 카테콜, 살리실산 및 옥살산이 실험초기(0-10분) 발생하였으
며, 이후 반응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농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망간 및 철을 담지한 활성탄은 활성탄의 표
면 및 미세기공에서 화학흡착 및 촉매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활성탄에 비해 촉매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Choi, J. W., Lee, H. S., 2015, De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bisphenol A by a catalytic ozonation process,
Appl. Chem. Eng., 26, 463-469.
Hoigné, J., Bader, H., 1985, Rate constants of reactions of ozone with organic and inorganic compounds in
water III: Inorganic compounds and radicals, Wat. Res., 19, 993-1004.
Staehelln, J., Hoigne, J., 1985, Decomposition of ozone in water in the presence of organic solutes acting as
promoters and inhibitors of radical chain reactions, Environ. Sci. & Technol., 19, 12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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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도고처리 Bio-SAC 공법 및 S-DAF 공법 이용하여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공공폐수처리설 시운전 사례

PC9)

1)

김정관·정태화
한국환경공단,

1)

주식회사 케이디

1. 서론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일원에 수산식품가공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산재된 개별 수산물가공 업체
를 집단화하여 중소기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고농도의 수산식품가공 폐수 및 농공단
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등을 방류수질기준에 맞게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시
운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주변의 효율적‧합리적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산식품가공 입주업체들의 작업량이 저조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량이 부족하였다. 업체
들은 작업 시 사용하는 해동수가 대부분 해수로 사용하여 유입폐수는 고염분, 저수온, 고농도 유기물 등 특
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T-N의 처리효율이 저하고 방류수의 생태독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방안을 제공하여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구 분
사 업 명
처리대상구역
계획시설용량
처리장 위치

내
용
•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내 (공장폐수, 생활오수)
3
3
3
• 폐수처리장 : 1,200 m /day (금회 : 600 m /day, 장래 : 600 m /day)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1396-76 외 2필지

2. 시운전 방법
구 분
시운전 기간
처리 공법
처리 방식
문제해결방안
분석 항목

내

용

• 2016년 11월 4일 ~ 2017년 3월 29일
• Bio-SAC 공법 및 S-DAF 공법
• 폐수 유입 → 협잡물종합처리 → 유량조정조 → 기계식스크린 → 1차 화학적 처리(S-DAF
공법) → 생물반응조(Bio-SAC 공법) → 이차침전조 → 처리수조 → 3차 화학적 처리(S-DAF
공법) → 여과·소독 → 방류
• 송풍기 폐열 사용, 배관 보온, 생물반응조 에어캡 복개, 공업용수 사용 등
• 일간 유량, 유입과 방류수온, 생태독성, 유입수질과 방류수질(BOD, COD, SS, T-N, T-P)

3. 결과 및 고찰
1. 폐수유입량은 시운전 초기 3개월 동안 설계유입량 대비 9%-97%로 변동폭이 컸다. 2017년 1월부터는
공도할복장 작업량 증가로 인해 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유입수온 올해 1월부터 작업이 많아져 저수온 해동수가 많이 유입되어 수온이 낮아졌다. 생물반응조 내
미생물 활성을 위한 수온 산승 방안(송풍기 폐열 사용, 반응조 복개 등)을 통해 방류수온이 유입수온보다 약
4.2℃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효율이 서서히 안정되었다(BOD 99.8%, COD 99.0%, T-N 97%, T-P
99.9%, SS 97.9%).
3. 생태독성은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로 고농도 염소이온이 포함된 폐수가 회석되어 유입수 및 방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방류수의 생태독성이 감소된 결과가 나타났다.

4. 참고문헌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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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를 위한 Oyster-Zeolite 여과공정 적용에 따른
수질특성 연구
1)

우정희·권민지·김효원·이승철·정인철 ·최영익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산환경공단

1. 서론
산업 및 공업 발전과 인구 증가 등에 의한 공업폐수, 생활오수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폐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어 폐수 처리방식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공정 개발이 진행되고 있
으나 이 또한 원활하지 않아 처리 기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최근에는 고도처리공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Yeom et al., 2001).
현재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 고도처리시설은 주로 모래여과시설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
농도의 폐수 처리를 위해 모래여과시설의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과재 관련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수처리를 위해 주로 해안가에 미처리되어 야적되는 굴패각을 천연 제올라이트와
함께 여과재로 적용하였으며, Oyster-Zeolite 여과공정의 평가를 통해 굴패각의 여과재 적용 관련 기초 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Glucose, NH4Cl, KH2PO4, NaHCO3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인공 폐수를 MF막 및 부직포
(PP-100)로 각각 처리한 다음 처리수를 여과공정의 유입원수로 여과 실험을 진행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용
원동 해안가에 미처리 야적되어 있는 굴패각과 K산업의 천연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였으며, 굴패각과 천연 제
올라이트를 부피비 50 : 50으로 혼합해 단층구조의 2단 여과조로 구성하여 100일 동안 연속식으로 운전했다.
Oyster-Zeolite 여과공정 유출수의 수질특성 및 오염물질 제거 평가를 위해 BOD, CODMn, T-N, T-P, SS을
분석하였으며, MF막과 부직포에 따른 유입 농도 차이에 의한 제거효율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MF막 처리수(MF-T) 및 부직포(PP-100) 처리수(PP-T)를 이용한 Oyster-Zeolite 여과공정 유출수의 수질특
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기물질의 경우 PP-T가 MF-T보다 농도가 2배 정도 높아 유출농도가 BOD 약
0.6 mg/L, CODMn 약 2 mg/L의 차이로 MF-T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유입농도에 따라 여과공정
의 유기물질 제거효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N 및 T-P, SS의 경우 PP-T와 MF-T의 유입농도가 유사하며, 유출수의 제거효율도 약 6%로 적은 차이
로 나타났다. T-N 및 SS는 약 64%의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으나 T-P의 제거율은 약 1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여과에 의한 T-P 제거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수처리를 위해 Oyster-Zeolite 여과 공정을 적용할 경우 유기물질 및 T-N, SS의 제거율이 높으나
T-P 제거율이 낮게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굴패각의 여과재 적용 관
련 기초자료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Kim, H. B., Ahn, K. S., 2006, An Assessment on efficiency of MBAS removal in urban stream maintenance
water by using sand filtration, J. of Korean Wetlands Society, 8(2), 45-51.
Yeom, B. H., Jeong, C. H., Moon, J. S., Choe, S. I., 2001, Development of the biological oxidation filter
system for water treatment, Environmental Engineer, 181, 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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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토양의 난분해성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분해공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1)

2)

3)

이새미·이승철·권민지·이준희 ·김재홍 ·정병길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2)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

3)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은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 및 식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오염이 진행
된 후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피해가 막심하다.
토양오염을 야기하는 물질 중 중금속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이다.
중금속의 발생원은 주로 산업단지, 철도부지 및 제철산업부지 등인데, 이러한 산업특성 때문에 중금속 오염
은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까지 함께 수반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Im, 2014). 중금속 및 난분해성 물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생물농축을 야기하여 사람
에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다(Choi et al., 2015).
이에 본문에서는 오염토양의 중금속과 난분해성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전기분해공정을 제안하고, 그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중금속 오염토양을 용질로 하고 NaOH 수용액을 용매로 하여 3:1 부피비로 반응조에 넣고 패들로 교반하
며 5 V, 15 V, 20 V로 전압의 변화를 주며 전기분해를 실시하였다. 전기분해 완료 후, 반응조의 토양을 채
취하여 24시간 건조한 뒤 용출하여 TOC, COD, Heavy metal(Cr, Cu, Pb, Hg) 항목에 대하여 Sievers
InnovOx Laboratory TOC analyzer, Hach DRB 200 reactor/DR 2800 및 ICP-AES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압 변화에 따른 중금속 오염토양의 전기분해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전압인 20 V에서 최
적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Cr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을 만족하였고, Cu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1
지역을, Pb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을, Hg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을 만족하였다. 전압 변화
에 따른 TOC 제거율은 5 V 18.80%, 15 V 29.14%, 20 V 38.82%로 역시 전압이 증가할수록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따라서 중금속 오염토양에 높은 전압의 조건에서 전기분해 공정을 운영할 시 오염토양의 중금속 및 난분
해성물질을 함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4. 참고문헌
Choi, J. H., Lee, H., Lee, C. H., Kim, S. Y., Oh, S. Y., 2015, Remediation of soil contaminated with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through subcritical water degradation, J. Korean Soc. Environ. Eng., 37(2),
113-119.
Im, C. S., 2014, Evaluation of semi-volatile oil and heavy metal complex contaminated soil remediation by
using ultrasoun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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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세기에 따른 폐 컴퓨터 PCB 내 유가금속 회수율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권민지·이승철·이새미·우정희·정진희·성낙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경제 및 인구성장,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전기·전자제품의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으
며,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매년 새로운 컴퓨터가 출시되고 판매됨에 따라 폐 컴퓨터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16). 현재 국내에서는 폐 컴퓨터 내 함유된 구리, 아연, 니켈 등 유가금
속의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이에 일각에서는 폐 컴퓨터 내 유가금속을 일부 회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체계화된 자원회수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매립처분 혹은 일부 부품만을 선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Hyeon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 컴퓨터 PCB의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자력세기 변화에 따른 유가
금속의 회수율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폐 컴퓨터 PCB를 실험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리드커터기(KA-08)를 통해 부착부품을
분해하였다. 부착부품을 분리한 PCB는 고속분쇄기를 이용하여 8 mm 이하로 체 선별 후, 미분쇄 과정을 통
하여 0.2-0.5 mm로 체 선별 후 사이클론 분리기를 이용한 풍력선별 공정을 거쳐 나온 산물을 입도 분리하여
최종 시료로 사용하였다. 자력선별공정은 Lab-scale로 제작한 핸드마그네틱을 이용하여 1,500-2,500 gauss로
자력세기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금속함량 분석은 자성체 및 비자성체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자력세기에 따른 폐 컴퓨터 PCB 내 유가금속 회수율 변화를 연구한 결과, 모든 condition에서 자성체보다
비자성체의 유가금속 함량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0.2 < n < 0.5 mm 입경인 condition 2에서는 비자
성체 내 유가금속이 자성체 내 유가금속보다 4.7-5.3배 가량 높은 비율로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자력의 세기가 커질수록 비자성체 내 유가금속의 함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자력의 세기가 커지면서 비자성체 내 함유된 금속성분이 자력에 의해 끌려갈 때 일정량의 유가금속이 함께
이동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력선별공정 시 시료 입경 0.2-0.5 mm에서 유가금속 함량이 가
장 높으며, 최적의 자력세기는 1,500 gauss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Hyeon, J. Y., Chae, Y. B., Jung, S. B., 2002, A Study on the physical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valuable
metals from the waste printed wiring boards, J.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11(1), 9-18.
Lee, H. S., Yi, S. R., Han, S. W., Lim, H. S., Lee, J. M., 2016, Activation plan for Waste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WEEE) upcycling based on analysis of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6(0),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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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DC를 이용한 낙동강 수계의 남조류 거동에 대한 연구
1)

1)

1)

1)

1)

1)

류태욱·최선연 ·허재은 ·이갑두 ·노민수 ·김경덕 ·박상원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1)

계명대학교 녹색융합기술연구소

1. 서론
최근 강수 유형 변화,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16개의 다기능 보를 건설하였다. 일정한 수위를 유지시켜서
수자원 확보는 가능하게 되었지만, 보에 의한 유속의 감소, 물의 체류시간 등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부영
양화 및 광합성의 급증 등으로 조류 성장과 증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녹조현상이 발생하며 수생태계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녹조현상이 발생하면 조류경보제를 발령한다. 이는 조류에 따른 정수처리장의 기능 저하와 일부 남조류에
의한 독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며, 각 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
으로 한다. 국내 조류 발생 현황에 따르면 조류의 주요 증식기간인 5-10월에는 남조류가 대부분 우점하고 있
으며, 측정기간 동안 남조류에 의해 조류 증식여부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리동역학 코드인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를 이용하여 낙동강
수계의 남조류 거동을 남조류 성장 인자를 변경하며 연구하고, Chl-a와 남조류의 거동을 비교하여 연구를 하
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1 차원 및 3 차원의 물 이동과 수질 예측에 사용하는 모델인 EFDC를 이용하여 낙동강 수계
남조류의 성장 인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사용하여 남조류와 Chl-a의 거동을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 구
역은 낙단보 ~ 창녕합천보로 하였으며, 지형자료는 WAMIS에서 받아 ArcGIS로 UTM 좌표를 추출하였고 입
력 자료는 물 환경 정보 시스템과 WAMIS, 한국수문조사연보를 이용하였다. 2012년 6월-2016년 8월까지 남
조류가 실제로 측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질 및 유량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EFDC를 사용하여 실측 데이터
를 모의하여 재현성을 검토하였고 NSEC (Nash-Sutcliffe Coefficient) 통계 식을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Qo: 실측값, Qf: 모의 값, Qave: 실측값의 평균, N: 데이터 수

3. 결과 및 고찰
EFDC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남조류와 Chl-a는 시간에 따른 거동은 비슷하지만, 기상 및 수온의
영향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둘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기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정된 하상고와 정확한
유량 및 수심자료, 유속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남조류와 Chl-a의 관계를 모의 및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점종으로 주로 측정되는 남조류도 여름철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보다 자
세한 데이터를 이용한 모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나은혜, 박주란, 박수영, 장주형, 이소영, 김경현, 2014, 낙동강수계 조류발생 및 거동예측 모델링 연구(Ⅰ),
국립환경과학원, NIER-RP2014-198, 1-36.
정운택, 2010, EFDC 모델을 이용한 부유물질 저감시설의 적용성 평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Zhou, J., Falconer, R. A., Lin, B., 2014, Refinements to the EFDC model for predicting the hydro-environmental
impacts of a barrage across the Severn Estuary, Renewable Energy, 62, 4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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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리아로 합성한 제올라이트가 Polyacrylonitrile에
고정화된 흡착제의 Cu와 Sr 이온 제거 성능
1)

2)

이창한·감상규 ·이민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원자력발전소는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배출되는 핵연료 폐기물 및 방사능 오염물질은 토양이나 지하수 그리고 해수로 유입됨으로써 생태
계를 파괴하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에너지 공급원을 바탕
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폐수에 포함된 중금속에 따른 하천의 중금속 오염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사능 오염물질(Sr)과 중금속(Cu)은 방사능 및 생물농축에 의해 수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ruibe et al., 2007; Ahmadpou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PAN으로 제주도에 널리 산재해 있는 천연 부존자원인 제주 화산석 스코리아를 원료로 하여 합성한 제올라
이트를 고정화한 PAN-SZ (Polyacrylonitrile-Scoria Zeolite) 비드를 합성하였고, FT-IR, TGA 및 SEM을 이용
하여 PAN-SZ 비드의 특성분석을 하였다. 합성한 PAN-SZ 비드에 의한 Cu와 Sr 이온의 제거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회분식 실험결과를 속도식과 등온식에 적용하고, 용액의 온도 및 pH 변화에 따라 Cu와 Sr 이온의
흡착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SiO2/Al2O3 몰비를 2.5으로 하고, NaOH/Scoria 비를 1.8로 하여 합성하였다. 제올라이트 합성은 교반 및
온도가 조절되는 200 mL 부피의 스텐레스 재질의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NaOH/Scoria 비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550℃에서 1시간동안 용융시키고, 소성된 시료에 NaAlO2를 첨가한 후 숙성(30℃) 및 결정화(90℃)
과정을 거쳐 제올라이트를 제조하였다. 제올라이트의 특성은 XRF, XRD 및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AN-SZ 비드의 제조는 DMSO에 PAN을 용해시킨 후에 제주 화산석으로 합성한 Na-A 제올라이트 분말을
넣고 균일한 슬러리가 되도록 충분히 혼합하였다. 혼합된 슬러리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증류수에 떨어뜨려
PAN-SZ 비드를 합성하였다. Cu와 Sr 흡착은 회분식으로 수행하였으며,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일정 농도
의 Cu와 Sr 이온 용액 200 mL와 PAN-SZ 비드 2 g을 넣은 후 수평진탕기를 사용하여 180 rpm으로 교반하
면서 일정시간 간격마다 1 mL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Sr 이온의 농도는 원자흡광광도계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주 화산석으로 합성한 Na-A 제올라이트(SZ-A)를 고분자 PAN에 고정화한 PAN-SZ 비드
를 제조하였고, FT-IR과 TGA 분석을 통해 PAN-SZ 비드 내에 제올라이트가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AN-SZ 비드내에 포함된 SZ-A에 의한 Sr 이온의 흡착량은 약 160 mg/g으로 분말 SZ-A의 흡착량과 유사하
여 고정화한 경우에도 Sr 이온의 흡착량에는 손실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PAN-SZ 비드는 수
중의 금속이온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흡착제라고 사료된다.

4. 참고문헌
Ahmadpour, A., Zabihi, M., Tahmasbi, M., Bastami, T. R., 2010, Effect of adsorbents and chemical
treatments on the removal of strontium from aqueous solutions, J. Hazard. Mater., 182, 552-556.
Duruibe, J. O., Ogwuegbu, M. O. C., Egwurugwu, J. N., 2007, Heavy metal pollution and human biotoxic
effects, Int. J. Physi. Sci., 2(5),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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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과 SO42-이 Endosulfan diol의 환원분해에 미치는 영향
안삼영·김유진·조은비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서론
Endosulfan은 유기염소계 살충제로서 노출되면 중추신경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신경작용을
방해한다. 미미한 경우 어지러움, 구토, 의욕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Endosulfan을 Fe(0)과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Endosulfan diol이 중간생성물로 얻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Endosulfan diol이 Fe(0)에 의해 계속해서 분해되는 과정에 Cl-, SO42-이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0 ml 용량의 Serum Bottle에 Fe(0)(Daejung사, 90%)을 각각 1.1 g씩을 넣는다. 질소로 포화된 20 ppm
Endosulfan diol 용액(Acetonitrile(Junsei사, 99.5%):H2O=7:3)을 산소가 제거된 Serum Bottle에 각각 10 ml씩
넣어준다. Serum bottle을 20℃온도에서 150 rpm으로 교반한다. 일정시간 간격으로 Serum bottle을 꺼내고 용
액을 PTFE filter(Advantec사, 0.2 μm, 13 mm)로 여과한 후에 HPLC(Futecs사)를 이용하여 Endosulfan diol
용액을 분석한다. Cl-와 SO42-를 이용한 분해기작을 확인할 때에는 Endosulfan diol 20 ppm용액에 NaCl,
CaCl2, Na2SO4를 이용하여 목적하는 농도의 Cl 와 SO42- 용액을 만들고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실험한 후 분석
한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20 ppm Endosulfan diol 용액에 Fe(0)을 1 g 첨가하고, Cl-과 SO42-을 넣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Endosulfan diol의 농도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온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온을 추가
한 경우 Endosulfan diol의 분해가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모 기호로 표시된 조건과 세모기호로
표시된 조건은 Cl-의 농도는 같은데 양이온의 종류와 농도가 다르다. 즉, 같은 농도의 Cl- 조건에서 양이온의
종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42- (흰색 마름모 기호)는 Cl- 보다 Endosulfan diol의 분해를 더
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온들은 전해질로서 Fe(0)로부터 Endosulfan diol로의 전자전달과정에 관여
함으로 반응을 촉진시킨다고 추정된다.

