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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존경하는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2018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자문단회, 환경사진 공모전, 경주 일원
환경탐사 등 푸짐한 축제가 천년고도 경주에서 2018년 11월 1일
부터 3일간 시작됩니다.
우리 (사)한국환경과학회는 1992년 4월에 창립하여 26년간 학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봉사와 배려를 해주신 여러 회원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각 위원회와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사)한국환경과학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사)한국환경과
학회지 제27권 발간, 봄 정기워크숍(5월/㈜자이솜), 여름 정기국제
학술워크숍(7월/영국), 가을 정기학술대회(11월/경주), 이사회(격월),
편집위원회(격월) 등이 개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시행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11월 정기학술대회 또한 목표편수를 뛰어
넘는 등 학회를 위한 노력과 학술적 발전에 도움을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사회가 요구하며 기대하는 발전을 위하여 역대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방향제시와 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사)한국환
경과학회가 되도록 다 함께 2019년도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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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 백지성 OD2 이상걸
OD3 표수 OD4 최병기
OD5 서경미 OD6 박제민
OD7 김언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00

신진연구자 발표Ⅰ 김민철(제주대 토목해양공학과)
신진연구자 발표Ⅱ 조경민(KAIST 생명화학공학과)
신진연구자 발표Ⅲ 최길용(울산의대 의과학과)
(좌장: 오인보)

10:00~

화랑 A홀
화랑 A홀
화랑 B·C홀
3층 로비
화랑 A홀
화랑 A홀

제4발표장
(원화 B홀)
융

합

환

경

좌장: 김지훈, 신승호
OE1 김상호 OE2 김창만
OE3 최인학 OE4 김종대
OE5 수니르말 OE6 김미정

화랑 A홀

포스터 발표 및 심사
(원화 A홀)

제1발표장
(화랑 A홀)

제3발표장
(화랑 C홀)

대 기 환 경

녹지·생태환경

좌장: 황용식

좌장: 조태동

일 반

포 스 터

좌장 : 분과별 학술위원회

OA7 박정호 OA8 이영곤 OD8 최종선 OD9 최원준
OA9 채다은 OA10 김현수 OD10 최승용 OD11 구태영
OA11 이인규 OA12 김성민 OD12 송상현 OD13 안승원
OD14 안승원

11월
3일
(토)

화랑 A홀

본관 1층 서라벌

구두 발표 – Session Ⅱ

14:10~16:00

신관 3층 로비
3층 화랑 A홀

대기환경(41건):박종길/오인보
수자원·해양환경(40건):박기범/최광복
폐수폐기·환경화학(26건):최정학/이준엽
녹지·생태환경(17건):이창한/주진희
융합환경(21건):김지훈/신승호

경주 일원 환경탐사

14:00~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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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학부생 포스터
좌장 : 최영익
대기환경(1건)
수자원·해양환경(3건)
폐수폐기·환경화학(2건)
녹지·생태환경(2건)
융합환경(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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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술 논 문 발 표 회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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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목) 12시 30분부터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으며, 11월
2일(금) 16시 이후에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심사 전, 미부착된 포스터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좌장은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10월 26일(금)까지 학회사무국에 알려주시고,
11월 2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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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최영익

동아대학교

2. 공로상 수상자
직 위

성

명

소

속

전임 회장

장승현

대구대학교

전임 총무이사

정우식

인제대학교

3. 감사패 수상자
기 관
㈜신대양
㈜SGR테크
신라환경컨설팅㈜
㈜에코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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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상
▪ 우수 구두 발표(13편)
번 호

제 목

성

OA1

SEM/EDX 분석법을 이용한 석탄화력발전소 입자상물질의
확인자(maker) 작성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OA7

폭염 하에 열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

김은별

인 제 대 학 교

OA9

기상해일사례분석을 통한 기상해일발생 