Endosulfan diol(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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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 100ppm
CaCl2100ppm

15

Na2SO4 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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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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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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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 와 SO4 의 존재하에서 Fe(0)에 의한 endosulfan diol 용액의 시간당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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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반응기를 활용한 제주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처리
1)

2)

3)

4)

이택관·김길성 ·이창한 ·이민규 ·조은일 ·감상규
1)

한풍종합건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3)
4)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4)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 과량 존재하는 침출수를 하수와 합병처리하기 위해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하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처리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독성 유기물질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촉매에 빛을
조사하여 폐수 혹은 침출수 중에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산화시켜 최종적으로 CO2와 H2O로 분해시키는 환경
친화적인 UV 광촉매 산화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효율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반응기는 pyrex 재질의 직경 11 cm, 높이 44 cm의 환상형태의 반응기를 사용한 회분식
반응기이며, UV 램프는 산요자외선의 16 W 및 25 W의 254 nm 와 16 W 및 25 W의 185 nm으로 반응기
전 영역에 걸쳐 자외선이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반응기 중앙에 장착하였다. UV 램프가 설치된 반응기
내로 전처리한 침출수를 그대로 또한 여기에 분말형태의 TiO2 (Degussa P-25)를 3 g/L 가하여 현탁시킨 상태
로 가하고 자기 교반기로 교반하면서 일정시간 후에 시료를 채수하여 GF/C 여지로 여과한 후 오염물질
(COD, 색도, pH)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54 nm-25 W 및 254 nm-16 W를 사용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COD 및 색도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pH는 초기 10분 후 7.0에서 7.64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4시간 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난분해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침출수의 경우는 광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기물의 제거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3.2. 광촉매를 사용한 경우
24시간 동안 광분해 반응에 따른 COD 및 색도의 농도 감소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24 h 처리 후의 처리
수의 수질은 청정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인 400 mg/L, 200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24 h 처
리 후의 COD 및 색도의 제거율은 185 nm-25 W, 185 nm-16 W, 254 nm-25 W 및 254 nm-16 W에 대해
COD의 경우 각각 37%, 35%, 32%, 28%, 색도의 경우 33%, 30%, 29%, 26%으로 같은 반응기 내에 W 수의
증가(16 W, 25 W)에 따른 제거효율 및 에너지의 증가(254 nm, 185 nm)에 따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4. 결 론
광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COD 및 색도의 제거율은 미미하였으며, 광촉매를 사용한 경우 시간의 경과
에 따라 COD 및 색도 농도 감소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제거효율은 각각 37-28%, 33-26%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훨씬 미달하였다. 따라서 광촉매반응기에 의한 침출수 중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응집처리 등의
전처리를 수행하여 유기물의 부하를 최대한 줄여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광분해 반응의 최적조건(광
촉매 사용량, W 수의 증가)을 찾아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5. 참고문헌
Shin, H. O., Seo, Y. W., Kim, H. S., Jo, J. H., Sung, J. Y., Hwang, S. J., 2000, A Study on treatment of
leachate from Kimpo landfill by H2O2/UV/TiO2 system, J. Korean Solid Wastes Eng. Soc., 17(7),
87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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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부 지역 골프장 지하수관정의 지하수 이용량, 수질
및 수위에 관한 연구
1)

홍승주·이민규 ·감상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제주도에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851개의 지하수공이 개발·이용되고 있으며, 이 개발된 지하수공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용 관정, 먹는물(음용수)용 관정, 1일 양수능력이
500 ㎥ 이상인 관정(염지하수 제외)을 제외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도지사가 직접 사
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제주도 지하수 관정 중 서부 지역의 골프장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사후관리의 주요 조사항목인 지하수 이용량, 수질 및 수위 등을 분석하여 관리의 적절성
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관정은 제주도 서부 지역의 3개 골프장 지하수 관정 13곳이며, 지하수 이용량은 3년
(2008～2010) 동안 각 지하수 관정의 유량계 지침을 이용하였으며, 지하수 수위는 같은 기간동안 분기별로
측정한 수위변동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NH3-N, 탁도(turbidity), 전기전
도도, pH, NO3-N, Cl 농도 등 8개 항목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하수 이용량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 이용량은 조사관정별, 월별, 연도별, 용도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월 취수
허가량을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관정의 경우 월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연 이용량을 월별
로 환산하면 약 70% 이하로 월 취수허가량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먹는물 및 생활용수로 개발
된 지하수 관정이 관개용수용로 개발된 지하수 관정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관개용수로 개발된 지하수
관정도 관정 위치에 따라 이용량 및 이용률에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3.2. 지하수 수위
제주수 수위를 검토한 결과, 강우량이 증감에 따라 수위변화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석에 의한
수위변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수위변동은 강우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관정에 대
해 분기별로 수위변동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위변화폭은 39.21 m이었으며, 일부 관정에서도 20 m 이
상의 높은 변화폭을 보였고, 대부분의 지하수 관정은 10 m 미만의 낮은 변화폭을 보였는데, 이러한 수위변
화폭은 강우량, 지하수 이용량, 지층구조에 따른 지하수의 함량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지하수 수질
본 조사대상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에 대해 수질을 검토한 결과, 일반세균(기준 100 CFU/mL 이하) 100
CFU/mL 이하, 총 대장균군(기준 5,000 MPN/100 mL) <2 MPN/100 mL, 암모니아성 질소(기준 0.5 mg/L 이
하) 불검출, 탁도(기준 1 NTU 이하) 1 NTU 이하, 전기전도도 70-256 ㎲/㎝, pH(기준 5.8-8.5) 6-8.4, 질산성
질소(기준 먹는물 10 mg/L 이하, 생활용수 20 mg/L 이하) 불검출～1.9, 염소이온(기준 250 mg/L) 0-13 mg/L
로 매우 양호한 수질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Jeju Island, 2006, Report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Jeju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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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부 해안지역 염지하수 부존 특성
1)

2)

1)

고택균·조은일 ·이민규 ·감상규
㈜한가람,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대부분의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들은 제주도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제주도 서부지역(대
정읍 지역)에서도 다수의 양식시설들이 위치하여 2011년도 가뭄 시에는 다수의 담수 지하수 관정에서 염소
이온농도가 기준치인 250 ㎎/L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가뭄 시 다수의 관정에서 다량의 지하수
를 연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제주도 서부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염지하수 관정 개발 또한 염소이온농도 증
가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서부 해안지역(무릉리)에서 담·염수 부존 특성을 확인하
고, 염지하수 관정 개발과 관련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계 방안 및 시공 방법, 염지하수 개발 가능여부 등
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제주도 서부 해안지역(무릉리) 염지하수 부존 특성 및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는 조사·연구용으로 시추
된 시추공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시추공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98-2번지에 위
치하며, 시추공을 중심으로 반경 1.0 ㎞를 조사·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 담·염수
부존 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심도별 EC·온도 검층이 가능한 CTD-Diver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지표에서
지표 하 20 m 내외구간, 20-38 m, 38-50 m, 50-60 m 내외구간까지 NX Size로 시추 후 굴진수를 토출시키
고, 매 1 m 내외 간격으로 심도별 EC·온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추공 지하수위
지하수위가 G.L 10.35 m에 관측되었는데, 해수면 상부 EL.±1 m 내외 선상에 지하수위가 형성되는 해안저
지대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본 조사지역에서 10.35 m 내외에서 수위가 형성된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지역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조석에 의한 영향으로 소폭의 수위변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시추공 전기전도도
본 연구의 조사·연구 대상지역은 염수지하수(고염분)와 담수지하수 부존 구간이 뚜렷이 구분되는 수직적
분포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부지역과는 다른 부존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담수지하수 → 염수지하수
(고염분) → 담수지하수 형태). 따라서 담수의 유입을 최소화 하고, 염수지하수(고염분)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굴착심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사·연구 대상지역에서 굴착심도는 지표 하 48 m 내외 구간
까지만 시행하여야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염지하수 개발 시에는 상부에 분포되고 있는 담수대수층 차단뿐만 아니라, 하부에
분포하고 있는 담수대수층 이전까지만 지하 굴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하
수 착정장비로는 본 조사·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부존 형태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염지하수원 개
발사업 이전에 지질·지반조사용 시추장비를 이용한 시험 시추가 필요하며, 시추 및 EC 검층 등의 결과를 바
탕으로 염지하수 관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참고문헌
Oh, S. T., 2011,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line groundwater wells in the eastern area of Jeju Island,
M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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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S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 특성
1)

2)

오명철·이민규 ·감상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BOD처리를 위주로 구축 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
하수 중 질소, 인 성분의 농도증가는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초래하여 방류수역의 수 환경 악
화와 더불어 수자원 이용 등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하천, 호수 등으로 영양염류 물질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하절기 녹조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간 평균 하천수질의 악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부권에 위치하여 인근 시가지 지역과 기존 인구밀집 취락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귀포시 S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직접적인 운영 자료를 통한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S공공하수처리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여기에서는 단일 반응조에서 하수의 유입반응-침전-방류과정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수를 유입시켜 생물학적으로 유기물과 질소, 인을 제거하는 공법
인 SBR을 일부 변형한 ICEAS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입 하수량
2008년-2012년의 동안의 유입하수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월별 유입하수량은 최소 1,441 m3/일-최대
3,228 m3/일 범위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평균 유입하수량은 2,677 m3/일로 설계유입하수량(4,000
m3/일) 대비 66%를 차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1년간(2012년) 일별 유입하수량은 일평균
2,677 m3/일로(일최소 1,394 m3/일-일최대 5,181 m3/일 유입되어 최대/최소 비는 약 3.7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유입수질의 특성
2012년 1년 동안 월간 유입수질의 평균농도는 BOD 78.2 ㎎/L, COD 45.5 ㎎/L, SS 48.3 ㎎/L, T-N
21.077 ㎎/L, T-P 3.248 ㎎/L로 T-N항목을 제외한 전항목이 설계기준보다 낮게 유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유입수 농도의 일간변화는 BOD 46.9-108 ㎎/L, COD 29.0-62.5 ㎎/L, SS 37-64 ㎎/L, T-N 14.794
-25.701 ㎎/L, T-P 2.301-3.976 ㎎/L 범위로 최대/최소비는 1.5배-2.3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3.3. 방류수질의 특성
2012년 1년 동안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COD, SS, T-N 및 T-P는 각각 2.2 mg/L, 10.9 mg/L, 1.6
mg/L, 6.072 mg/L, 1.137 mg/L으로 각각의 유입수의 평균 농도인 78.2 mg/L, 45.5 mg/L, 48.3 mg/L, 21.195
mg/L, 3.166 mg/L에 대해 97.1%, 76.0%, 96.7%, 71.3%, 63.2%의 최종 처리효율을 보였으며, 이들 방류수의
수질은 수질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매우 양호한 처리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참고문헌
Korea Environment Coporation, 2010, Report on technical diagnosis of S Public Sewag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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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 기반 제올라이트의 중금속 흡착 특성
1)

2)

김선진·이혜성·김한아·이광원 ·이창한 ·최정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오늘날 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의료 및 생명과학 분
야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이점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의 이
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 문제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원자력 이용에 대한 찬
반 논쟁과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630,000-770,000 TBq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이
유출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핵종의 처리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Hu et al., 2012).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고형폐기물과 액체폐기물이 그 대부분을 차
지하며, 이들은 일반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밀봉하여 특수한 장소에 매립 처분하고 있다. 액
60
90
137
체 폐기물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방사성 핵종으로는 Co, Sr, C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방사성 핵종
들은 액체 폐기물 내에서 비교적 낮은 농도로 존재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의 대부분이 이 핵
종들에 의해 나타나므로 액체 폐기물에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Che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비산
재를 활용하여 합성된 상용 제올라이트를 흡착제로 이용하여 코발트, 스트론튬, 세슘 등의 핵종 중금속에 대
한 흡착 특성을 알아보고, 구리의 흡착 특성과 비교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흡착 실험에 사용한 제올라이트는 비산재로부터 합성된 C사의 Na-A 제올라이트 상용품을 이용하였다. 중
금속 시약은 실험실에서 취급의 용이성을 위해 비방사성 동위원소 시약인 Co(NO3)2와 Sr(NO3)2, 그리고
CsNO3를 사용하였으며, 구리의 경우는 CuSO4 · 5H2O를 사용하였다. 흡착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pH를 유
지시키기 위하여 2-[N-morpholino]ethane- sulfonic acid (MES, Sigma-Aldich, USA)를 완충용액으로 사용하였
다. 흡착속도 실험과 등온 흡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동일 시료로 3차례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AAS와 ICP-MS를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흡착속도 실험 결과를 Pseudo-Second-Order kinetic Model
(PSOM)에 등온 흡착 실험 결과를 Freundlich model과 Langmuir model에 적용하여 흡착 양상 및 특성을 평
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Na-A 제올라이트에 대한 코발트와 구리의 흡착은 2시간 정도에서 흡착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흡착속도 모델은 Pseudo-Second-Order kinetic Model (PSOM)에 잘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reundlich
모델과 Lamgmuir 모델을 이용한 fitting에서는 구리의 경우 상기 두 흡착 모델에 잘 맞는 흡착 양상을 보였
으며,  값을 기준으로 볼 때 Freundlich 모델에 좀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코발트와 구리의 흡착량
비교 결과, 구리의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참고문헌
Cheon, K. H., Choi, J. H., Shin, W. S., Choi, S. J., 2014,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cobalt, strontium, and
cesium on natural soil and kaolin, J. Environ. Sci. Int., 23, 160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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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Bacterial endotoxins such as lipopolyssaccharide (LPS) are derived from gram negative bacteria and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after bacterial death. These endotoxins can cause very serious infections and
can even lead to human death. The root of reed, Phragmitis rhizoma, has been used as a traditional medicine
to treat heat-related syndromes like an infection in Korea.

2. Materials and Methods
In the present study, we evaluated the protective effects of ethanolic extracts of Phragmitis rhizoma (PRE)
in LPS-induced macrophage cell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Nitric Oxide (NO) was
measured in culture media by Griess assay and cytokines was detected by ELISA.

3. Results and Discussion
During the entire experimental period, all three doses of PRE extract (0.01, 0.03 and 0.1 mg/ml) had no
significant cytotoxicity. LPS induced cytotoxicity and led to significant cell death. However, PRE significantly
protected macrophage cells against LPS-induced cytotoxicity and the protective effects were dose-dependent.
Moreover, PRE reduced the increased production of nitric oxide, TNF-α and IL-1β, mediators that induce
cytotoxicity by LPS. Taken together, The results show that PRE might be used to reduce bacterial toxicity,
which can be a problem in everyday environments.

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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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

제설제 피해지역 토양 내 중금속과 치환성 양이온의 계절별
상관성
1)

김경호·임재호·정주현·최종영·김재영·손혜미·박주영·김원태 ·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서론
최근 겨울철 폭설로 인한 도로의 원활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제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 살포
된 제설제는 대상지역 주변의 생태와 환경에 화학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제설제로 인한 토양산도의 증가는
2+
5+
식물체의 중금속 흡착량을 높여 카드뮴(Ca )과 비소(As )와 같은 일부 중금속이 식물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고 하였다(차유미, 2011).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대표 도시인 충주시와 청주시의 제설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 내 산도, 전기전도도, 중금속, 치환성 양이온의 계절별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제설제
피해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충주시와 청주시를 각각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한 후,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농업과학기술원, 2010)에 따라 봄, 여름, 가을 등 계절별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분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토양 내 산도(pH)와 전기전도도(EC)를 측정한 (가), 중금속을 분석한 (나), 치환성 양
이온을 분석을 한 (다)로 나누었다. (가)의 산도와 전기전도도는 각각 pH meter(86505, AZ, China), EC
meter(CON510, EUTECH instruments, Singapore)로, (나), (다)의 중금속과 치환성 양이온은 유도결합플라즈
2+
2+
+
3+
5+
2+
2+
3+
마(ICP-OES 5300 DV, Perkin Elmer)로 측정하였다. 중금속은 Cd , Cu , Li , Cr , As , Zn , Pb , Ni 등
2+
+
2+
+
8종을, 치환성 양이온은 제설제 성분과 관련이 있는 Ca , K , Mg , Na 등 4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
한 충주시와 청주시 적설량과 제설제 살포량을 참고하여 봄, 여름, 가을 제설제 피해지역 토양의 (가), (나),
(다)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반적으로 토양 내 중금속의 함량은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봄<여름<가을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금속
함량이 낮은 것은 식물들의 개엽 시기와 맞물려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성주한,
2009). 이는 식물의 생장률에 따른 중금속 흡수율의 차이인 것으로(순천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2005) 해석된
다. 중금속 8종 중 카드뮴과 비소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차유미, 2011), 충주시와
청주시,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제설제의 살포량이 가장 많은 겨울철 이후 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살포된 제설제가 용해된 설수(雪水)에 용존 중금속 함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제설
제 살포는 토양의 토양산도(pH)와 전기전도도(EC)를 높여 토양 내 중금속인 카드뮴과 비소의 함량이 증가시
킴으로써 식물체로 흡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참고문헌
농업과학기술원, 2000,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농촌진흥청.
성주한, 재선미, 김선희, 김영걸, 2009, 염화칼슘 처리가 산딸나무 잎의 광합성 기구, 기공 전도도 및 형광이
미지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 11(4), 143-150.
순천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2005, 나무의 나이테에 숨겨진 이야기.
차유미, 2011, 중금속에 의한 뿌리와 뿌리털의 발달 및 중금속 작용에 대한 기전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1-2.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기초연구사업연구임(No.
2015R1C1A2A01052633).
- 165 -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6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6, 2017

OD2)

충주시 가로변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른 토양과 가로수간
치환성 양이온의 이행성 평가
김재영·손혜미·양지·박주영·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서론
겨울철 강설로 인한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설제의 사용 빈도와 양이 증가하고 있다. 제설제종류는 염
화나트륨(NaCl), 염화칼슘(CaCl2), 염화마그네슘(MgCl2), 그리고 염화칼륨(KCl) 등의 염류로서 살포 시 식물
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Je and Kim, 2017). 무엇보다도 토양에 집적될 경우
봄에 기온이 상승하여 수목의 생리적 활동이 시작함에 따라 늦은 개엽, 신초신장 불량, 엽 생장 저해 및 변
색, 조기낙엽, 고사 등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Kwon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제설
제 피해지라고 할 수 있는 가로변을 중심으로(Zhang et al., 2012),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른 토양과 가로수 간
치환성 양이온의 이행성을 평가함으로써 제설제 피해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실질적인 지침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교통량이 많은 건대사거리에서 주덕사거리까지
(총 5 km)의 가로변을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제설제 피해는 은행나무의 전엽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황
변정도를 기준으로, 0-25%는 NY (nothing yellowing), 26-50%를 SY (slight yellowing), 51-75%를 CY
(considerable yellowing) 총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은행나무의 하부 토양 및 식물체 시료를 각각
3반복으로 채취하여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농업과학기술원, 2000)에 따라 각각 유도결합플라즈마(ICP
OES-5300 DV, Perkin Elmer)로 치환성 양이온인 Na+, Ca2+, Mg2+, K+ 등 4종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토양의 치환성 양이온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가시적 황변증상과 유사하게 NY < SY < CY순으로 NY지역
에서 치환성 양이온양이 가장 낮게, CY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조사지의 토양
2+
에서 칼슘이온(Ca )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물체의 치환성 양이온을 분석한 결과, 가시적
황변정도 및 토양과 동일하게 NY < SY < CY순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시적 황변증상이 가장 심했던 CY지
+
+
역에서 치환성 양이온이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칼륨이온(K )함량이 높게, 나트륨이온(Na )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가로변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라 토양 및 식물체의 치환성 양이온함량은 밀접한 이행관계
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제설제 집적은 가로변 가로수 토양 및 식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참고문헌
농업과학기술원, 2000,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농촌진흥청.
Je, S.-M., Kim, S.-H., 2017, Growth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pinus strobus to CaCl2, J. KILA, 45(3),
1-8.
Kwon, M.-Y., Kim, S.-H., Sung, J.-H., 2014, The responses of growth and physiological traits of acer
triflorum on calcium chloride (CaCl2) concentration, Korean J. Environ. Ecol., 28(5), 500-509.
Zhang, Y., Li, F., Sun, T., Wang, J., 2012, Effect of deicing salts on urban soils and the health of roadside
pines (Pinus tabulaeformis) in Northeast China, Amm, 178, 3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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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사철나무의 제설제 피해저감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제의 효용성
1)

양희동·김가원·김영주·신수린·최민선·손혜미·김재영·김원태 ·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서론
최근 겨울철 폭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염화나트륨(NaCl)과 염화칼슘(CaCl2)과 같은 염화물계 제설제의 사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제설제는 토양산도를 증가시켜 토양구조를 불량하게 할 뿐 아니라 가로수와 하부식생
의 수분흡수를 방해하게 된다(Song et al., 2003). 이에 제설제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제설제 피해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성탄의
수질정화 및 염류 흡착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백영애, 2011), 가로변 관목인 사철나무를 중심으로 친환경 토
양개량제인 활성탄의 효용성을 평가함으로써 제설제 피해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전공 유리온실 내에서 수행하였다. 활성탄의 배합비율은 상토
100 g을 기준으로 0(0%), 1(1%), 2(2%), 5(5%), 10 g(10%) 등 총 5가지로 하였다. 배합 후 약 1주일 정도 안
정화시킨 다음, 직경 12 cm인 플라스틱 화분에 넣어 10반복씩 총 100개의 실험구를 조성하였다. 식물재료로
는 가로변 관목으로 많이 식재되는 사철나무(Euonymus japonica)로 선정하여 정식하였다. 각 처리구별로 동
일한 농도의 CaCl2 또는 NaCl 수용액을 2회/주에 100 ml씩 근부에 관수하였다. 토양특성은 산도(pH), 전기전
도도(EC), 식물 생육적 특성은 생육지수, 근장, 엽수, 엽장, 엽폭, 시각적질을 각각 조사하였다. 생육지수는
{장폭(W1) + 단폭(W2)/ 2 + 초장(H)}/2로 계산하였고, 근장과 초장은 30 cm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엽
수는 육안으로, 엽장, 엽폭은 디지털캘리퍼스를 이용하였으며, 시각적질은 고사유무와 황변도를 판단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식물 생리적 특성은 상대엽록소함량, 광합성률, 생체중, 건물중을 각각 조사하
였는데, 상대엽록소함량은 휴대용 엽록소측정기(SPAD-502, Minolta, Japan)로, 광합성률은 휴대용광합성측정
기(LCI-SD, ADC, UK)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철나무 생육지수는 C1와 N1처리구에서, 엽수는 C0, C1, N2처리구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N5와 C5
처리구에서 가장 낮게 감소하였다. 엽장은 C10, N0처리구, 엽폭은 C1와 N1처리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시각적질의 경우 8월에는 활성탄 비율이 높은 C10, N5, N10가 나머지 처리구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9월에는 C10, N10가 C0, N0처리구보다 낮은 시각적질을 보였다. 광합성률은 C10, N2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 C1, N0처리구에서 가장 낮았다. 상대엽록소함량은 C0과 N0처리구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활성탄 배합비율이 높을수록 제설제 피해저감 효용성을 높여 사철나무의 생육과 생리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제염성을 보다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활성탄
배합비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제설제 성분의 활성탄배합비에 따른 토양-식물체 이행관계
(soil-plant continuum)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백영애, 2011, 고도정수처리에서 입상활성탄의 운영인자 및 재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ong, K.-J., Han, S.-H., Ha, T.-J., 2003, Changes of physiological properties of zelkova serrata to NaCl
concentration in soil, Kor. J. of Agric. and Forest Meteo., 5(3), 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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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배합비율이 자생 초화류인 해국의 내염성에 미치는
영향
1)

이기표·이정원·민승기·이선우·조성아·손혜미·김재영·김원태 ·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서론
강원도 동해안 지역 1 m이상의 적설량이 내리는 등 최근 10년 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
다(한우석, 2014). 이에 제설의 용도로 염화물계제설제인 염화칼슘(CaCl2), 염화나트륨(NaCl) 등이 보편적으
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설제는 염소이온(Cl )을 포함하고 있어, 도로변 수목 및 초화류의 식생에 악영
향을 미친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제설제가 살포된 도로에 제설제의 비산거리는 5 m 이내로, 2-3 m 내에
식재되는 도로변 식물은 염분 피해를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강혜진 등, 2008). 한편 활성탄은 고농도의 염
류 토양에서 토양내의 주요한 양분을 흡착 및 방출을 하여 식물의 생육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rk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 배합비율이 자생 초화류인 해국의 내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설제 피해지역의 토양-식물 이행(soil-plant continuum)을 통한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녹색기술융합학과 전공 유리온실 내에서 수행되었으며, 공시식물로는
해안가 자생 초화류인 해국(Aster spathulifolius)을 선정하였다. 활성탄 배합비율은 상토 100 g을 기준으로
0(Control), 1(1%), 2(2%), 5(5%), 10 g(10%) 등 총 5가지로 하였다. 4월에 해국을 정식한 후 한 달의 활착기
간을 준 뒤, 일주일에 두 번 염화칼슘(CaCl2)과 염화나트륨(NaCl) 10% 수용액을 100 ml씩 근부에 관수하였
다. 측정항목은 토양, 식물생육, 식물생리 등으로, 토양은 토양산도(pH), 토양 전기전도도(EC)를, 식물생육은
초장, 초폭, 엽장, 엽폭, 엽수, 생존율, 시각적질을, 식물생리는 상대엽록소함량과 광합성률, 생체중, 건물중을
각각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해국의 초장, 초폭, 엽장, 엽폭에 있어서 CaCl2 처리구에서는 활성탄 2%, 1%, 5%, 10%, Control 순으로,
NaCl 처리구에서 1%, 2%, Control, 5%, 10% 순으로 양호하였다. 생존율의 경우 CaCl2 처리구에서 Control과
활성탄 1%에서 90%인 반면, NaCl 처리구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배합비율에서 100%로 조사되었다. 시각적
질은 8월과 9월 사이에 CaCl2 처리구에서 활성탄 1%와 2%에서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 처리구는 감
소하였다. 상대엽록소함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폭으로 증가
하였다. 광합성률은 8월에 CaCl2 처리구의 활성탄 5% 배합비율에서, 9월에는 NaCl 처리구의 활성탄 10% 배
합비율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장기적인 해국의 생육을 고려해 볼 때, CaCl2과 NaCl 처리구 모두 활성탄 2%
배합비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강혜진, 이병덕, 이주광, 강희만, 장태순, 2008, 제설제 비산에 의한 도로변 영향범위 조사 연구, 대한환경공
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64-1269.
한우석, 2014,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취약지역 증가와 대응방향, 국토정책 Brief(450), 1-6.
Park, S. O., Park, K. W., Lee, G. P., Kim, M.-J., Lee, J. H., 2004, Effects of soil conditioners on the growth
of cucumber and tomato, J. of Bio-Environ. Control, 13(4), 19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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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조절에 따른 기화냉각장치가 열환경 효과에 미치는 영향
1)

1)

1)

1)

1)

2)

윤지훈·김하림 ·이동재 ·정현석 ·최나경 ·최병준 ·김학기·최원준·권기욱 ·
3)
1)
1)
김원태 ·김정호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3)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 서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불투수 포장 면적이 증가함에 따
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인공배열의 증가 등 환경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기온의 상승과 같은
도시열섬현상을 야기시켰다(Joo et al., 2014).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물의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 기화냉각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지 주변
의 온도를 낮추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화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 절감을 목
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일사조절에 따른 기화냉각 장치의 열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화냉각장치와 일사조절 여부를 변수로 폭염 대응을 위한 기화냉각 장치의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폭염 및 열환경 완화 효과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기화냉각장치와 일사조절에 따른 외부 열환경 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지는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
컬캠퍼스 녹색기술융합학과 전공실습장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구 유형은 대조구의 성격인 Tcontrol과 기화냉각
장치만 적용된 Tmist, 일사조절만 적용된 Tcanopy, 기화냉각장치와 일사조절이 모두 적용된 Tmist+canopy으로 총 4
가지 유형을 조성하였다.
조사분석방법으로는 기화냉각장치에 따른 열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구 내부의 1.5 m에서 측정하
였다. 열환경분석은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 등 자동기상관측기와 열선 풍속계를 이용하여 3반복 측정하
였으며, 실험구 내 열쾌적성 분석을 위한 흑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는 측정지점에 흑구온도계와 건․습구
온도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기간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열쾌적지표로는 WBGT, MRT, UTCI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구의 평균기온 분석결과 Tcontrol > Tmist > Tmist+canopy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Tcontrol 대비 다른 유형에서
평균기온은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상대습도는 Tmist+canopy > Tmist > Tcontrol로 Tmist+canopy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
었다.
열쾌적 지표인 WBGT의 경우, Tcontrol > Tmist > Tmist+canopy 순으로 나타났으며, MRT의 경우, Tcontrol > Tmist
> Tmist+canopy 순으로 나타났다. UTCI의 경우 Tcontrol > Tmist > Tmist+canopy 순으로 나타났다. 일사조절에 따른 평
균기온 분석결과 Tcanopy > Tmist+canopy 순으로 나타났다. 기화냉각장치 적용에 따른 열환경 조절효과가 양호하
게 나타났으며, 향후 기화냉각장치 적용 시 물입자의 크기에 따른 열환경 분석에 관한 추가 모니터링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Joo, C.-H., Kim, J.-H., Yoon, Y.-H., 2014, A Study on green space management planning considering urban
thermal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3(7), 134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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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협곡의 녹화유형에 따른 열환경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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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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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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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서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면적이 증가한 도심지는 열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지역이다. 특히 도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이 연속 배치되어 있는 거리협곡(Street Canyon)의 경우(Park et al., 2005) 열오염이 심화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도심지 열환경을 완화하고자 도심지 가로녹화 및 벽면녹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녹화 시행에 따른 미관적, 생육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거리협곡의 연구로는 대기오염과 바람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도심지 가로녹화와 벽면녹화의 기상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도심지 벽면녹화와 가로녹화의 축소
실험구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벽면녹화와 가로공간의 수평적 기상변화 및 열확산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철골 틀을 기반으로 규격 가로
2 m, 높이 1.5 m, 폭 1.5 m로 조성하였다. 측정 유형은 벽면녹화 유형(GW), 가로녹화유형(GR), 비 녹화유형
(Con’c)으로 구분하였으며, 측정지점은 각 유형별 높이에 따라 가장 낮은 지점인 높이 0 m지점(T0)과 높이
0.7 m지점(T0.7), 가장 높은 1.5 m지점(T1.5)으로 총 3개의 지점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기상요소 중 기온, 상대습도, 풍속은
각 지점 당 3반복으로 측정하였으며, 일사량은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기간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
지 진행하였으며, 측정기간 중 연구목적에 부합한 날은 제외하였다. 측정시간은 11-17까지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기간 중 일사량의 경우 평균적으로 545 W/m2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표면온도의 경우 Con’c > GR >
GW 순으로 측정되었다. 평균기온의 경우 표면온도와 같이 Con’c > GR > GW 순으로 측정되었다. 상대습도
는 GW > GR > Con’c 순으로 기온과 반비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녹지에서 기온과 풍속은 서로 반비례
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Yoon, 2001). 풍속의 경우 Con’c > GW > GR 순으로 측정되었다.
거리협곡의 측정 높이별 기상변화는 평균기온에서 T0m > T0.7m > T1.5m순으로 1.5 m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상대습도의 경우 T1.5m > T0.7m > T0m순으로
기온과 반비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풍속의 경우 T1.5m > T0m > T0.7m으로 측정되었다.

4. 참고문헌
Park, S.-K., Kim, S.-D., Lee, H., 2005, Development of empirical model for the air pollutant dispersion in
urban street canyons using wind tunnel te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27(8), 852-858.
Yoon, Y.-H., 2001, The study of cooling effect on heat island by parks - Relationship between wind velocity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6(2), 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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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녹지 조성 유형에 따른 도로변 보도 공간의 수직적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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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심지 불투수면적 중 50%를 차지하는 도로는 도시기온상승 및 폭염과 같은 열환경 악화의 중요한 요인
으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13). 이러한 열환경 악화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Lee et al., 2016).
이와 같은 도로의 열환경악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도로변 가로녹지 형태에 따른 기온 변화 등 다양한
열환경 완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열환경의 영향범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도로의 열확산이 가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로공간 가로녹지의 수직적 기상변화를 분석
하여 향후 도시설계에 대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도로의 열확산에 따른 가로공간의 수직적 기상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과천시에 위치한 코오롱로를 중심으
로 기상측정을 실시하였다. 녹지구조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Control은 LAI 0.0 수준으로 녹지가
조성되어있지 않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유형으로 선정하였으며, LAI 2.0은 수관이 중(中)수준으로 조성된 녹
지와 중앙분리대녹지가 조성되어있는 장소로 선정하였다. LAI 4.0A는 수관이 밀(密)하고 중앙분리대녹지가
조성되어있지 않은 곳으로 선정하였으며, LAI 4.0B는 수관이 밀(密)하고 중앙분리대녹지가 조성된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측정지점은 도로 측(TA)과 보도 측(TB)으로 구분하여 기상요소를 측정하였으며, 수직적 기상변화를 파악
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0.5 m 간격으로 총 5개의 지점(T1-T5)을 선정하여 기온을 측정하였다. 기상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표면온도, 일사량, 순복사량을 3반복 측정하였으며, 측정일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측정시간은 11시부터 17시까지 측정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형별 대상지의 기상변화는 도로 측인 TA에서 Con‘t > LAI4.0A > LAI2.0 > LAI4.0B 순으로 측정되었
으며, 상대습도의 경우 Control > LAI4.0A > LAI4.0B > LAI2.0으로 측정되었다. 풍속의 경우 LAI4.0B >
Control > LAI2.0 > LAI4.0A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 측인 TB의 평균기온은 Control > LAI4.0A > LAI4.0B
> LAI2.0 순으로 측정되었으며, 상대습도는 LAI2.0 < LAI4.0B < LAI4.0A < Control 순으로 측정되었다. 평
균 풍속은 LAI4.0B > LAI4.0A > Control > LAI2.0순으로 측정되었다. 수직적 기온변화는 Control에서 T0m >
T0.5m > T2.0m > T1.5m > T1.0m순으로 측정되었다. LAI2.0의 수직적 기온변화는 T0m > T0.5m > T1.0m > T1.5m >
T2.0m, LAI4.0A는 T1.0m = T1.5m > T2.0m > T0.5m = T0m LAI4.0B는 T0.5m < T1.5m = T2.0m < T0m = T1.0m으로 측정
되었다. T1.0m = T0m > T2.0m = T1.5m > T0.5m

4. 참고문헌
Lee, S., Shin, H., Kim, D., 2016, Economic valuation of statistical life in life loss of heat wave attributed to
the climate chang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2(2), 51-78.
Lee, Y., Yang, I., Kim, D.-G., Lim, J. H.,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ir temperature on roadside
: Focusing on road conditions and traff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3(4), 161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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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환경은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도시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하천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도시하천복원에 의한 복개는 인간이 느끼는 인지온도
를 감소시켜 열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제공한다(Kwon et al., 2009). 또한 친수공간과 쾌적한 환경조성
은 도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쾌적성을 상승시켜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다(Kim et al., 2013).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도시하천 내부에서의 구조별 음이온 특성을 파악하여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도시하천 내부구조에 대
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정북도 충주시 충주천을 대상으로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한 뒤 중류에서 충주천과 교현천이
만나는 지점을 다시 구분하여 총 4개의 위치별로 U1, M1, M2, D1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 뒤 각 지
점마다 여울, 다리 밑, 수면, 녹지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D1 지점에서는 3지점으로 측정하
여 총 15개의 지점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기간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측정시간대는 10시에
서 17시까지 진행하였다. 이동식측정으로 음이온측정기(com-3600, 니코퍼레이션)를 이용하여 음이온을 5반복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충주천을 대상으로 하천위치별로 음이온 발생량은 D1에 비해 M1에서 약 100 ea/cm3 정도 낮게 측정되었
3
으며, 하천 내부구조별로는 여울에 비해 녹지에서 약 400 ea/cm 정도 낮게 측정되었다.
내부 구조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은 U1, M1, M2, D1에서 모두 동일하게 여울 > 다리 밑 > 수면 > 녹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울에서 발생하는 레나드효과에 의해 음이온 발생량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천내부구조별 음이온 발생량은 여울에서는 U1 > D1 > M2 > M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녹지의 양과
주변 토지피복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리 밑의 경우 M2 > D1 > M1 > U1의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T1지점의 경우 녹지의 양이 거의 없어 음이온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수면의 경우 D1 > M2 >
U1 > M1의 순으로 주변 녹지에 의한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녹지의 경우 D1 > M2 > U1 > M1의
순으로 2지점의 녹지의 양이 가장 적었으며, 이는 토지피복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었다.
하천구조에 따라 음이온 발생량을 측정하였으며, 내부구조별로 여울 > 다리 밑 > 수면 > 녹지로 분석되었
으며, 하천위치별로는 D4 > M2 > U1 > M1로 분석되었다. 이에 하천내부 구조와 위치별에 따라 음이온발생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참고문헌
Kim, J. H., Lee, S.-Y., Yoon, Y.-H., 2013, The effects of urban stream landscape on psychological relaxa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Chenggyecheon, Seoul, Korea, 서울도시연구, 14(1), 169-182.
Kim, J. H., Oh, D. K., Yoon, Y. H., 2012, Anion concentrations of urban regeneration stream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rgeting Cheonggyecheon in Seoul, 서울도시연구, 13(3),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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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 특성 : 충주시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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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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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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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로, 공장 등과 같은 불투수면의 증가로 도시민의 쾌적성을 저하시켜 인간의 삶의 질 또한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조용복, 2009). 쾌적성은 인간생활의 만족도, 생활수준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도시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음이온은 도시의 쾌적성을 나타내
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토지이용유형별에 따른 양이온과 음이온을 조사하고 이온지수로 환산하여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중소도시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는 충청북도 충주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지의 분류는 토지이용유형별에 따라 일반주거
지역,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기간은 여름철을 대
상으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로 측정시간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진행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각각 5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온지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충주시를 대상으로 이온지수는 생산녹지지역에 비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약 3.17정도 낮게 측정되었다. 양
이온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주거-상업지역 > 생산녹지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음이온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 주거-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거-상업지역에 공원
이 조성되어 있어, 음이온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토지피복에 따른 불투수면
적의 증가로 인해 음이온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녹지의 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이에 따라 음이온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온지수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 주거-상업
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산녹지지역에서 교통량이 거의 없어 다른 지
역에 비해 양이온이 낮고 녹지의 면적이 넓어 음이온 발생량이 높아 나온 결과로 사료되었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양이온과 음이온 발생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온지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조
사결과 토지이용유형별에 따라 이온지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 여름철에
측정을 실시하여 계절변화에 따른 이온지수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차
후 계절변화에 따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 참고문헌
김정호, 오득균, 최원준, 윤용한, 2017, 도심지 가로공간 내 교통량에 따른 이온분포 : 송파구 위례성대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환경학회, 17(2), 1-8.
조용복,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itable locations evaluation model and therapy type to
therapeutic forests, Ph. 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Yoon, Y.-H., Oh, D.-K., Kim, J.-H., 2012, An Analysis of anions distribution and correlation by biotope
types in summer for pleasant urban environment, Urban Design, 13(1),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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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서울 선정릉 지역의 복합센서 관측망을 활용한
녹지냉각효과 분석
김근회·김백조·이영곤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1. 서론
최근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지속
적인 발달은 도시 인구 집중 및 도시 지표와 토지이용 등의 변화를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도시화는 고
온 현상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켜 열사병과 이상 고열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Stott et al., 2004; Tan et al.,
2007). 기온 증가는 도심 지역과 주변 교외 지역 간의 기온차이를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시열섬효과
(Urban Heat Island Effect)라고 한다.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도심 녹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 녹지는 도심의 구성 물질과 수분함유랑, 공기역학적 및 열적 성질이 다르므로 도심과는 다른 과정
을 통하여 기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Oke, 1989; Givoni, 1991). 도시에 녹지를 조성하면 주변보다 상대적
으로 기온이 하강하여 부분적으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냉각된 공기가 주변으로 유입되어 도시의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도심과 녹지가 인접한 지역의 기상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선정릉 일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복합기상센서(WXT520, Vaisala)를 활용하여 16개 지점의 관측망을 구축하였다. 도심
과 녹지의 기온은 각 계절별로 해당 시간의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계절의 구분은 봄(3-5월), 여름(6-8
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하였다. 도심 녹지의 냉섬 효과는 도심의 기온과 녹지의 기온 차이로 월별
로 해당 시간의 기온차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도심과 녹지의 비습은 기온, 상대습도, 대기압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각 계절별 시간 평균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도심과 녹지의 기온차는 여름에 크고 겨울에 작게 나타났다. 기온차가 최대인 시간은 여름 16시에 2.78℃,
겨울 22시에 1.72℃로 태양일사의 영향이 큰 여름에는 주간에 태양일사의 영향이 작은 겨울에는 야간에 나
타나 여름철 녹지 지역 식생의 일사 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계절별 기온차는 주간보다 야간에
크게 나타났지만 여름과 가을의 경우 주간에도 상당한 기온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식생의 증발산 효과
는 도심과 녹지의 비습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습의 계절적 변화 특성은 여름에 크고 겨울에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름과 가을의 경우 일변화를 살펴보면 주간에 큰 비습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식생과
수목의 성장과 연관된 활발한 증발산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였다. 도심과 녹지의 기온과 비습 분석을 통하여
여름철 주간에는 식생의 태양에너지 차단과 식생의 증발산 작용이 녹지 지역의 기온을 낮추는 원인임을 확
인하였다.

4. 참고문헌
Givoni, B., 1991, Impact of planted areas on urban environmental quality: A Review, Atmos. Environ., 25,
289-299.
Oke, T. R., 1989, The micrometeorology of the urban forest, Phil. Trans. R. Soc. Lond. B., 324, 335-349.
Stott, P. A., Stone, D. A., Allen, M. R., 2004, Human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heat wave of 2003,
Nature, 432, 610-614.
Tan, J., Zheng, Y., Song, G., Kalkstein, L. S., Kalkstein, A. J., Tang, X., 2007, Heat wave impac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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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별 이용·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재경·우형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1. 서론
가야산 국립공원은 2만여 종의 생물의 서식지로 우수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
정되었다. 또한 법보 사찰인 해인사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2016년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의하면 가야산 국립공원의 2015년 누적 탐방객 수는 약 71만 명으로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6). 국립공원은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주목적으로 하는바 탐방객 이용의 관
점에서 국립공원 이용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
존 연구는 국립공원 내 이용시설 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Kim, 1991; Seo et al., 2002)하여 국립공원 보
호와 관리측면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야산 국립
공원을 대상으로 탐방객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보호·이용·관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각 이
해집단별 중요도-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보호정책과 관리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2016년 6월 2일-7월 14일 가야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의 지역주민과 탐방 지구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찰 관계자는 사전 협조를 구하여 담당자를 통하여 조사하
였다. 3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85부를 회수하였으며 유효 설문지 275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보호,
이용, 관리에 관한 항목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각 1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9.0을 이용하여 T-test,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해집단 별 우선 시정 사항은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경우 ‘교통 및 주차장 시설’, ‘위생시설 설치 및 관
리’, ‘노인 또는 장애인 탐방 시설’이며, 사찰 관계자의 경우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호’, ‘야생동식물 보
호’, ‘사찰 문화재 관리’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선 시정을 원하는 항목은 ‘자연과 인공시설의 조화’와
‘사찰문화재 관리’,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 문항이다.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역주민은 자연보호에 관
한 항목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립공원 이용의 편의를 위한 항목의 개선을 원하고 있는 반
면 사찰 관계자의 경우 자연보호에 관해서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이해집단별 자연
보호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것은 모
든 이해집단이 공통적으로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낮은 문항인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이다. 또한 탐방객, 지
역주민, 사찰 관계자는 ‘탐방로 설치 및 관리’ 항목은 중요도가 낮지만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탐방안내센터’, ‘탐방 프로그램’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았다.
따라서 가야산 국립공원은 위생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탐방안내센터와 탐방 해설 프로그램의 활용
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Kim, S. I., 1991, Park management evaluation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 Korean For. Soc.,
80,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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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채종원)관리 기계화와 공공 일자리 설계
- Compact base machine을 이용한 풀베기작업을 중심으로
이성기·조태동1)·윤용한2)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서론
인위적으로 조성된 녹지는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즉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 조성된 녹지는 방
치가 목적이 아니면 인위적 관리에 의하여 목적의 유지 또는 달성하게 된다. 인위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인간
의 활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작업 보다는 최근 기계에 의한 방법으로 현대에 발전되어 왔으며 점차 더욱더
진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거나 도입된 녹지관리용 기계
Compact Base Machine (CBM)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로 인한 공공 일자리와의 관계에서 고성능작업기계
의 도입방법을 계속하여 검토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고의 구성은 CBM과 시골 공공일자리 관련으로 CBM에 대한 자료는 국내제조 및 수입판매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채종원 녹지관리에 적합 가능성을 1차 판단하고, 실제 해당 기기를 도입하여
시험하였으며, 공공일자리는 최근 계약직 근로자의 지원자 성향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녹지관리기계에서 Compact base machine 도입에 따른 SWOT
S: 1)회전운행이 어려운 좁은 지역 또는 산악지역의 광범
위한 활동. 2)고효율 저비용으로 시간과 예산 절감. 3)안전
사고 발생요인 감소.

W: 1)base machine 도입단가가 높다. 2)수입제품의 경우
사후관리 체계 미흡. 3)트랙에 의한 경사지 표토 활란으로
수질오염.

O: 1)base machine의 유사종 국산화 기회확대. 2)
attachment 응용기술의 발전. 3)청년층 기술직의 시골유입
기회제공(operator양성).

T: 1)미숙련 operator의 오작동에 의한 재해 위협. 2)고성
능으로 기계도입으로 인한 급속한 단순직 일자리 감소. 3)
기기소음 및 진동에 의한 직업병 발생.

3.2. 산지 제초작업 기계화 결과
Table 1. 국내 도입 CBM의 특징(제초기 중심)
이동속도(km/h)
등판능력( °)
제초 폭(m)

굴삭기(EC60E)
2.2/4.4
35
0.85

로더(SL 840 P)
12/24
20
1.2

무선제초기(iCut 4)
7
55
1.35

등배식예초기
0.3

3.3. 시골 노년층과 공공 일자리 관계
조사지 채종원관리를 위한 현장 인력구성은 무기, 일반근로, 단기근로로 구분 계약하고, 8시간 근로를 기
본으로 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 결 론
최근 하층식생 관리기계의 발달은 조사지 채종원관리에 단순 근로직
의 역할을 대신하게 됨으로서 노년층 시골일자리가 급격히 감소될 가
능성이 크지만, 인력 외에 대체수단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작업에서
는 상시 인력 확보가 기계의 진보와 관계없이 아직도 필요하다. 한편
조사지는 자영 어업과 농업의 1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녹지관리 인력의 수급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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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꽃게아미노산액비와 요소비료의 엽면시비가 추부
들깻잎의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
안갑선·이재면·박예근·김조훈·홍금선·안승원·조태동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1)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들깨(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japonica Hara)는 꿀풀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한국, 중국 등 세계
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현재 들깻잎은 한국인이 즐겨먹는 쌈 채소로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과 같은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Kim, 2011). 금산군의 들깻잎은 185
농가가 32.2 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추부면을 중심으로 생산단지가 형성되어있다(KCATC, 2016). 재배면적은
촉성 8.7 ha, 반촉성 11.0 ha, 노지 12.5 ha를 재배하여 연간 12억원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는 꽃게액비
엽면시비방법이 들깻잎 기능성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특수한 재배기술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수행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쌈 채소 들깻잎의 재배시설은 금산군 추부면(N36°11′, E127°28′, H 200 m) 터널형 PE하우스로 남북 길이
50 m, 폭 8 m, 높이 3 m, 상부에 환기시설을 3곳에 설치 내부는 폭 6 m, 높이 2.5 m의 2중 터널을 설치하
였다. 들깨는 대표적인 단일식물로 들깻잎을 수확하기 위하여 일조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LED전조하여 재
2
배하였다. 시험은 대조구와 2,000배액, 1,000배액, 500배액 액비처리구를 각각 3개 방형구를 2 × 1 m 면적
으로 설치하였다. 일반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의 깻잎용 들깨재배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엽면시비 실험방
법은 유안비료(ASF; Ammonium Sulfatefertilizer, (NH4)2SO4) 1,000배액과 각각 꽃게액비(LFPT; Liquid
Fertilizer of Portunus Trituberculatus)를 2,000배액, 1,000배액, 500배액으로 희석하여 정식 후 1주일 간격으
로 엽면시비 하였다(Table 1). 꽃게액비의 영양성분은 100 g당 조단백질(4.4 g), 조지방(1.7 g), 조회분(4.6 g),
칼로리(102 Kcal)이며, 미네랄성분 Ca, K, Mg, Na, P, Zn, S은 각각 812.5, 899.7, 205.5, 434.3, 24.5, 1.5,
273.8 mg을 함유하는 액비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들깻잎의 수확량은 대조구 대비 꽃게액비 2000배액과 1000배액 처리구는 각각 7.3%, 12.8%의 생물중이
증가하였으나 500배액 처리구는 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깻잎의 지질과 단백질함량은 꽃게액비
1000배액 시비구가 높게 나타났다. 미네랄의 평균함량(mg/100 g)은 K(638.4) > Ca(561.6) > P(145.4) >
Mg(133.5) > Fe(36.2) > Zn(1.9) > Mn(1.6) > Na(1.4 mg) 순으로 높게 함유하고 있으나 액비처리구간의 상
호 관련성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들깻잎의 지용성비타민 E 함량은 건물중량 100 g당 대조구 및
꽃게액비 2000배액, 1000배액, 500배액 처리구에서 각각 3.4, 3.9, 3.3, 3.9 mg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A
는 각각 6.4, 8.9, 10.9, 8.5 mg으로 비타민 E 함량에 비하여 2배 이상 함유하고 있다. 수용성비타민 C 함량
은 각각 177.9, 172.6, 195.2, 163.5 m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깻잎의 아미노산함량은 생물중
량 100 g당 대조구 및 꽃게액비 2000배액, 1000배액, 500배액 처리구에서 각각 3821.7, 3918.8, 4054.0,
4005.4 ㎎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처리구간 아미노산함량의 차이는 2.5-6.1%로 차이가 작
았으며, 아미노산 종류별 함량은 Glutaminic acid > Aspartic acid > Leucine > Arginine > Phenylalanine 순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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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 및 저선량 방사선 처리가 홍띠의 영양번식에 미치는
영향
김조훈·박예근·안승원·홍금선·김향례·안갑선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홍띠(lmperata cylindrica L. "Rubra")는 띠속 식물로 Ornamental grass로 불리는 경관(景觀)용 식물로 일명
Japan blood grass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경관용 그라스는 벼과, 사초과, 부들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경
관용 그라스의 연구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화본과 경관식물 연구는 그라스의 특성 및 도심 공간에서의
활용방안 대한 연구(Go, 2015) 등이 있다. 플러그 육묘시 묘의 생장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는 구의 크기가 동
일한 조건에서 일장, 온도, 육묘일수 및 토양 상태 등이 있다(Kim et al., 2009). 우리나라 조경용 그라스의
번식은 주로 농가에서 쓰는 노지에서의 재배 후 분얼로 판매하는 방식과 화분에 넣어서 판매하는 방식 그리
고 매트로 만들어 재배하는 방식 등이 있다. 번식의 방법은 실생번식 방법과 근경 번식 방법 그리고 분얼방
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방식보다 포트재배 과정에서 바로 바로 분주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배지 종류와
한정된 시간에 식물의 번식을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토와
저선량 감마선 조사가 홍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재배실험 및 방법은 시험 포장은 경기도 안산 팔곡2동(N37°17′37″, E126°53′39″, H 20 m)에서 하였고 실
험기간 중 재배온실의 평균기온은 07시, 10시, 14시, 17시에서 각각 19.5℃, 23.5℃, 27.5℃, 21.0℃이며, 상대
습도는 각각 64%, 57%, 51%, 69.5%의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무 가온으로 실시하였다. 상토 종류별 시험을
위한 배지는 펄라이트(眞珠岩, perlite), 질석(蛭石,Vermiculite), 마사토 Decomposed granite, 원예용 상토 및
펄라이트 10%, 피트머스 10%, 마사토 80%로 혼합한 상토(Bed 2)를 사용하였다. 플러그 트레이는 20구 트레
이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관수는 매일 1회 200 ml
씩 실시하였다. 저선량 감마선조사에 위한 시험을 위해 30Gy, 40Gy, 50Gy를 방사선연구소의 육종센터에 의
뢰해 24시간 조사한 뒤 Bed 1을 1배지로 한 플러그 트레이(20 cell)에 각각 0Gy, 40Gy, 50Gy로 조사된 홍띠
를 정식하여 2016년 8월 3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재배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배지별 초장의 성장은 원예용상토 Bed soil 1에 식재한 홍띠의 길이가 41.6 cm로 타 배지 평균값 38.4 cm
보다 2.8 cm가 크며 뿌리의 길이는 Bed soil 2가 10.1 cm로 타 배지 평균 9.2 cm보다 0.9 cm 크다. 홍띠포
트재배에서의 Shoot 수나 지하경, 잎 수에서는 혼합배지인 Bed soil 2가 Shoot 수 3개, 잎 수 11개, 지하경
0.9개로 가장 나은 결과를 보여 혼합배지에서의 생산이 단일 배지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시
shoot의 수는 30Gy일 때 2.2개, 40Gy일 때 2.5개, 50Gy일 때 2.2개 40Gy일 때 우수했다. Perlite 1.39±0.42,
Vermiculite 1.46±0.47, Decomposed granite 1.39±0.50, Bed soil 1, 1.79±0.63, Bed soil 2, 2.46±0.91로 감마선
30Gy, 40Gy, 50Gy, Shoot수는 Bed soil 2를 제외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40Gy의 Shoot 수는
2.50±0.85로 이번 실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 178 -

한국환경과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6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6, 2017

OD15)

저탄소 마을 조경계획 방안

- 양평군 오빈리를 대상으로

1)

정희재·조현길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1)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1. 서론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
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
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농촌마을은 난개발로 인해 탄소흡수원인 녹지의 역할이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평군 오빈리를 대상으로, 탄소흡수 및 배출을 계량화하고 저탄소
마을 조경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 내용 및 방법
1/5,000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 상에서 체계적표본추출을 통해 5 cm의 격자를 작도하고, 총 1,447개의 격
자점을 선정하여 해당지점의 토지이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은 산림지와 개발지로 대분하되 개발지는
주거지, 상업지, 농경지, 공원, 공공용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개발지의 해당하는 격자점들 중 50%를
임의로 표본추출하여, 녹지면적을 포함하여 수종, 규격, 밀도 등의 녹지구조를 현장 실사하였다.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계량모델(Jo and Cho, 1998; Jo and Ahn, 2001, 2012, 2013; Jo et al., 2013, 2014)을 적용하
여 녹지의 단위면적당 탄소저장 및 흡수량을 산정하였다. 탄소배출량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파악하고 에너
지 종류별 탄소배출계수(www.gir.go.kr)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녹지에 의한 탄소흡수와 개발에 따른 탄소배
출을 저감할 저탄소 조경계획 방안을 모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상지의 토지이용 구성비는 산림지가 31%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15%, 하천 14% 상업지 9%, 교통용지 9%,
공원 1%, 공공용지 0.2% 등의 순이었다. 개발지의 수목피도는 평균 5.2%로서, 공원, 주거지 등에서 높았고
상업지에서 가장 낮았다. 대상지 산림수목의 총 탄소저장 및 흡수량은 각각 7,337.2 t 및 657.6 t/yr이었고, 개
발지 수목의 경우 2,737.4 t 및 328.8 t/yr이었다. 대상마을의 에너지 소비에 기인한 탄소배출량은 연간
2,831.0 t/yr이었다. 녹지는 연간 탄소배출량의 약 35%를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개
저밀의 단층단식, 잔디위주의 지피식재, 불투수면 우점 등으로 인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증진할 조경계획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지는 절대보전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훼손을 제어해야 한다. 개발지의 경우, 녹지구조 개선 및
에너지절약식재와 더불어 자연지형순응형 개발, 보행자 중심의 근린생활권 조성, 바람길 조성, 자전거 이용 활
성화, 투수성 포장재 도입, 우수 및 쓰레기 재순환, 신재생에너지 및 목재팰릿 활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http://www.gir.go.kr
Jo, H. K., Ahn, T. W., 2001, Annual CO2 uptake and atmospheric purification by urban coniferous trees For Pinus densiflora and Pinus koraiensis, Kor. J. Env. Eco., 15(2), 118-124.
Jo, H. K., Ahn, T. W., 2012, Carbon storage and uptake by deciduous tree species for urban landscap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0(5), 160-168.
Jo, H. K., Ahn, T. W., 2013, Evaluation of CO2 storage and uptake by forest landscapes in the middle region
of Kore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2(2), 139-149.
Jo, H. K., Cho, D. H., 1998, Annual CO2 uptake by urban popular landscape tree spec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6(2), 38-53.
Jo, H. K., Kim, J. Y., Park, H. M., 2013, Carbon storage and uptake by evergreen trees for urban landscape
- For Pinus densiflora and Pinus koraiensis,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7(5), 571-578.
Jo, H. K., Kim, J. Y., Park, H. M., 2014, Carbon reduction effects of urban landscape trees and development
of quantitative models - For five native spec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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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산림농업(Agroforestry) 시업지의 수목생장과 적부성
1)

조현길·박혜미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1)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1. 서론
몽골은 국토 면적의 90%가 사막화의 위협에 처해있으며(KEI, 2003; Tsogtbaatar, 2004), 사막화는 황사를
발생시켜 대기오염, 호흡기 질환, 생물다양성 감소 등 자연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악영향을 유발하
고 있다(KFRI, 2004). 사막화 방지는 조림이 필수적이며 최근 몽골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을 고려하여
조림과 소득작목을 배합하는 산림농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조 및 반건조지역은 강풍과 건조에 기인
하여 수목 생존이 저조한 상황이며, 의도한 사업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의 엘센타사라이 산림농업 시업지를 대상으로, 식재처리구별 조림수목 및 소득작목
의 생장상태, 토양보습 효과, 방풍성능,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다년간 모니터링하여, 그 성능과 적부
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인 엘센타사라이 사막화방지연구센터에 2013년 5월과 2014년 5월에 각각 6,000 m2 및
1,000 m2의 면적에 걸쳐 시베리아포플러(Populus sibirica), 갈매보리수(Hippophae rhamnoides) 등 약 2,050주
의 수목을 식재하고, 소득작목을 배분하는 산림농업을 시업하였다. 토양보습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식재
구덩이 깊이 0 cm(평지), 30 cm, 50 cm의 처리구를 배분하고, 30 cm 깊이 구덩이 일부를 두께 10 cm로 멀
칭하였다. 그리고, 방풍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3열 방풍식재 내외부에 소득작목을 배분하였다. 시업 후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생장말기인 8월 하순에 풍향, 풍속, 토양수분, 기온 등을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하
고, 조림수목 및 소득작목의 생장상태를 실측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토양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시업 직후와 생장말기에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3년 시업지에서 5년 동안 생장한 시베리아포플러의 수관생장률은 30 cm 구덩이 및 멀칭 805.9%, 30
cm 구덩이 749.5%, 평지 58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시업지에서 4년 동안 생장한 시베리아포플
러의 수관생장률은 50 cm 구덩이 1,469.5%, 30 cm 구덩이 1,181.6%, 평지 872.0% 등의 순이었다. 식재처리
구별 토양수분은 2013년 시업지의 경우 멀칭 처리구에서 6.7%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 cm 구덩이
6.3%, 평지 5.5% 등이었다. 2014년 시업지에서도 30 cm 및 50 cm 구덩이 식재의 토양수분이 평지처리구보
다 최대 1.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즉, 30 cm 및 50 cm 구덩이 식재와 두께 10 cm 멀칭은 토
양보습은 물론 수목생장에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작목의 생중량은 3열 방풍식재 처리구에서 최대 7
배 많았고, 이 방풍식재는 풍속을 54%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업지의 토양은 시업 직후 대
비 4∼5년의 생장기간 동안 유기물, 전질소, Ca2+, 양이온치환용량이 최소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5). 전질소를 비롯한 이들 항목의 증가는 질소고정식물인 갈매보리수 식재와 유기물 분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참고문헌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2003, Analyzing northeast asian dust and sandstorm damages and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Res. Rep., Seoul, Korea.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4, Cause and mitigation of desertific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s, Res.
Rep., Seoul, Korea.
Tsogtbaatar, J., 2004, De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needs in Mongolia, For. Ecol. Manage., 201, 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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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림은 수목의 생장과정에서 대기탄소를 흡수하고 토양의 탄소축적에 기여하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연 혹은 완화
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KFS, 2014), 도시림의 유형별 적합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그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춘천시를 대상으로 도시림 유형별 수직적 및 수평적 녹지구조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시
림의 탄소 저장 및 흡수를 계량화하여 탄소흡수를 증진하기 위한 도시림 계획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내용 및 방법
축척 1/1,000의 항공사진 상에서 10 cm 간격의 방사형 원을 작도하여, 체계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총 150개의 도시림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도시림 유형은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KFS, 2014)를 참고하여, 가로, 공원, 공공용지, 주거지 등으
로 대분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산림지와 수변림은 제외하였다. 선정한 표본지점을 현장 답사하여 지점별 수종, 규격,
밀도, 층위 등을 포함하는 수평적 및 수직적 구조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림 유형별 면적, 밀도 및 피도, 직경구
조, 유사도, 상대우점치, 잠재식재공간, 수직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시수목의 수종별 산정식(Jo and
Cho, 1998; Jo and Ahn, 2001, 2012; Jo et al., 2013, 2014)을 적용하여 도시림 유형별 단위면적당 탄소 저장 및 흡수를 계
량화하였다. 그리고 도시림 유형별 면적비(Ahn, 2010)에 준거하여, 춘천시 도시림 전체의 탄소 저장 및 흡수량을 산출하고
탄소 저감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

도시림 유형별 식재밀도 및 피도는 공원에서 각각 17.5주/100 m 및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지 7.2주/100
m 및 17.7%, 공공용지 6.1주/100 m2 및 9.2%, 가로 2.1주/100 m2 및 8.4% 등의 순이었다. 도시림 전체 교목의 직경구조는
흉고직경 30 cm 미만이 약 90%로서 소형수목이 우점하였다. 상대우점치가 상위인 교목종은 가로에서는 은행나무, 왕벚나
무 등이었으며, 공원, 공공용지 및 주거지의 경우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등이었다. 도시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량은 수목
밀도와 피도의 고저와 유관하여, 공원, 주거지 등에서 높은 반면 가로에서 가장 낮았다. 춘천시 도시림의 단위면적당 탄소
저장 및 흡수량은 각각 평균 12.7 t/ha 및 1.5 t/ha/년이었다. 도시림 전체의 탄소 흡수량은 8,460 t/년으로서, 춘천시 연간 가
정용 전력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약 19%를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춘천시 도시림은 단층 단식,
소형수목 우점, 잔디 위주의 지피식재 등으로 인해 탄소 흡수원 역할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림을 통한 탄소 흡수
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층 군식, 불필요한 잔디공간 축소, 유휴공간 적극적 추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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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H. K., Kim, J. Y., Park, H. M., 2014, Carbon reduction effects of urban landscape trees and development of
quantitative models - For five native spec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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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생태계 내 둠벙이 해충 및 천적 발생에 미치는 영향
최낙중·최만영·이봉춘·김상민·나지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1. 서론
논 농사가 주로 이루어진 국내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 습지의 한 유형이 둠벙이다. 둠벙이란 논에 이
용하기 위해 물을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는 소택형 습지로, 물 저장과 장마철 홍수 조절 측면에서 중요한 기
능을 한다. 또한 논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
능을 한다. 최근 농업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던 관행농업으로부터, 토양의 지력과 천적생물 등을 적절히 이
용하는 친환경농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
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둠벙을 중심으로 한 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둠벙의 생
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어류 피난처로서의 둠벙의 기능, 둠벙의 물리·화학·생물적 특성에 대한
연구, 둠벙 내 수질요소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의 특성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논 생태계 내 둠벙이 해충과 천적 발생특성을 파악하여, 둠벙의 친환경적
재배지로서의 효과를 입증하고, 해충 방제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3지역의 둠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충청남도 예산, 충청남도 홍성, 경기도 화성 등
총 3개의 둠벙을 선정하였다. 둠벙과 인접한 논과 떨어진 논에서의 해충과 천적 발생을 조사하여 둠벙의 거
리에 따른 발생양상을 비교하였다. 논에 발생하는 해충의 종류를 조사하기 위해 각 지점별로 벼의 주요 해충
중 본답 초기 해충인 벼물바구, 벼잎벌레, 벼줄기굴파리, 벼잎물가파리 등을 중점적으로 벼의 직접적인 피해
및 해충 종의 존재 여부를 육안조사 하였다. 또한 조사지역별 천적의 발생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곤충 채집용
흡충기를 이용하여 채집하였으며, 각 지점당 조사위치를 논둑, 논 경사지, 논 내부 등 3지점을 선정하여 각각
3분간 3반복 실시하였다. 수집된 곤충 종은 실험실로 옮겨와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종 동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논 생태계 내 둠벙이 해충 및 천적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7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벼물바구미와 벼줄기굴파리에 의한 피해가 있었으며 다른 해
충의 피해는 미미하였다. 벼물바구미에 대한 피해엽수는 충남 예산의 둠벙과 인접한 논에서 142.7엽으로 가
장 높았고, 충남 홍성의 둠벙과 떨어진 논에서 8.7엽으로 가장 낮은 피해를 보였다. 벼물바구미 마리수는 충
남 예산의 둠벙과 인접한 논에서 2.3마리로 조사되었으며 충남 홍성은 조사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벼
줄기굴파리에 대한 피해엽수는 충남 홍성의 둠벙 인접 논에서 39.0엽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예산의 둠벙
과 떨어진 논에서 37.7엽으로 그 다음 높은 피해를 보였다. 경기 화성의 둠벙 인접 논과 떨어진 논에서는 0
엽, 0.3엽으로 벼줄기굴파리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 천적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거미류를 채집한 결과,
둠벙과 인접한 논에서 총 53마리, 둠벙과 떨어진 논에서 총 75마리가 채집되었다. 그 중 포식성 천적으로 알
려진 늑대거미과와 깡충거미과는 둠벙이 있는 논에서 20마리, 떨어진 논에서 10마리가 채집되었다. 둠벙의
존재에 따라 해충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렵고, 천적의 밀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둠벙에 서식하는 곤충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Choe, L. J., Han, M. S., Kim, M. R., Cho, K. J., Kang, K. K., Na, Y. E., Kim, M. H., 2013, Characteristics
communities structu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at irrigation ponds, within paddy field, Korean J.
Environ. Agric., 32(4), 3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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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에서 민물가마우지의 어류 섭식에 관한 연구
1)

1)

1)

1)

2)

3)

송행섭·변진수 ·오현석 ·조경래 ·박정호 ·정진문 ·박헌우
강원대학교 에코환경과학과,

1)

㈜코리아에코웍스,

2)

무학여자고등학교,

3)

춘천교육대학교

1. 서론
민물가마우지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넓게 분포하는 대형 잠수성 물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아무르강 유역에 번식하는 집단이 남하하여 월동하고 번식을 위해 북상하였으나, 1998년 서해안에서 번식을
시작한 이후 번식개체군이 증가하여 팔당호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2000년대 초 전국적으로 300여 개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1만 개체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
하여 텃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팔당호에서는 2010년부터 번식이 관찰되었으며, 팔당호 내 족자섬에서는
2015년도에 2,000여 마리가 집단으로 번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민물가마우지가 집단서식함에 따라 배설물
에 의한 서식지내 식생의 파괴 및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어류를 무분별하게 섭식하여 수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의 어류 섭
식 경향을 분석하여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민물가마우지의 먹이원인 어류의 채집은 번식기간인 2017년 5월에 족자섬 민물가마우지 서식지 내에서
실시하였다. 어류의 채집을 위해 민물가마우지가 서식하고 있는 영소목 근처에서 유조나 성조가 떨어뜨린 먹
이를 채집하였다. 먹이원은 종수, 개체수를 파악하였으며, 먹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장(Total length,
mm), 체고(Body depth, mm), 체중(Total weight, g)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족자섬 내부에서 민물가마우지의 먹이원인 어류를 채집한 결과 총 3목 5과 13종 194개체였다(미동정 5개
체 포함). 채집된 어류는 잉어과 7종(53.8%), 미꾸리과와 검정우럭과가 2종씩(각 15.4%)이었으며, 메기과, 동
사리과가 1종씩(각 7.7%)으로 잉어과 어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집된 194개체의 어류
중 블루길이 84개체(4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피라미가 35개체(18.0%)로 블루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집된 어류의 전장 평균은 138.4±68.4 mm이었으며, 최대 전장은 강준치 460.0 mm, 최소 전장은 피라미
62.2 m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고 평균은 35.2±16.3 mm이었으며, 최대 체고는 강준치 80.0 mm, 최소 체
고는 피라미 9.0 m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중 평균은 49.4±80.6 g이었으며, 최대 체중은 누치 550.0 g, 최
소 체중은 피라미 1.0 g인 것으로 조사되어, 개체의 크기나 중량에 관계없이 섭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물가마우지의 1일 먹이 섭취량은 700-750 g이며, 육추기간 동안 어린 새끼(2-3일 경)에게는 500-600 g,
그 이후에는 700 g 이상의 먹이를 먹인다. 따라서, 번식기 3개월 동안 민물가마우지 한쌍이 필요한 어류는
총 250.92 kg의 어류가 필요하다. 연구기간 동안 족자섬 내 번식 중인 민물가마우지는 827쌍으로 조사되었
고, 번식기 동안 약 207.5 ton의 어류를 섭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민물가마우지의 분포 여부에 따라
상당량의 어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민물가마우지의 개체 급증에 따
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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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최저온도에 대한 패션프루트의 생장, 개화, 과실발달
및 엽록소형광 특성
1)

임찬규·송은영·고석찬 ·오순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패션프루트(Passiflora edulis Sims)는 시계꽃과(Passiflo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성 작물로서, 열대 및
아열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패션프루트는 당도가 높고 향기가 풍부하여 생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음료
와 같이 가공품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온대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최저온도는 패션프
루트 재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재배를 위한 가장 적정한 겨울철 최저
온도 구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하우스 내의 겨울철 최저 온도를 달리한 조건에서 패션프
루트의 생장, 개화, 과실발달 및 엽록소형과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시설하우스 재배에 적합한 겨울철 온도 범
위를 구명하고 패션프루트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재배되기 위한 겨울철 시설하우스 온도 관리방
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는 자색계통의 패션프루트(Passiflora edulis Sims. Fo edulis)을 이용하였다. 가온 처리는 온풍 난
방기를 이용하여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0일까지 약 150일 동안 가온처리Ⅰ(5℃), 가온처리Ⅱ(10℃), 가
온처리Ⅲ(15℃)의 최저온도 조건이 되도록 하였다. 그 이후부터 과실 수확기까지는 최대한 자연 온도에 가깝
게 유지하였다. 생육 특성은 신초길이, 신초 굵기, 엽병 길이, 개화 마디 수, 개화 마디 길이를 조사하였다.
과실의 특성은 과피의 착색 정도와 과육 부분을 착즙하여 가용성고형물과 산 함량을 측정하였다. 광계II 활
성은 엽록소형광분석기(Plant Efficiency Analyzer, Hansatech Instrument Ltd., UK)를 이용하여 O-J-I-P 곡선을
유도하고, Fo, Fm, Fv/Fm, Fv/Fo 등의 형광변수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하우스시설 내의 겨울철 최저 온도에 따른 수체 생육 및 개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최저 온도 처리가 높
을수록 신초의 신장은 길어지고, 굵기 또한 굵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화 수도 증가하는 등 10℃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양호하였다. 광계Ⅱ의 최대 광화학적 효율(Fv/Fm)과 잠재적 광합성능(Fv/Fo)은 15℃ 범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5℃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초기형광수율(Fo)은 10℃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 크게 증가하
였으며 최대형광수율(Fm)은 10℃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높았다. 과실의 상품성을 평가하는 요소들 중에 과
종은 겨울철 최저 온도 조건이 높을수록 크게 발달하였으며, 과즙의 가용성고형물 함량(SSC)은 10℃ 온도
조건에서 다소 높았다. 과피의 착색 또한 겨울철 최저 온도 처리가 10℃ 이상의 조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패션프루트의 수체 생장과 과실의 수량을 높이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시설하우스 내의 최저온도를 10℃ 조건으로 재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Meinke, H., Karnatz, A., 1990, Influence of air and soil temperatures on grafted and self-rooted Passiflora
hybrids, Sci. Hortic., 43, 237-246.
Utsunomiya, N., 1992, Effect of temperature on shoot growth, flowering and fruit growth of purple
passionfruit(Passiflora edulis Sims var. edulis), Sci. Hortic., 52,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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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Allium sativum L.)의 생육단계별 기온상승이 광합성 및
인편발달에 미치는 영향
1)

2)

오순자·문경환·송은영·위승환·손인창 ·고석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2)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농작물의 생산량은 주산지 기후와 갑작스런 한파나 고온과 같은 이상기상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
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작물 수급에도 영향을 주어 가격 변동을 심화시키게 된다.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Liliaceae) 파속(Allium)에 속하는 초본성 작물로 주로 인경을 이용하며, 향신료자원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마늘의 생육기간 동안 온도구배터널(temperature
gradient tunnel system)에서 재배하면서 생육과 광합성 특성, 수확기 인경 및 인편의 특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마늘 생육 전반에 미치는 기온상승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마늘의 건전한 인편을 종구로 하여 온도구배터널 내부의 토양에 파종하고, 생육기간 동안 터널 입구의 대
기온도를 기준으로 중앙부와 후미부의 온도는 각각 3°C, 7°C가 높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파종 후 150일까지
일정 간격으로 지상부 길이, 엽초경, 엽수 등 마늘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CO2 고정률(A)은 휴대용 광합
+
성 측정기 LCpro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 (ADC Bio Scientific Ltd., Hoddesdon, UK)을 사용하여
-2 -1
1300 μmol·m ·s 의 포화광을 비추어 측정하였다. 호흡률(Rd)은 CO2 고정률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다만 포화광을 비추는 대신에 암조건을 유지하였다. CO2 고정률 측정 시 기공전도도(gs)와 증산률(E)도 측정
하였으며, 증산률에 대한 CO2 고정률로부터 수분이용효율(WUEi)을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상부의 생장은 파종 후 150일까지 온도가 높을수록 엽수가 증가하고 엽초경이 굵어지는 등 대기온도보
다 높았을 때 지상부 생육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다. 최대광합성률(Amax)은 대기온도에서 재배하였을 때 9.3
μmol･m-2･s-1인데 반해 온도가 높은 중앙부와 후미부에서 재배하였을 때에는 각각 13.7 μmol･m-2･s-1, 14.0 μ
mol･m-2･s-1로 높고 호흡률(Rd)은 다소 낮았다. 그리고 재배기간 동안 대기온도보다 +3°C, +7°C가 상승하였을
때 증산률과 기공전도도가 더 높았으며, 수분이용효율은 오히려 낮았다. 수확기 인경 두께와 인경 길이는 각
각 58 mm 이상과 40 mm 이상으로 발달하였으며, 특히 대기온도에서 인경발달이 더 왕성하였다. 인편수는
모든 처리에서 7-8개로 나타났으나 내부를 절단하였을 때 터널의 중앙부와 후미부에서 재배한 마늘에서는
각각의 인편 내부에서 이차생장에 의한 소인편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마늘의 재배기간 동안
온도가 높아지면 지상부의 생장과 광합성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수확기에 인경의 크기가 작아지
고 소인편들이 많아져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 현상이 빈
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상품성이 좋은 마늘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생육단계별로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Oh, S., Moon, K. H., Koh, S. C., 2017, Effects of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 regimes on growth and
clove development in cool-type garlic (Allium sativum L.), Kor. J. Hort. Sci. Technol., 3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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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국립공원의 탐방객 특성과 환경태도 분석
한재경·우형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1. 서론
가야산 국립공원은 2010년 IUCN 카테고리 Ⅴ(육지 및 해양경관 보호 지역)에서 카테고리 Ⅱ(국립공원)로
새롭게 분류되어 국립공원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생태계 우수지역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규제에 따른 갈등, 사유재산 침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집단
간의 갈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환경에 대한 지식, 신념과 태도는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Cheng, 2007). 따라서 국립공원 내 보호와 이용에 대한 갈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
여 이해집단의 특성과 환경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탐방객의 특성
과 환경 태도를 분석하여 국립공원 보호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측정도구는 Woo(2003)가 개발한 Short form 환경 태도 설문지로 32개 문항의 Long form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조사 현장의 특성상 더 적합하여 채택하였다. 설문 문항은 환경 중심적 태도(4문항)와 인간 중
심적 태도(4문항)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2일-7월 14일 가야산 국립공원
의 집단시설 지구 내의 지역주민(공무원, 자영업, 은행)과 탐방지구 내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50
부를 배부하여 111부를 회수하였으며 유효 설문지 109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ANOVA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탐방객의 특성은 남성(55.0%)이 여성(45.0%)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30.3%), 20대(19.3%), 60대 이
상(15.6%) 순으로 많으며 40대 이상의 중년층(63.3%)의 방문이 두드러졌다. 탐방객의 직업은 자영업(18.3%)
과 주부(17.4%)가 많았으며 나머지 직업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coefficient는 기준인 0.7 이상이며, 요인 분석 결과 환경친화적 태도(4문
항), 인간 중심적 태도(4문항)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 타당도를 보였다. 각 특성에 따른 환경 태도를 보면 탐
방객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환경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탐방객의 남성(M=3.59)보다 여성(M=3.89)의 환경
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1). 연령에 따른 환경 태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증감에 따른 일정한 경향
은 나타나지 않으나 3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30대(M=4.10)의 환경 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20대(M=3.95), 40
대(M=3.91)가 하나의 그룹으로 나타났고 50대(M=3.58), 10대(M=3.55), 60대 이상(M=3.33)의 탐방객 그룹이
가장 낮은 환경 태도 수준을 보였다(F=5.724, p<0.01). 가야산 국립공원의 탐방객의 경우 청장년층의 환경 태
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 태도는 M=3.58이며 특성별
환경 태도 수준도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국립공원 보호정책을 실시하는데 큰 갈등이 없
을 것이라 사료된다.

4. 참고문헌
Cheng, C., 2007, The effects of knowledge, beliefs and attitudes about environmental on issue-based
environmental problem solving in middle schools, The Environmental Education, 20, 118-130.
Woo, H. T., 2003,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ttitude scale for Kore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12, 76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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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경관구조에 서식하는 관박쥐
(Rhinolophus ferrumequinum)의 행동권 특징
전영신

1,2)

1)

2)

2)

·김성철 ·정철운 ·한상훈

국립공원관리공단,

2)

3)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3)

국립생물자원관

1. 서론
박쥐는 전 세계적으로 1,30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 서식하는 박쥐는 모두 식충성 박쥐(Insectivorous bat)로 초음파, 야간활동, 다양한 주간 휴식지 이용 등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관박쥐(Rhinolophus ferrumequinum)는 익수목 관박쥐과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종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서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
박쥐의 행동권이나 서식지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심지 인근에 서식하는 관
박쥐를 대상으로 행동권과 서식지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관박쥐의 생태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체군의 서식
지 보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조사는 2017년 8월 25일부터 30일간 도심형 국립공원인 경주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박쥐의
포획과 발신기 부착 그리고 원격무선추적(radio tracking)은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 가운데 가장 고립화, 도심
화 되어 있는 화랑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포획된 관박쥐 2개체(♂1, ♀1)에 대해 초소형 발신기(Radio
transmitter)를 부착하였으며, 발신기의 부착과 추적은 Chung et al.(2010)의 매뉴얼을 따랐다.

3. 결과 및 고찰
관박쥐의 행동권 분석은 수컷 1개체 50개, 암컷 1개체 57개로 총 107개의 위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2개체 전체 행동권은 1.35 ㎢였으며 수컷의 행동권은 1.21 ㎢, 암컷은 0.83 ㎢로 수컷의 행동권
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이용지역(core area)의 경우 수컷 0.41 ㎢, 암컷 0.48 ㎢으로 암컷이 수컷보
다 크게 나타났다. 수컷의 핵심지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주간휴식처와 거리가 0.66 ㎞와 1.46 ㎞로 떨어져
있었으며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이용되었다. 암컷의 핵심지역은 주간휴식처 인근지역 산림과 1.0 ㎞ 떨어진
농경지가 포함된 산림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관박쥐 주간휴식처는 산림지역의 능선부에 존재하는
폐광으로 주간휴식처를 기준으로 북서 사면만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관박쥐가 주로 이용한 북서 사면의
경우 박쥐류의 먹이활동에 적합한 농경지와 산림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야간에 인위적 활동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먹이활동 중간에 휴식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물이 다수 존재하여 박쥐의 야
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간휴식처 기준으로 남쪽과 남동쪽의 경우 산림이 단
편화되어 있고, 민가, 빌딩, 주거단지 등 인위적인 간섭이 다수 존재하여 관박쥐의 야간활동 지역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관박쥐의 단편적인 행동권에 관한 연구로 차후 채식지 유형
및 번식상태에 따른 추가적인 행동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
라에 서식하는 관박쥐를 대상으로 원격무선추적을 통한 행동권 분석에 관한 새로운 시도로써 향후 추가적인
행동권 연구 및 개체군 보호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Chung, C. U., Han, S. H., Lee, C. I., 2010, Home range analysis of pipistrelle bat in non reproductive season
by using radio tracking, Kor. J. Env. Eco., 24, 487-492.
Knight, T., Jones, G., 2009, Importance of night roosts for bat conservation: Roosting behaviour of the lesser
horseshoe bat Rhinolophus hipposideros, Endang. Species. Res., 8, 79-86.
Reiter, G., Polzer, E., Mixaning, H., Bontadina, F., Huttmeir, U., 2013, Impact of landscape fragmentation on
a specialised woodland bat, Rhinolophus hipposideros, Mammalian Biology, 78, 28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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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다람쥐의 인공소상 이용 현황에 관한 연구
1)

1)

1)

1,2)

임춘우 ·정철운 ·김성철 ·전영신
1)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2)

국립공원관리공단

1. 서론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는 유라시아의 북부에서 한국, 일본 홋카이도까지 분포하고 있는 야생성이자,
교목성 비행 설치류이다(Asari et al., 2007).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따르면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 328호 및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유전학적 연구와 서식특성, 배설습성에 관한 연구 결과만 있을 뿐 생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종이다. 하늘다람쥐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포 및 서식현황 조사
와 서식지 환경에 관한 연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공소상은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늘다람쥐의 인공소상 이용 현황을 통해 개체수 및 번식기 파악, 시기별 이용
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종의 보호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하늘다람쥐의 인공소상 이용에 관한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주 3회 이상, 경북 경주시 일
대에서, 하늘다람쥐의 배설물이 다수 확인되는 지점 0.1 ㎢를 중심으로 총 15개를 설치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인공소상은 하늘다람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크기(W150×D150×H400 mm, Hole 50 mm)로 제작하였다.
또한 측면 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인공소상의 청소와 같은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측면 개폐
없이 내시경을 이용해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제작하여 하늘다람쥐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
였다. 추가적으로 무인센서카메라(Moultrie, M-990i)를 상단에 고정하여 인공소상 내부를 촬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 결과, 15개의 인공소상 중 13개의 인공소상에서 이용이 확인되어 매우 높은 이용률(86.66%)을 나타
내었으며, 총 66회(월별 누적), 88개체(월별 누적)가 확인되었다. 월별로는 6월에 10회(15.15%)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누적 개체수는 5월과 6월에 18개체(20.45%)로 가장 많은 개체의 이용이 확인되었다. 계절별로
는 하계에 26회(39.39%) 44개체(50%)가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춘계 13회(19.69%) 30개체(34.09%), 추계
11회(16.66%) 14개체(15.90%) 순으로 확인되었다. 하늘다람쥐는 일반적으로 교미기에 가장 넓은 행동권과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데 본 조사결과, 조사 지역에 서식하는 하늘다람쥐의 경우에 5월과 6월에 가장 높은 이
용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미기에 암컷에 여러 개체의 수컷이 모여드는 다중교미체제를 하는 종의 특성
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이후 암컷만 임신, 출산을 하기 때문에 수컷의 감소로 인해 확인되는 횟수와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동계 시기에는 하늘다람쥐의 인공소상 이용률은 매우 낮게 나
타나고 있지만, 보온재를 인위로 넣어준 둥지 5곳 중 2곳에서 지속적인 이용이 확인되었다.
하늘다람쥐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둥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수동의 둥지를 이용하는 종으로 딱따구리
류의 서식에 따른 수동이 부족할 경우에, 인공소상의 높은 이용률은 하늘다람쥐의 서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행동권, 번식생태, 행동생태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서식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Althoff, D. P., Althoff, P. S., 2001, Monitoring southern flying squirrel populations with nest boxes, Ohio
Journal of Science, 101, 2-11.
Asari, Y., Yanagawa, H., Oshida, T., 2007, Gliding ability of the Siberian flying squirrel, The Mammalogical
Society of Japan, 32,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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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전·후 토지피복별 지표온도 변화

PD8)

박성민·공학양·최낙훈·박성애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

1. 서론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열파, 열섬 등 도시 열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감소 및 대응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위성영상과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지표온도의 변화와 토지피복별 면적의 변화를 분석하고, 토지피복에 따라
지표온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4년 Landsat 5 TM, 2014년 Landsat 8 OLI 영상을 사용하여 지표온도지도를 작성하고, 2007년, 2013년에
제작된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피복에 따른 지표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성영상 전처리를 수행하고, 열적외선 밴드(L5
–6번 밴드, L8–10번 밴드)를 사용하여 지표온도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후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토지피복별 면적 및 온
도 값을 추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원시에서 2000년대 이 후 활발한 택지개발이 진행된 호매실지구와 광교지구의 지표온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호매실지구

광교지구

수원시 전체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온도차이

4.7 ~ 9.7

7.6 ~ 12.3

4.3 ~ 10.5

5.9 ~ 13.3

1.3 ~ 12.4

5.0 ~ 15.0

온도차이 평균

6.9±0.8

10.3±0.7

6.8±0.9

10.4±1.2

7.2±1.2

10.6±1.4

지표온도 분석은 6월 영상과 10월 영상의 차로 나타내었으며, 2004년에 비해 2014년도의 지표온도의 차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토지피복도를 사용한 토지피복별 면적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호매실지구

광교지구

수원시 전체

2007

2013

증감

2007

2013

증감

2007

2013

시가화건조지역

10.8

17.3

+6.5

20.2

14.9

5.3

46.5

42

-4.5

농업지역

80.9

2.9

-78

23.4

-

-23.4

22.2

18.7

-4.5

증감

산림지역

5

2.4

-2.6

41.9

17.1

-24.8

21.3

21.4

0.1

초지

2.4

2.9

0.5

2.3

13.0

10.7

4.7

7

2.3

습지

-

-

-

-

0.3

0.3

0.1

0.1

0

나지

0.2

71.8

71.6

3.3

49.1

45.8

2.8

8.2

5.4

수역

0.7

2.7

2.0

8.9

5.6

-3.3

2.4

2.6

0.2

토지피복별 면적 분석 결과 개발을 위한 택지 정리로 인하여 나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농업지역
의 감소를 볼 수 있다. 호매실 지구와 광교지구 모두 지표온도의 차가 증가한 것은 자연에 기반한 그린인프라(농업지역,
산림지역 등)의 감소가 크고, 개발을 위한 택지정리로 나지가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의 차이와 (Landsat 5–Landsat 8), 동 시기에 맞는 토지피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확성
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할 것이며, 추 후 연구에서 보완된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공간계획 제시를 통한 재해대응 방안을 제시
할 계획이다.

4. 참고문헌
Pitman, A. J., de Noblet-Ducondure, N., Avilla, F. B., Alexander, L. V., Boisier, J.-P., Brovkin, V., Delire, C., Cruz, F.,
Donat, M. G., Gayler, V., van den Hurk, B., Reick, C., Voldoire, A., 2012, Effects of land change on temperature
and rainfall extremes in multi-model ensemble simulations, Earth Syst. Dynam., 3, 2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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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공원의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방안 실증분석
- 양재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
최원준·서남규·최대현1)·김정호2)·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1)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서론
최근 과도한 인구밀집과 도시화로 도시공원 내의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 공간이 되고
있다(Kang and Park, 2013). 경찰청 통계(2012)에 따르면 공원 범죄 발생이 2001년(2,476건)부터 2010년
(5,420건)까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를 통한 범죄 발생을 줄이고자 예방차원에서 범죄예방
설계(CPTED) 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 및 행정적 절차는 대부분 도심지의 골목길이나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특히 현재 공원에 적용되는 CPTED 기법은 대부분 건축분야에서 활용하던 기법이 대다수로 공원에 적합
한 기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예방설계(CPTED)가 적용된 공원인 양재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시공원의
CPTED적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여 도시공원에 적합한 CPTED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공원 내 적합한 CPTED 설계 요소 및 적용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의 이용 시간과 이용자 수가 비교적
높은 가을철을 중심으로 8월 말에서 10월까지 총 3달 동안 8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수의 경우 총
300개로 연구 목적에 부합한 147개의 표본을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의 경우 범죄예방설계(CPTED)의 적용방안 실증분석을 위해 기초통계, 측정모형 신뢰도 분석, 연
구검증 3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공원안전 및 범죄 우려,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불안요소 및 도입요소의 순위 선정을 위해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원 설계에 적합한 CPTED 요소 분석을 위한 공원 내 범죄 우려 공간분석은 “숲이 우거진 녹지”와 “숲
이 우거진 산책로”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햇살이 들어오는 녹지”
나 “키가 큰 교목이 있는 광장” 같이 개방적인 녹지에서는 범죄 우려도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휴게시설, 시
설물, 광장, 운동 시설물 등 자연적 감시가 큰 공간에서의 범죄 발생 우려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범죄 우려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보가는 여성의 우려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원 내 적합한 CPTED설계를 통한 도시공원 이용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이용객의 음주
를 지양하고 CCTV 및 조명의 추가설치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안정감을 위한 방안으로 키
가 작은 관목에 의한 시야 차단을 줄이고 키가 큰 교목을 심되 밀식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경찰청 통계, 2012.
Kang, S.-J., Park, M.-R., 2013, A Study on the safer parks using CPTED principl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9(3), 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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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 특성
유소연·구남인·오정학·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1. 서론
최근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인 수준
에서 미세먼지의 발생 및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염 배출원의 관리측면보다는 미세먼지 피난처로써 도시 내 숲(산
림)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도심지역과 도시숲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고 도시숲 내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미세먼지 모니터링 지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도시지역(청량리역 삼거리, 1개소), 도시숲지역(홍릉
수목원, 2개소)에서 수행하였으며, 대조구는 최근접 환경부 도로변대기측정소 중 청량리측정소(#111154) 자
료를 활용하였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PM10(㎍/㎥)와 PM2.5(㎍/㎥)를 측정하였으며, PM10-2.5(PM10-PM2.5)
(㎍/㎥)는 앞서 언급한 두 값의 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측정방법은 고정식 미세먼지 측정기(Turnkey,
Osiris, UK)를 이용하여 24시간 연속으로 측정하였으며, 일평균, 월평균 자료를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상자료는 풍향과 풍속(m/s)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모니터링 기간 중 각 지점별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도시숲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다. 대조구의 기간평균 PM10과 PM2.5농도가 각각 37 ㎍/㎥와 20 ㎍/㎥를 나타냈지만 도시숲 지
역의 농도는 대조구의 20% 수준을 나타냈다. 각 지역별 미세먼지 입경구분(PM2.5, PM10-2.5)간의 상관관계 분
석에서 대조구와 도시지역 측정값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도시숲 지역(r = 0.253, 0.167)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2.5 ㎛이하의 입자와 그 이상(10-2.5 ㎛)의 입자간의 배출원이 일부 차이가 있
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숲에서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
별 미세먼지 농도는 풍속의 증감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13 h-21 h 구간에서 일평균 PM2.5 농
도보다 –7∼–23% 정도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주요 시간대(03 h, 15 h)를 나누어 미세먼지 및 풍
향을 비교분석해보면 PM2.5 농도는 15 h 구간이 2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M10-2.5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기간의 풍향을 보면 03 h 구간은 주요도로(내부순환로 정릉램프)쪽인
북∼북서풍이 주풍으로 분석되었고, 15 h 구간은 주변 산림지역(북동: 천장산, 남동: 영휘원) 등에서 유입되
는 바람이 주풍으로 분석되었다. 동기간에 미세먼지 농도와 바람 빈도를 이용하여 총 유입량 예측결과, 바람
방향과 유사하게 주풍방향에서의 미세먼지 예측유입량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일 기온변화에 따른 도로
(포장)지역과 도시숲 지역 간의 온도 증감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기후측면에서 풍향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기간 미세먼지 입경구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5 h 구간에
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점은 상대적으로 외부 유입 미세먼지가 높은 03 h 구간에서는 서로 다른 배
출원으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도시숲은 미세먼
지 농도 저감 측면에서 분명히 도심지역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미세먼지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도시숲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미세먼지 피난처로써 도시숲의 이용요령 등을 국민에
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Shuxin, F., Xiaopeng, L., Jing, H., Yu, C., Li, D., 2017, Field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landscape structure
on different sized airborne particles in residential areas of Beijing, China, Atmo. Environ., 166, 1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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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현황
1)

김혜리·김지영 ·이진홍·송재영·황태환·김의경
국립공원관리공단,

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보호학과

1. 서론
도로는 서식지 파편화 및 단절을 유발하며 많은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동을 저해한다(Noss, 1993;
Forman et al., 2003). 야생동물은 먹이획득이나 번식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로드
킬이 발생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로드킬 현황을 모니
터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현황을 정리 및
종합 분석하여 국립공원 내 로드킬 발생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6개 국립공원 41개 노선의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 사무소 담당자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로드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종명, 대상구간
좌표, 목격일 및 시간, 개체수, 조사지 환경, 사진촬영,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립공원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현황은 포유류 2,558건, 조류 447건, 파충류 953건 양서류 2,387건으로 총
6,345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포유류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다. 분류군별 발생현황은 포유류가 총 26종
2,558건의 로드킬이 발생하였으며 다람쥐 1,531건(59.9%), 청설모 218건(8.5%), 너구리 192건(7.5%), 고라니
124건(4.8%) 등의 순이었다. 조류의 로드킬 발생 현황은 총 69종 447건이며 노랑턱멧새 36건(8.1%), 꿩 35건
(7.8%), 딱새 31건(6.9%), 흰배지빠귀 30건(6.7%) 등의 순이었다. 파충류의 로드킬 발생 현황은 2목 5과 12종
의 953건이며, 그 중 유혈목이의 발생 건수가 240건(25.2%), 누룩뱀 202건(21.2%), 쇠살모사가 177건(18.6%),
능구렁이 128건(13.4%), 살모사 121건(12.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양서류는 2목 5과 6속 11종 2,387건
의 로드킬이 발생하였으며 북방산개구리의 발생 건수가 1,875건(78.6%), 물두꺼비 165건(6.9%), 두꺼비 129
건(5.4%), 무당개구리 111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로드킬 발생현황은 전체 6,345건 중 봄(3-5
월) 2,590건(40.8%), 여름(6-8월) 2,126건(33.5%), 가을(9-11월) 1,478건(23.3%), 겨울(12-2월) 151건(2.4%)으로
확인되었다. 겨울 시기에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량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로드킬 다발생종인 다람쥐와 양서·
파충류가 동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생명윤리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립공원 야생
동물 로드킬 발생현황 결과는 향후 로드킬 저감시설 위치선정 및 생태축 연결 지점 선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Forman, R. T. T., Sperling, D., Bissonette, J. A., Clevenger, A. P., Cutshall, C. D., Dale, V. H., Fahrig, L.,
France, R., Goldman, C. R., Heanue, K., Jones, J. A., Swanson, F. J., Turrentine, T., Winter, T. C.,
2003, Road ecology: Science and solutions, Island Press, Washington, D.C.
Noss, R. F., 1993, Wildlife corridors, in: Smith, D. S., Hellmund, P. C. (eds.), Ecology of Greenway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Minneapolis, Minnesota, USA,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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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EM발효 아미노산액비 시용이 오미자 생육에
미치는 영향
박예근·안승원·김조훈·홍금선·김향례·안갑선·조태동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1)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생산녹지의 환경보전과 친환경 유기생산에 필요한 유기농자재 자원 탐색 및 개발 연구가 국제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保田, 1986). 유기 자연농업 활용자재의 특성 및 자재별 효과구
명으로 자재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술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화학비료, 농약 및 에너
지 절감과 관련된 유기농자재의 개발 이용 및 농업환경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Ahn and Kim, 2010). 유기농 관련된 친환경 자재의 대부분은 개인의 제조 및 사용 경험으로 만들어
져 그 자재의 특성이나 효과의 균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Lee, 2013). 본 연구는 화학비료의 표준
시비량에 수산부산물 아미노산액비를 혼합사용하여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의 생육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일원에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재배지의 위치
는 N36°00´28˝, E127°50´50˝로서 평균기온은 월평균 -3℃에서 31.8℃로 분포되고 강수량은 월평균 0.7 mm
에서 10.7 mm까지이며 해발 290 m이다. 본 실험은 농촌진흥청 표준시비량(화학비료)을 1)대조구(CF)로하여
수산부산물 아미노산액비(FAF: Fishery By-Products Amino acid Liquid Fertilizer)와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 시비량 1,000배수에 화학비료표준시비량의 50% 시비구를 2)CF0.5+FAF+EM 처리구, 화학비
료표준시비량 100% 시비구를 3)CF1.0+FAF+EM 처리구, 화학비료표준시비량 200% 시비구를 4)CF2.0+FAF+EM
처리구로 설정하여 오미자의 생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오미자 생육의 지표가 되는 잎, 줄기, 뿌리의 생물중 합계는 CF1.0+FAF+EM 〉 CF 〉 CF0.5+FAF+EM 〉
CF2.0+FAF+EM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화학비료표준시비량에 아미노산액비와 유용미생물을 각각
1,000배수로 시비한 처리구가 가장 생장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비료표준시비량 2배량의 화학비료를
시비한 경우는 대조구의 화학비료표준시비량 처리구에 비하여 생장량이 낮게 나타나 아미노산액비와 유용미
생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도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과다하면 오미자의 생육도 불량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그
리고 건물중 조사결과도 생중량 조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Lee et al.(2015)은 유기질 비료와 관행재배의 화학비료를 시비하여 오미자 묘목의 초기 생육에 대한 특성
연구에서 유기질 비료를 시비한 처리구의 신초 길이 및 직경, 엽수가 관행시비 처리구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
다고 하였다. Kim et al.(2015)은 오미자의 유기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신초 성장이 관행재배일 경우
135.6 cm, 유기농 재배일 경우 140.8 cm로 보고하였다.
본 조사에서도 신초의 초장과 직경(비대)생장도 CF1.0+FAF+EM 〉 CF 〉 CF0.5+FAF+EM 〉 CF2.0+FAF
+EM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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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3)

상토 및 저선량 방사선 처리가 시계초의 영양번식에 미치는
영향
홍금선·안승원·박예근·김조훈·김향례·안갑선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화훼작물의 번식에 있어서 삽목은 유전적 변이가 생기지 않고 단기간에 대량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된다. 시계초는 일반적으로 휘묻이, 삽목, 분주 등의 방법으로도 증식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증식하기 위
해서는 주로 경삽이 이용되고 있다(Iim, 1989; Howells, 1990; Leifert et al., 1992). 하지만 경삽은 발근율이
낮고, 6-8월 여름철 및 10월에는 더욱 저조하다고 알려져 있다(Weyland, 1978a). 또한 발근이 되었다 하더라
도 삽목 후 신초가 생장하지 않거나, 이식 후의 생잔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Weyland, 1978b). 시
계초는 줄기의 심부가 비어 있는 덩굴성 식물로 유사 식물로는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게 클레마티스와 인동
초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클레마티스의 경우 조직배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캘러스에서 유식물 생성이 어
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Evison, 1991; Buczacki, 1998; Kreen et al., 2002). 종자번식은 발아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고, 자연발아율도 10% 미만인 품종이 많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Kil et al.,
2014). 이러한 식물들의 삽목에 적합한 상토와 호르몬을 연구하고 또한 저선량 방사선이 삽목번식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토의 종류와 저선량 방사선이 시계초 삽목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상토의 시험 포장은 경기도 안산 팔곡2동(N37°17′37″, E126°53′39″, H 20 m)의 재배온실에서 상토 종류
별 발근 실험은 20구(cell) 플러그 및 Pearlite, Vermiculite, Decomposed granite, Gardening soil 등의 상토를
사용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저선량 방사선 시험포장 위치는 상토의 시험포장과 동일하며 사용되는 상토는
Vermiculite로 하였고 발근촉진제 Rooton+저선량 무처리, IAA+저선량 무처리 처리구를 대조구로 하여,
30Gy+무처리, 30Gy+Rooton, 30Gy+IAA, 70Gy+무처리, 70Gy+Rooton, 70Gy+IAA로 8개 실험구를 설정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상토 4종류 Pearlite, Vermiculite, Decomposed granite, Gardening soil의 실험결과 생존율은 Vermiculite가
80%로 높았으며 Pearlite는 60%, Decomposed granite 40%, Gardening soil는 45%로 나타났다. 발근촉진제로
사용되는 루톤과 IAA에서 루톤은 상대적으로 뿌리 발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AA는 뿌리
보다 신초의 발달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선량 방산선 처리의 실험 결과 시계초 발근에서 대조구와 선량처리의 생존율은 대조구(Rooton, IAA)와
저선량처리한(30Gy,70Gy) 삽수에 Rooton, IAA, 무처리의 고사율이 대조구는 100% 생존 했으며, 무처리, 대
조구 IAA, 대조구Rooton은 뿌리발근이 모두 되었다. 대조구 IAA는 100%가 생존하였으며, 그 중 20%는
Callose 형성되어 발근이 이루어졌고, 80%는 뿌리 발근이 되었다.
저선량은 30Gy에서 무처리의 생존율이 60%, Rooton과 IAA는 40%로 낮아 저선량에 Rooton과 IAA처리한
것은 생존하는데 장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선량 70Gy는 IAA에서 생존율이 60%로 높았으며, 무처리
는 50%, Rooton 40%의 생존율을 보였다. Rooton과 IAA의 발근율과 신초의 비교 결과는 Rooton은 뿌리와
신초의 발달이 우수하였다. IAA는 뿌리보다는 신초에서 더 발달이 잘되고, Callose만 형성된 것으로 보아
Rooton에서 발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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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1)

Effects of different NaNO3 on the differential expression
of HVPUFA genes in Marine Microalga Isochrysis sp
Sunirmal Sheet, Yang Soo Le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igh Value Polyunsaturated Fatty Acids (HVPUFAs) are given high-priority in daily diet because of its
crucial role in normal brain development as well as function for human health. So, in this study directly
addressed the issue by focusing on the impacts of nutritional factors like nitrogen stress condition on algal
biochemistry specifically related to HVPUFA production processes. The effects of nitrogen stress condition on
biochemical composition and differential expression of different HVPUFA producing enzyme encoding genes
were examined after growing the marine microalgae Isochrysis sp under different NaNO3 concentration 100
mg/L, 300 mg/L, 25 mg/L. To analysis the impact of nitrogen depletion and repletion stress on algal growth,
biochemical composition, photosynthetic rate and the differential expression of different HVPUFA producing
enzyme encoding genes; the wet biomass, total lipid, chlorophyll content and gene expression were analyzed
after 3rd, 5th, 7th and 10th day of treatment of nitrogen stress to alga. The highest lipid accumulation on 7th
day under nitrogen starvation condition (25 mg/L) was confirmed by Nile red fluorescence dye method. But
the chlorophyll content found to be maximal on 5th of treatment under 100 mg/ml concentration and the
highest biomass content was observed on 7th day in 300 mg/ml concentration. After semi-quantitative PCR
analysis of specific HVPUFA biosynthesis gene, results reveled that transcription level of target genes (∆ 4
Des, ∆ 5 Des, ∆ 6 Des) has been up regulated in nitrogen depleted condition. Our results show that
nitrogen depleted influence micro algal metabolism and HVPUFA productivity, which should be of great
interest to scale up HVPUFA production by using microalga as a sustainable source after changing their
metabolic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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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2)

융합현장교육 프로그램인 『STEAM R&E』을 통한 청도 지역에
위치한 산란계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신선도 향상에 관한
연구(1)
최형규·문상철·박정민·박부건
청도고등학교

1. 서론
먼저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는 십전대보탕 부산물을 아무런 대책 없이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십전대보탕은 10가지 서로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Chino et al., 2008; Liu et al., 2008), 추출 후 남은 부산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융합현장교육(STEAM R&E) 프로그램에서는 자원 재활용면에서 한약재인 십전대보탕을 추출하고
남은 십전대보탕 부산물을 산란계 사료첨가제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산란계 분야 적용하여 산란
계 생산성 및 계란 신선도를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산란계 사양시험은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수행하였고, 산란계 사양프로그램에 준하
여 실시하였다. 40주령 완전임의배치법으로 실험설계 되어 Hy-line Brown 120수를 2처리구(대조구와 십전대
보탕 부산물 첨가량 1%), 6반복, 반복당 10수로 하였다. 사양시험은 총 8주 동안 실시하여 사료와 물은 자유
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점등, 온도 및 환기는 자동조절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조절 되도록 하였다. 산
란계 사양시험의 생산성 항목은 일계 산란율, 1일 산란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이었다. 계란은 산란계용
사료를 급여 후 2주마다 생산된 계란 처리구별로 30개(6반복*반복당 5개)를 수집하여 계란분석기를 이용하
여 Haugh unit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산란계 생산성 평가 항목으로서 일계 산란율(hen-day egg production)과 사료요구율(feed:gain ratio)은 처리
구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지만(p<0.05), 이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십전대보탕 부산물을 자원
생산면에서 가축 사료첨가제로 활용한다면 산란계 농가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1일 산란량(daily egg mass)과 사료섭취량은(feed intake)은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사료첨가제인 십전대보탕 부산물을 산란계 사료에 계란 신선도(Haugh Unit, HU)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0주과 2주를 제외하고(p>0.05), 4주, 6주 및 8주에서는 두 처리구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전체적으로 신선도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대조구에 비해 십전대보탕 부
산물 처리구가 신선도가 높았다. 특히, 십전대보탕 부산물 처리구가 신선도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십전대보탕 부산물의 유효성분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Chino, A., Sakurai, H., Choo, M. K., Koizumi, K., Shimada, Y., Terasawa, K., Saiki, I., 2005, Juzentaihoto, a
Kampo medicine, enhances IL-12 production by modulating Toll-like receptor 4 signaling pathways in
murine peritoneal exudate macrophages, Int. Immunopharmacol, 5, 871-882.
Liu, H., Wang, J., Sekiyama, A., Tabira, T., 2008, Juzen-taiho-to, an herbal medicine, activates and enhances
phagocytosis in microglia/macrophages, Tohoku J. Exp. Med., 215,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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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의 효과적 확보방안
연구
1)

2)

신광수·배성미 ·김종대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MBA,

1)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전공,

2)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1. 서론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본격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제도이행
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쇄제도를 병행한다. 상쇄제도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온실가
스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이다. 기업의 과거 CSR 활동을 통
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상쇄제도에 등록하여 배출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
시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분석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67개의 연료전환사업의 가장 효율
적인 추진방안으로 정책 감축사업이 가장 부합하는 사업 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67개의 개별사업 중 갱신형
은 총 60개, 고정형은 총 7개로 결정하여 인증유효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연간 온실가
스 감축량은 35,195 tCO2이며, 배출권 거래 단가는 21,104 원/tCO2를 고려하였을 시 연간 약 7억 4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기업이 과거에 추진했던 CSR 활동의 결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략화하
여 상쇄제도에 등록 및 인증하는 것이 기업의 당면과제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
는 방안임에 틀림없으며 나아가 배출권으로 인한 수익확보를 통하여 기업의 CSR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
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CSR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CSR
로 인한 지출규모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CSR 활동은 과거 단순한 기부로 출발해 현재는 기업의 이윤과 관
련 있는 사회·환경적 공헌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CSR 지출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증대되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업의 CSR 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CSR 활성화에 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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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첨가제로서 발효홍국 어성초를 이용시 오리농가의 경제성
평가
1)

2)

최인학·김창만 ·최정훈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과,

1)

대구대학교 화학교육과,

2)

한양대학교 기초융합연구원

1. 서론
우리나라의 사료첨가제 기술은 배합사료와 비슷하게 배합기술과 가공기술, 품질 확보 및 평가기술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료 혹은 사료첨가제 원료의 경우, 원료를 조합하거나 배합하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기술 레벨이 낮아 몇 개의 선두업체를 제외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진출, 경쟁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이종택,
2014). 더 나아가, 사료첨가제로서 오리농가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경제성 평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효홍국 어성초를 사료첨가제로서 오리농가에 적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오리사양시험은 240수를 4처리(대조구, T1(1% fermented Houttuynia cordata powder with red koji),
T2(1% fermented Houttuynia cordata pelleted with red koji) 및 T3(1% fermented Houttuynia cordata coated
with red koji), 4반복, 반복당 15마리로 하여 38일 동안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는 이 오리농장에서 실제 평
가된 오리 10,000수를 기준으로 각 처리구별로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양기준 38일 기준으로 평가하였
다(실제 농가에서 사양하는 42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3. 결과 및 고찰
전체중량과 생체단가를 곱한 비용과 연료보조비를 합한 금액이 총합계 비용으로서 1% 발효홍국 어성초
코팅 처리구(T3)에서 높았고 1% 발효홍국 어성초 펠렛 처리구(T2)와 1% 발효홍국 어성초 분말 처리구(T1)
는 비슷한 비용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조구에서 총합계 비용이 가장 낮았다. 병아리 비용, 사료비용, 작업
비용, 사료첨가제 비용, 작업반경비 및 계근비용을 합한 금액이 합계 비용이 되므로 이 역시 총합계 비용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의미는 합계 비용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사료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경제성 평가는 1% 발효홍국 어성초 코팅 처리구(T3) > 1% 발효홍국 어성초 펠렛 처
리구(T2) 1% 발효홍국 어성초 분말 처리구(T1) > 대조구로 나타나 T3 처리구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이를 실제 농가에서 사양이 여섯 번 정도의 회전기간이 적용되므로 T3 처리구와 대조구의 차이는 약
86만원이 되므로 여기에 6번의 회전율을 곱하면 1년 동안 약 516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T2 처리구는
약 360만원, T 처리구는 약 19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도 발효홍국 어성초를 오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참고문헌
이종택, 2014, 사료첨가제 제조기술과 시장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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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홍국 어성초를 오리사료에 첨가시 오리 가슴살에 미치는
영향
1)

1)

1)

최인학·주영호 ·이혁준 ·김삼철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과,

1)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BK21Plus,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 서론
항생제 대체 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사용은 가축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성 향상
이 기대되며, 가축의 건강증진(면역력)으로 인하여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료첨가제로서 발효홍국 어성초를 오리사료에 첨가시 오리육질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육질분석을 위해서, 오리를 사양시험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 절식한 후 도축하였다. 오리도축은 전기충격
에 의하여 기절시킨 후 칼을 이용하여 경동맥부분을 절개하였다. 방혈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후 오리의 모든 조직을 제거하였다. 오리조직으로부터 가슴살을 채취하여 육질분석에 이용하였다. 가슴살 분
석 항목은 pH, TBARS(Sinnhuber and Yu, 1977), DPPH-radical scavenging(Blois, 1958)이었고, 저장성 평가
는 0, 3 및 7일에서 실시하였다. 처리구는 대조구, T1(1% fermented Houttuynia cordata powder with red
koji), T2(1% fermented Houttuynia cordata pelleted with red koji) 및 T3(1% fermented Houttuynia cordata
coated with red koji)였다.

3. 결과 및 고찰
오리 가슴살에 대한 육질평가는 먼저 pH의 경우 저장기간에 따라 0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지만, 3
일과 7일령에서는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그러나 pH는 처리구간에 특별히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항
산화 지표로 알려진 TBARS는 저장기간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구간에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었다(P<0.05). 그러나 7일차의 처리구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항산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0
일과 3일차에서는 1% 발효홍국 어성초 코팅 처리구(T3)와 1% 발효홍국 어성초 펠렛 처리구(T2)가 TBARS
지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는 저장기간에 따라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3일차까지로 볼 수 있
다는 점이다. 항산화의 지표로서 평가하는 항목인 DPPH radical scavenging은 3일과 7일차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0일에서는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리구간에 DPPH radical
scavenging 활성은 1% 발효홍국 어성초 코팅 처리구(T3)와 1% 발효홍국 어성초 펠렛 처리구(T2)에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 의미는 항산화가 증가된다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Blois, M. S., 1958, Antioxidant determination by the use of a stable free radical, Nature, 181(4617),
1199-2000.
Sinnhuber, R. O., Yu, T. C., 1977, The 2-thiobarbituric acid reaction, an objective measure of the oxidative
deterioration occurring in fats and oils, J. Jap. Soc. Fish. Sci., 26, 25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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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제형 UV경화용 코팅제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온도의
영향
1)

이원기·배성국·노건호·박찬영·이민규·이창한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

부산가톨릭대 환경행정학과

1. 서론
화학공업에서 온실 가스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의 제어는 아마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 문제일
것이다. UV-경화 polyurethane acrylates(PUAs)는 VOCs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코팅에 널리 사용된다.
열-경화 PU와 비교할 때, UV-경화 PU는 건조가 빠르고, 많은 배합이 가능하며, 에너지 소비가 적고, 열 안
정적이고, 경화장치의 필요 공간이 작다는 장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고분자 물질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인
장강도와 탄성계수가 감소하고 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를 이용한다면, 가교도를 이용하여
필요한 경도를 확보하고, 부족한 성형성은 고온상태에서 성형을 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2. 실험 방법
6관능 올리고머 함량과 올리고머 모노머 비율이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배합표를 조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60(55:5)*는 Table 1의 조성과 동일하며, 전체 올리고머 함량이
60 wt%이고, 2관능, 6관능 올리고머 비율이 55:5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Table 1. 6관능 올리고머와 올리고머/모노머 함량에 따른 샘플 명
Oligomer (wt%)

Samples name

Oligomer ratio
(2:6 functions)

70

60

50

50:10

70(50:10)

60(50:10)

50(50:10)

55:5

70(55:5)

60(55:5)*

50(55:5)

60:0

70(60:0)

60(60:0)

50(60:0)

3. 결론 및 고찰
60

60 (50 : 10)
60 (55 : 5)
60 (60 : 0)

50

Stress (MPa)

Fig. 1은 60(50:10), 60(55:5), 60(60:0) 3가지 샘플을
이용하여, 올리고머 함량은 동일하지만 6관능 올리고머
함량을 달리하여 UTM을 측정 결과이다. 6관능 올리고
머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와 탄성계수가 증
가하고 신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6관능 올
리고머가 가교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성형성과 경도
두 가지 모두 중요한 PCM의 스펙이지만, 가교도를 중
심으로 상반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가교도를 부여하여 경도를 확보하고, 불리한
성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성형하게 되면, 성
형성과 경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0
30
20
10
0

0

5

10

15

20

Strain (%)
Fig. 1. Stress-strain curves of various coating films
after UV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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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green body의 물성에 미치는 실리카분말, 경화제
및 첨가제 등의 영향
1)

1)

김민섭·김태현·장충식 ·박근덕 ·노건호·이원기·박찬영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1)

㈜쌍용선재

1. 서론
일반적으로 세라믹스 성형방법은 성형체의 형상과 제품의 요구특성에 따라 다수 있으며 이들 성형방법 중
주입성형은 금형성형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마찰현상에 의한 압력손실이나 불균일한 압력전달 등이 없고,
설비가 저렴하고 성형체의 형상이나 치수에 제한을 받지 않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
편 주입성형 공정은 slip의 조제, 성형, 탈형, 건조 등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며 성형과 건조과정 사이의 고
형화소지, 즉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성형체가 주입성형 공정에서 탈형이나 가공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
정을 거친다. 고형화소지는 자체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조강도 및 응력의 변화에 대한 탄성 및 가소성도 지
니고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특성은 고형화 소지내의 수분의 분포 및 수분함량,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등
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형화 소지내의 수분량, 수분분포 및 미세구조 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성형체 내의 실리카 분말, 분산제 및 경화제 등의 첨가량이 ceramic green body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출발물질로서 실리카 분말, slip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분산제, 성형체의 성형을 위한 경화제, slip의 pH 조
절을 위한 HCl, NaOH 등을 사용하였다. 실리카 분말의 주입성형 공정은 먼저 실리카 분말에 증류수를 가하
여 적정한 solid content를 갖도록 하며 24시간 ball mill에서 습식혼합하여 slip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slip은
분산제 및 경화제의 량, pH 등을 변화시키면서 pH에 따른 제타전위 및 점도, 분산제의 첨가량에 따른 점도
및 제타전위 등을 측정하여 실리카 분말 slip의 제조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slip을
이용하여 석고 mold에서 사각시편 및 관형시편을 성형하였다. 성형된 사각시편 및 관형시편은 반응 소결하
기 전에 성형체내에 잔존하는 분산제나 pH조절제 등의 유기물을 휘발시키기 위하여 고온에서 열처리한 후
1550℃에서 30분 동안 유지시켜 반응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4. 참고문헌
Adake, C. V., Bhargava, P., Gandhi, P., 2015, Effect of surfactant on dispersion of alumina in
photopolymerizable monomers and their UV curing behavior for microstereolithography, Ceram. Int., 41,
5301-5308.
Eckel, Z. C., Zhou, C. Y., Martin, J. H., Jacobsen, A. J., Carter, W. B., Schaedler, T. A., 2016, Additive
manufacturing of polymer-derived ceramics, Science, 351, 58-62.
Liew, L. A., Zhang, W. G., An, L. N., Shah, S., Luo, R. L., Liu et al., 2001, Ceramic MEMS new
materials, innovative processing and future applications, Am. Ceram. Soc. Bull., 80,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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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토사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전근영·박제철
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2015년도 국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98,259톤/일이 발생되고 이중 순환토사는 7,658톤/일이 발생됨으로서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3.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순환토사의 처리현황은 다른 건설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재활용률에 비해 비교적 낮다. 이는 아직까지 재활용기술 및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대
부분 단순 매립 등 저급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토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용
처가 제한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내부에 장기간 대량으로 적치되어 있는 등 경제․환경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Kim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환토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육실험 및 성분분석을 통해 농지 개량용, 농지 저지대 매립용으로 순환토사의 적용 가능
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순환토사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과 입경의 차이가 일반 농지 토양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농업용
으로 순환토사가 사용될 시 사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환토사 혼합비별 발아실험과 혼합비별
생육실험에서 순환토사와 원예용 상토를 완전 혼합하여 검토하였다. 저지대 매립용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식생대층을 원예용 상토로 하고 하층토 부분은 순환토사로 매립하여 비율에 따른 작물 성장 차
이를 검토하였다.
순환토사의 입경분석은 체가름시험을 KS F 2309-95변형법을 통하여 통일 분류법에 의한 입도를 분석하고
미국농무성법에 의한 토성구분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특성은 「순환골재 품질기준」(한국건설자원협회, 2013)
에 제시되어 있는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화학적 특성은 pH와 중금속 8가지
항목(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MOE,
2015).

3. 결과 및 고찰
순환토사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성․복토용으로 사용 시 물리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일분류법에 의한 분류는 SW와 SP계열이었고, 토성 구분은 양질사토로 나타났다. 순환토사를 농지개량용으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토 및 미사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순환토사의 화학적 특성평
가결과 pH는 7.0-8.4의 범위로 나타나 일반 농지에 쓰이는 토양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금속
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발아실험 결과 순환토사를 기존 원예용 상토에 75%
미만으로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 발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실험 결과는 순환토
사 함유량이 40% 미만일 때에는 생육장해 정도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순환토사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순환토사의 비율이 40% 이하까지는 생육장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순환토사를 농지토양과 혼합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나 영양분과 pH 등 생육
조건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한국건설자원협회, 2013,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실행용
역, 1-54.
Kim, Y. M., Kim, W. J., Kim, G. H., Yang, S. J., 2005, Soil-cement effect for recycling of the selected soil
in wasted disposal fill, Korean Society for Civil Engineering, 10, 2748-2751.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15,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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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 과육과 과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교
이현지·손찬양·임지우·윤정서·노정숙·정갑섭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감귤속 상록수 열매인 자몽(grapefruit)은 포도와 유사한 향이 있고 과육은 흰색으로서 즙액이 풍부하고 달
고 시면서도 쓴맛이 약간 있으며, 과피는 가죽질로서 매끄러운 형태를 가진다. 자몽의 과피유(peel oil)는 다
른 감귤유와 함께 탈 terpene 후 에센스나 유화향료로 과실음료에 사용된다. 쓴 맛 성분인 결정성의 naringin
도 함유되어 있으며, 특유의 향성분으로 nootkatonel과 1-p-menthene-8-thioll이 확인되어 자몽과즙의 body감을
재현하기 위해 조향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valencene와 eudesmane에 관련된 15종의 seskiterpene이 자몽
과즙으로부터 분리, 동정되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자몽 중의 naringin은 항알러지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및
항염증 작용 등 각종 약리적 활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용성분 함량에 비하여 활성의 규명은 미
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몽 과육과 과피를 물과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
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자몽을 과육과 과피로 분리하여 건조한 분말에 각각 10배의 물과 70% 에탄올로 20시간 교반추출한 다음
정성여과지로 흡인여과하여 여액을 추출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하여 자몽 부위별, 용매별 측정결과를 비교하였다. 이화학적 추출특성으로 추출수율, 당도, 몇 가지 기능성
분의 함량 등을 측정하였으며, 항산화 활성으로는 추출물의 철환원력, 전자공여능, ABTS 소거능 및 pH에 따
른 아질산염 소거능 등을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은 상용제품인 BHT의 활성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자몽을 과육과 과피로 분리하여 물과 70%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물(과육-물:GFW, 과육-에탄올:GFE, 과피물:GPW, 과피-에탄올:GPE)의 수율은 46-65%의 범위였으며, 당도는 5-23.7 Brix로 측정되었다. 흡광도 측정
에 의한 각 추출물의 10배 희석용액의 방향족 화합물 함량은 4.01-4.19였으며, naringin상당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1252 mg/100g인 GPW가 가장 높고 1200-1252 mg/100g의 범위였다. Gallic acid로 환산한 페놀성 화합
물 함량은 346-369 mg/100g 범위로서 GFE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환원력은 GPE>GPW>GFE>GFW의 순이었고, DPPH radical소거능에 의한 전자공여능은 GFE>GFW>
GPE>GPW의 순으로서 22-92%의 범위로 측정되어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높은 경우 전자공여능도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각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에 대응되는 농도로 측정한 상용인 BHT의 전자공여능에 비하여
14-92.3%의 넓은 범위로 측정되었다. Ferrozine을 이용한 금속이온 제거능은 16.5%의 GFW가 가장 높았고
1.44-16.5%의 범위로 상당히 낮게 측정되었으며, GFW>GPE>GPW>GFE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질산염 소거
능은 pH 1.2에서 GPE 61.9%>GPW 59.9%>GFW 48.9%>GFE 46.3%의 순으로 비교되었으며, pH 증가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GFE를 제외한 3개의 추출물은 BHT 소거능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4. 참고문헌
Hwang, K. S., Choi, K. J., Nam, Y. S., Lim, D. S., 2009, Microscopic study of decomposition-inhibition
effect in grapefruit-seed extract in rat kidney, Korean J. Microscopy, 39(4), 325-332.
Kim, Y. H., Ahn, B. S., 2014, Study on development of fermented sausage using grapefruit extract and
kimchi extracted starter culture, J. East Asian Soc. Dietry Life, 24(1), 70-79.
Ko, M. J., Kwon, H. L., Chung, M. S., 2014, Optimum conditions for extracting flavonones from grapefruit
peels and encapsulation of extracts, Korean J. Food Sci. Technol., 46(4), 46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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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과 자몽 착즙의 이화학적 특성
손찬양·이현지·임지우·이진아·노정숙·정갑섭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과일 주스는 70년대 이후 음료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커피, 차와 함께 주요 음료산업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과일원액에 물과 과일향 등의 첨가물이 더해진 농축주스가 주류였으며, 2013년 이후 3개년간
주스시장의 규모가 10,3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착즙주스는 308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성장하
는 등 최근에는 과일이나 채소를 그대로 착즙한 착즙주스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착즙주스는 농축주스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제조과정에서 열처리를 하지 않아 영양소 파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자몽은 감귤속
(Citrus)에 속하는 Grapefruit 나무의 열매로서 과육뿐 아니라 과피를 포함하여 열매 전체에 특유 향성분이
나 항산화 및 항균 기능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레몬도 시트랄, 리모넨, 피넨 등 특유 향성분을 함유하
며, 6-7%의 산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레몬 과즙은 각종 음료수의 향미료와 화장품의 향료, 미용음료로 사
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레몬과 자몽 숙과를 착즙하여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측정, 비교하였으며, 이들 결
과를 상용 항산화제의 활성과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판 플로리다산 자몽과 레몬 숙과를 구입하여 잘 세척하고 탈피한 후 10개의 개체에서 4축분한 과육을
착즙기로 압착하여 과즙을 얻었다. 이를 No.2 여과지로 흡인여과하여 실험시료로 사용하였다. 착즙의 당도,
염도, 산도,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화합물, 방향족화합물 함량 등 이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착즙의 환원력,
전자공여능, 철환원력 및 아질산염 소거능 등 항산화 활성을 측정,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자몽착즙(GJE)과 레몬착즙(LJE)의 이화학적 특성으로서 고형분 함량은 각각 122.5, 81.7 mg/mL로 얻어졌
으며, 당도는 10.4와 8 °Brix로, 염도와 산도는 0.16, 0.21%와 0.72, 2.58%로 각각 측정되었다. 그리고
naringin에 대응된 총플라보노이드 함량(TFC)은 GJE는 550 mg/100g, LJE는 585 mg/100g으로 측정되었고,
gallic acid에 상당한 총페놀 함량(TPC)은 169와 184 mg/100g의 값으로 측정되어 LJE가 약간 높게 얻어졌다.
또한 GJE와 LJE의 금속이온 제거능은 각각 10.29, 25.44%로 측정되어 TFC와 TPC의 함량에 비례하는 것으
2+
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철환원력은 GJE의 경우 2.35, LJE의 경우 2.17 mM Fe 로 얻어져 거의 유사한 값으
로 측정되었고, ABTS라디칼 소거능 또한 각각 98.93%와 99.15%로 측정되어 TFC나 TPC함량과 동일한 경
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pH에 따른 아질산염 소거능은 GJE의 경우에는 pH 1.2, 3.0 및 6.0에서 각각 58.03,
56.16, 및 41.87%로 측정되었고, LJE의 경우에는 64.62, 40.90 및 26.43으로 측정되어 위액의 화학성과 유사
한 pH 1.2의 조건에서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이 경우 LJE의 소거활성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4. 참고문헌
Kim, H., Lee, M. Y., 2008, Grapefruit juice-drug interaction, Safe Food, 3(3), 23-31.
Kim, H. Y., Ko, S. H., Lee, K. Y., Park, H. Y., 2009, Evaluation of quality of glazed spanish mackerel in
teriyaki sauce added lemon and ginger juice by Sous vide Cook-Chill system-Focus on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quality-, Korean J. Food & Nutr., 22(3), 470-477.
Lee, S. K., 1996, Characterings techniques and adulteration judgment of orange and grapefruit juices, Food
Industry, 133(0), 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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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3/TiO2 나노튜브 소재를 활용한 광원별 자일렌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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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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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무차원 구조의 광반응 나노소재를 1차원의 형태적 변형은 비표면적의 증가를 가지게 됨에 따라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표면산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TiO2는 자외선 조사시 활성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적 적용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원소를 TiO2에 도핑함으로써
가시광 영역에서의 활성도를 높이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처리 적용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가
스상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친환경 합성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음파 합
성법을 이용하여 가시광 유도 광반응 나노물질인 WO3/TiO2를 제조하여 가스상 자일렌에 대한 분해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Ammnium metatungstate hydrate를 텅스텐 산화물의 전구물질로 사용하였으며 TiO2의 전구물질은 titanium(IV)
isopropoxide를 사용하여 초음파기를 이용하여 합성되었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presentative value

Relative Huminity: RH, %

45%

Hydraulic Diameter: HD, mm

10.0 mm

Lamp types

Day light, White LED, and Violet LED

Flow rate (L/min)

1.0 L/min

Target compounds

o-Xylene

Input concentration, ppm

0.1 ppm

3. 결과 및 고찰
100

o-X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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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PDE, %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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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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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 LEDs (0.32 W)
White LEDs (0.32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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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efficiency(%) of
gaseous o-xylene under each light sources.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합성법인 초음파 합성법을 통해 가시
광 유도 광반응 나노소재를 합성하여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인
가스상 자일렌에 대한 각 광원별 분해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일렌에 대한 분해능은 일반램프에서는 95%,
Violet LEDs에서는 85%, 그리고 White LEDs에서는 44%의 분해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WO3 도핑으로 인한 합성된 소재
가 가시광 조사조건에서 활성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광원별 자일렌 분해능으로 Day light가 LEDs보다 높은 효율을 나
타내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보
면 LEDs가 일반램프보다 높은 광촉매 활성도를 가지고 것으로 확
인 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Ma, Y., Lin, Y., Xiao, X., Zhou, X., Li, X., 2006, Sonication-hydrothermal combination technique for the synthesis of
titanate nanotubes form commercially available precursors, Materials Research Bulletin, 41,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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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강도별 합성에 따른 가시광 활성 나노입자의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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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나노소재 합성을 위해 초음파 합성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성, 경제성을 토대로 손쉽게 결정
상의 소재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중요 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초음파를 이용한 화학반응은 수용액상
에서 형성된 공기방울의 형성, 성장 그리고 내파음 붕괴를 포함한 몇 가지 단계로 발생된 음향공동화와 관련
된 물리적 현상에 대해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용액에서 극도로 빠른 냉각률과 짧은 반응시간뿐만 아니라
5,000 K이상의 온도와 800 atm의 극한의 국소적인 환경을 이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일
반적인 조건에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유발시키는데 충분한 조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에
서 발생되는 극한의 국소적인 합성 환경 조건을 이용한 초음파 합성법을 이용하여 텅스텐 산화물 도핑 이산
화티타늄 나노소재에 대한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Ammnium metatungstate hydrate를 텅스텐 산화물(1.0 wt%)의 전구물질로 사용하였으며 TiO2의 전구물질
은 titanium(IV) isopropoxide를 사용하여 초음파기를 이용하여 초음파 강도별 (11.6, 20.3, 29.0, 37.7 그리고
49.3 ㎛)에 따라 나노입자가 합성되었다. 합성된 소재에 대한 특성분석을 위하여 X-ray diffraction
spectrometer, 그리고 BET surface area analyzer를 이용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Characterization of WO3 doping TiO2 prepared by different amplitudes

Amplitude
(㎛)
11.6
20.3
29.0
37.7
49.3

SBET
2
(m /g)
85.6
88.4
93.1
86.9
80.9

Pore volume
3
(cm /g)
0.29
0.28
0.26
0.28
0.24

Crystalline size of anatase Anatase :
(nm)
16.7
80
16.2
80
15.3
80
16.4
80
17.7
80

rutile
(%)
: 0 :
: 0 :
: 0 :
: 0 :
: 0 :

: brookite
20
20
20
20
20

본 연구는 초음파 강도별 합성된 나노소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음파 강도가
증가가 할수록 나노소재의 비표면적이 증가하였지만 37.7 ㎛ 강도에서 합성된 소재의 비표면적이 점차 감소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아나타제 결정체의 크기 또한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음파 강도가 나노소재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러한 결과는 US-tip 타입의 초음파기를 이용하여 순수 TiO2를 합성한 Neppolian et al.(2008)의 연구와 유사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강도에 따른 아나타제, 루타일, 그
리고 브루카이트 성분비에 대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초음파 합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극한의 환경적 요소(고온․고압)들로 인하여 나노소재의 특성
즉, 비표면적, 입자크기, 공극부피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Neppolian et al., 2008, Ultrasonic-assisted sol-gel method of preparation of TiO2 nano-particles: Characterization,
properties and 4-chlorophenol removal application, Ultrasonics Sonochemistry, 15, 64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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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증점제를 사용한 생분해성 세정제 연구
이정세·최재원·이학성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1. 서론
소재의 표면에 오염된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마제를 넣고 고속으
로 표면을 일부 깎는 방법, 고속으로 교반 및 볼밀 등을 넣고 물리적 조작을 실시하고 있다. 세정제는 세정
력을 기본으로 두고, 습윤력, 유화력, 가용화력, 분산력, 방식력, 기포성 저하력 등이 잘 조합을 이루도록 계
면활성제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증점제로 한천과 알긴산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알긴산, 한천, Na2CO3,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limonen을 조합하여 알카리 세정제를
만들었다. 알카리 세정제에 증점제로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agar, sodium alginate를 각각에 일정량을
조합하여 넣고 증점제의 종류에 따른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표면장력을 측정하여 표면장력의 저
하력을 평가하였고, 기포력시험을 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세정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sus 철판에
abietic acid을 부착하고. 세정액을 40℃로 가열하여 시편을 2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정확히 1분간 씻어내
어 건조 후 중량법으로 세정력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중량법으로 세정력을 사용 비교한 결과, 점증제와 상관없이 모두 세정이 100% 제거되었다. Mecellose는
0.4%일 때 7.5 cp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sodium alginate는 0.5%일 때 1.8 cp으로 상승되었다. 표면장력은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가 30 dyne/cm이하이므로 세정제로서의 표면장력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Sodium alginate가
증점제 중에서 기포력 저하력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알카리 세정제에서는 agar만 제외하고 mecellose와
sodium alginate가 세정성능을 향상시키는 기포력저하력과 점도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Viscosity change with thickener concentration.

Fig. 2. Surface tension change according to thickener
concentration.

4. 참고문헌
Jo, H.-J., Shim, I.-W., You, H.-J., Kim, M.-S., Hahm, H.-S., Park, H.-S., Preparation and behavior of high
performance alkaline cleaning agents for steel, J. of Korea Oil Chemists' Soc., 22(1), 15-20.
Kim, M.-H., Kim, S.-Y., Jeong, K.-S., Ju, C.-S., 2007,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queous
cleanser by emulsification of D-Limonene, J. Environ. Sci. Int., 16(8), 87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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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현장교육 프로그램인 『STEAM R&E』에서 계란의 신선도
향상에 대한 사전ㆍ사후 설문 평가를 통한 학생의 전반적인
이해도 조사(2)
최형규·문상철·박정민·박부건
청도고등학교

1. 서론
최근 계란은 살충제 검출이라는 이슈와 소비자들의 불신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점도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도 인근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직접 사양시험이 진행되
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란 신선도 향상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도출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기
존의 계란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실습
수업을 이론수업과 병행하여 현장에 적용 후 융합현장교육 수업이 지향하고자 방향을 사전‧사후 설문 평가를
통해 학생의 전반적인 이해, 문제 해결능력 및 흥미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평가에 있어 참가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4명과 여학생 14명 총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융합현장교육 『STEAM R&E』 청도 지역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의 신선도 향상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시 기간은 2017년 6월 1일-9월 30일까지로
사전‧사후로 설문조사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는 총 10개 항목으로 수업 이해도, 직업세계의 이해도,
과학수업의 가치, 실생활에서 과학수업의 적용, 학습효과, 지식 습득, 동물사양, 융합프로그램, 이론수업 및
이론수업과 실험수업의 중요성으로 설문을 통해 5점 척도의 리커트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평가결과를 보게 되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전‧사후 설문은 총 10개 항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전설문에서는 지식 습득 항목을 제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9개 항목에
서 낮았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인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후설문에서의 결과는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에 남학생이 적극 참여함
으로써 여학생보다 8개 항목에서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동물사양 항목은 집단 평균비교에서 남학생보
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물사양은 동물에게 사료를 주고 키우는 과정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여학생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융합프로그램 항목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똑같은 결과를 보여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이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과학중점학
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같은 인원이 참여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결과
로 보여진다. 이전에 실시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여학생이 많이 참여하여 보다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한 이 융합
인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영향을 주므로 다양성을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참고문헌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2016, 융합인재교육 『STEAM R&E』 최종보고서, 청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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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K/Nrf2 Signaling is Involved in the
Anti-Neuroinflammatory Effect of Novel Compound from
Petasites japonicus in Microglia against 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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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Whan Choi , Geun Ta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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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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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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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icroglia are resident macrophages in the brain that play a prominent role in the first line of immune
defense and the neuroinflammatory response. In addition, microglia provide support for the maintenance of
brain homeostasis under normal conditions. However, several evidences suggest that activated microglia play a
crucial role in the neuropathological course of several neurodegenerative diseases. Mounting evidence indicates
that abnormal activation of microglia could increase neurotoxicity through neuroinflammatory and cytotoxic
factors stimulated with amyloid beta, glutamate, and lipopolysaccharides. Hence, the identification of natural
compounds that inhibit abnormal microglia activation is highly beneficial in the search for therapeutic agents
for neuroinflammation-triggered neurodegenerative diseases.

2. Materials and Method
Microglia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cell viability, expression of molecules related
neuroinflammatory response, and using biochemical techniques, flow cytometry, and western blot assays.

to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the effect of Petatewalide B on the LPS-stimulated microglia
and to explore the role of AMPK/Nrf2 signaling pathway in the anti-neuroinflammatory effects of
Petatewalide B. We found that pretreatment with Petatewalide B strongly alleviated the IL-1b, IL-6 and TNFα production in LPS-stimulated microglia. Petatewalide B also suppressed overexpression of iNOS, and NO
overscreaction in microglia exposed to LPS. AMPK/Nrf2 signaling pathway plays a considerable role in the
induction of anti-neuroinflammatory responses. The results of mechanistic studies have shown that
Petatewalide B increased the nuclear Nrf2 translocation, expression of HO-1 and NQO1 in dose dependent
manner. Furthermore, Petatewalide B also up-regulated phosphorylation of AMPK in dose-dependent manner.
We next evaluated whether blocking the AMPK phosphorylation using inhibitor would have a critical effect
on anti-neuroinflammatory responses. We found the AMPK phosphoryl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nuclear
Nrf2 translocation and elevated expression of HO-1 and NQO1. Our data also show that AMPK inhibitor
pretreatment significantly reversed Petatewalide B-attenuated iNOS promoter activity in LPS-stimulated
microglia.

4. References
Wang et al., 2013, A Dietary polyphenol resveratrol acts to provide neuroprotection in recurrent stroke
models by regulating AMPK and SIRT1 signaling, thereby reducing energy requirements during
ischemia, Eur. J. Neurosci., 37(10), 1669-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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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2-mediated Neuroprotection against
Oxygen-Glucose Deprivation/Reperfusion Injury by
Novel Compound from Polygonum multifl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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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3)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1. Introduction
Neuroinflammatory response-induced neuronal cell death may be involved in various neurodegenerative
disorders such as Parkinson’s Disease (PD) and Alzheimer’s Disease (AD), and is caused at least, in part, by
microglial activation. Microglia, which are resident immune cells in the brain, are both active sensors and
variable effectors in normal and pathological brains. Even though natural compounds have been used for
treating several neurodegenerative disease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ir traditional use and mechanisms
of action. The novel compounds have been isolated from Schisandra chinensis, which has been used for
centuries in Southeast Asia as a food and for its anti-inflammatory, anti-viral, and neuroprotective effect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 of novel compounds from Schisandra chinensis on TLR2/4 agonist-induced
neuroinflammation in microglia.

2. Materials and Method
Human neuronal SH-SY5Y cells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cell viability, lactate dehydrogenase levels,
expression of molecules related to apoptotic cell death, and using biochemical techniques, flow cytometry, and
western blot assays.

3. Results and Discussion
Emodin reduced OGD/R lead to neurotoxicity in SH-SY5Y cells. OGD/R significantly increased levels of
cleaved PARP, cleaved caspase-3, cleaved caspase-9, p53, p21, and Bax protein. However, emodin treatment
effectively inhibited these OGD/R-induced changes. Emodin treatment also increased HO-1 and NQO1
expression in a dose- and time-dependent manner, and caused ARE transcription activity and nuclear Nrf2
accumulation. Emodin phosphorylated AMPK and GSK3b, and pretreatment of cells with an AMPK inhibitor
suppressed emodin-induced nuclear Nrf2 accumulation and HO-1 and NQO1 expression. AMPK inhibitor
treatment decreased GSK3b phosphorylation, suggesting that AMPK is upstream of GSK3b, Nrf2, HO-1, and
NQO1. Emodin’s neuroprotective effect was completely blocked by HO-1, NQO1, and Nrf2 knockdown and
an AMPK inhibitor, indicating the action of AMPK/GSK3b/Nrf2/ARE in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emodin
subjected to OGD/R.

4. References
Gao et al., 2015, Totarol prevents neuronal injury in vitro and ameliorates brain ischemic stroke: Potential
roles of Akt activation and HO-1 induction, Toxicol. Appl. Pharmacol., 289(2), 142-154.
Wang et al., 2013, A Dietary polyphenol resveratrol acts to provide neuroprotection in recurrent stroke
models by regulating AMPK and SIRT1 signaling, thereby reducing energy requirements during
ischemia, Eur. J. Neurosci., 37(10), 1669-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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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vinyl acetate-co-ethylene) 에멀젼 물성에 대한
가소제 효과
이원기·최용해·박찬영·박덕제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

1)

㈜세영네트워크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모든 산업은 무독성 내지 저독성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독성 물질의 사용 규제와 환경 법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접착제의 경우도 과거에는 대
부분 휘발성 용매를 이용하여 제조하였기 때문에 제조 중에 화재 위험, 대기 오염, 그리고 인체 등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휘발성 용매 대신 물을 이용한
중합법을 개발 하였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미 수계 접착제가 상품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생산원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하루 빨리 기술을
개발하여 뛰어난 물성의 수계 제품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실험 방법
중합에 사용된 VAc는 미국의 셀라니스 사 제품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부 단량체로 사용된 에틸렌은
SK chemical사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압축하여 사용하였다. 보호 콜로이드로 사용된 PVA는 미국 셀라니스사
의 제품으로 부분 검화물로 중합도가 각각 500과 1700인 Celvol 805, 823제품을 사용하였다.
Table 1. Properties for PVA
1)

Grade

Hydrolysis, %

Viscosity, cps

Celvol 805

87.0-89.0

5-6

Molecular weight range
31,000-50,000

Celvol 823

87.0-89.0

22-30

85,000-150,000

1)

4% solution in water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VAE에멀젼 수지의 중합시 보호콜로이드로 사용되는 PVA의 농도 및 중합도, 검화도에
따라 최종 VAE에멀젼 수지의 점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PVA을 이용하여 VAE에멀젼 수지 중
합시 pH의 변화, 그라프트율 및 PVA의 물성 변화에 따라 점도 및 swelling index 등이 변화함을 알 수가 있
었다. 즉 pH가 증가할 수 록 그라프트율이 감소하고, 검화도 (비누화도)가 증가하면 점도가 낮아진다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 조성사업단의 2017년 산학융합기술개발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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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인듐-주석 산화물을 이용한 고순도 산화 인듐의 제조
구수진·이민규·주창식·박찬영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1)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1. 서론
ITO target (Indium Tin Oxide target)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본 소재로,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ITO target은 먼저 고 순도의 산화 인듐을 산화주석과 혼합한 후 소성하여 인듐주석 산화물을 만들고, 이를 유리 표면에 코팅하여 전도성 투명 박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불행
히도 이 코팅 과정에서 약 3%의 인듐-주석 산화물만이 박막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코팅 장치 등에 부착되었
다가 폐기물로 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로 배출되는 고가의 인듐-주석 산화물을 재활용하여 고 순도의 산화 인듐을 제조하
는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및 방법
폐 ITO target을 5% KOH 수용액으로 전처리 한 후 미세하게 분쇄하여, 200 mesh 이하의 입자를 고순도
산화 인듐 제조에 사용하였다. 폐 ITO target 입자를 옥살산에 용해시켜 인듐-옥살산 염을 생성시키고, 재결
정 공정으로 순도를 높인 후 600℃의 전기로에서 소성하는 방법으로 고순도 산화 인듐을 제조하였다.
폐 ITO target과 제조된 산화 인듐의 조성은 ICP-OES(Optima, 5300DV, Perkin Elm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결정구조와 입자 크기는 X선 회절장치(XRD, Rigaku D/Max 2500, Japan)와 전자현미경(SEM,
Hitachi-2400, Japan)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폐 ITO target을 옥살산과 침전 반응시켜 인듐-옥살산 염을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침전 반응 조건을 조절
하여 생성되는 염의 순도와 회수율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인듐-옥살산 염은 반응이 8시간 이상 진행되면 생성
되었고, 폐 ITO target의 양과 옥살산 수용액의 비(solid dosage)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염의 순도가 감소하
였다. 그리고 옥살산 수용액의 농도와 침전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순도의 염이 생성되었다.
최적 조건에서 생성된 인듐-옥살산 염의 최고
순도는 99.921%이었으나, 재결정 과정을 거치면
99.99%까지 증대되었다. 이 경우, 회수율은 97%에
서 91%로 감소하였다.
생성된 인듐-옥살산 염을 600℃에서 4시간 이상
소성하면 산화 인듐을 얻을 수 있었다. 생성된 산
화 인듐의 순도는 99% 이상이었고, 입자 크기는
20-50 nm이었다.

4. 참고문헌
Barakat, M. A., 1998, Recovery of lead, tin and indium from alloy wire scrap, Hydrometallergy, 49(1-2),
63-73.
Kwon, T. N., Jeon, C., 2012, Selective adsorption for indium(III) from industrial wastewater using chemically
modified sawdust, Kor. J. Chem. Eng., 29(12), 1730-1734.
Minami, T., 2008, Present status of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hin-film development for Indium-Tin Oxide
(ITO) substitutes, Thin Film, 516, 582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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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14)

흡연지정지역에서 흡연에 따른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 분석
신승호·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1. 서론
최근 인체유해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흡연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흡연
을 하였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담배는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도 흡연자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결과
가 나타남으로서, 흡연지정지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흡연지정지역은 일
반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동하는 비흡연자의 경우 간접흡연과 동일하게 담
배연기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 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가 노출형 흡연지정지역
에서 흡연시 잔존농도를 분석하여, 노출형 흡연지정지역의 효용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2. 방법
학교 내 흡연지정지역과 비흡연지역을 선정하여, 흡연지정지역의 경우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대기 후 바탕실험을 진행하였다. 흡연시 측정데이터는 총 7인의 흡연자를 분석장치 주변 반경 1.5 m
이내에 배치하여 흡연시와 흡연 종료 후 10분까지 10초 간격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비흡연지역의 경우
10초 간격으로 3분간 측정하였다. 측정횟수는 동일한 조건으로 총 6일을 실시하였다. 측정 이용 기기는
Graywolf Xtra 61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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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ntration of carbon monoxide in the smoking
area (SMA-1,2,3) and non smoking area
(NSMA-1,2).

Fig. 2. Variation of carbon monoxide concentration for
the 10 minutes at the smoking area-1,2,3.

흡연지정지역과 비흡연지역의 경우 잔존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Fig. 1에서 나타내
었다. Fig. 2에서는 흡연지정지역에서 흡연시, 흡연종료 후 10분 동안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흡연시 최대 2.0 ppm, 종료후 5분까지는 최대 1.3 ppm으로 잔존하였으며, 바탕농도로 낮아질 때까지 평균
10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점은 노출형 흡연지정지역일 경우 흡연 후 약 5분까지는 주변지역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노출형 흡연지정지역일 경우 주변에 비흡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Jo, W. K., Oh, J. W., 2003, Evaluation of CO exposure in active smokers while smoking using breath
analysis technique, Chemosphere, 53, 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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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PC11
이진아 PE5
이진홍 PD11
이창하 산학관Ⅱ
이창한 학술상, PC4, PC14, PC16,
PC20, PE1
이철민 PA20, PA21, PA22, PA23
이충모 PB9, PB18
이충은 OD6
이태진 O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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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자임빈바바 PA18, PA24
장동혁 OD6
장인수 OB2, PB12
장철현 PA4, PC1
장충식
전근영
전병일
전성수
전영신
전원배
전항탁
정갑섭
정강영
정경숙
정병길
정우식
정인철
정일문
정재성
정재원

PE2
PE3
OA2, PA5
PB12
PD6, PD7
OA14, PA3
PB18
산학관Ⅰ, PE4, PE5
OB3
PA20, PA21, PA22, PA23
PB11, PC11
OA3, OA4, OA7, OA8,
OA10, PA11, PA25
PC10
PB23, PB25
PB29
PC5, P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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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현
정주현
정주희

PA20, PA21, PA22, PA23
OD1
PA15

최병준
최선연
최수연

OD5
PC13
PB5, PB6, PB13, PB14,

정지호
정진문
정진희
정철운
정태화
정현석
정희재
정희태
조경래
조경민
조 국
조민규

PA12
PD2
PB11, PC12
PD6, PD7
PC9
OD5
OD15
OA13, OC3
PD2
OA13, OC3
OA11
PA12

최양호
최영익
최요환
최용해
최원준
최유나
최인배
최인학
최임조
최재원
최정구

PB15
OB6, OB7
PC10, PB11
OA9
PE12
OD5, OD6, OD7, PD9
OA6
PB16
OE4, OE5
PA6
PC8, PE8
OB2

조성빈
조성아
조완근

조은비

OA5
OD4
PA6, PA7, PA8, PA9,
PA10, PA12, PA13, PE6,
PE7
PC15

최정동 OB2, PB12
최정학 PC4, PC20, PE6
최정훈(한국농어촌공사) OB8, OB9
최정훈(한양대) OE4
최종영 OD1
최형규 OE2, PE9

조은일
조중식
조태동
조현길
주경호
주영호
주진희
주창식
지현조

OB1, PC16, PC18
PB12
OD12, OD13, PD12
OD15, OD16, OD17
OB6, OB7
OE5
OD1, OD2, OD3, OD4
PE13
PB11

최홍영

진연지

PA6, PA7, PA8, PA9,
PA10

ㅊ
차진호
채주환
최광복
최기충
최길용
최나경
최낙중
최낙훈
최대현
최만영
최민선

OD8
PC5, PC6
PB27
PC5
OA11
OD5
PD1
PD8
PD9
PD1
OD3

PA12

ㅎ
한상훈
한승범
한재경
함세영

PD6
OA5
OD11, PD5
PB9, PB18

허경춘
허재은
현범석
홍금선
홍승주
황미경
황서영
황용식
황은주
황재복
황재석
황태환

PA17
PC13
OB1
OD13, OD14, PD12, PD13
PC17
PA16
OD7
OA2, PA5
PC6
PB16
OD7
PD11

ABC
Geun Tae Park
Jong R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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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10, PE11
PC21

Moon Ki Park
Sang Chan Kim
Seon Yeong Chae
Seong Ho Ha
Sook Jahr Park
Sun Young Park
Sunirmal Sheet
Yang Soo Lee
Young-Whan Choi

PC21
PC21
PE10, PE11
PC21
PC21
PE10, PE11
OE1
OE1
PE10, P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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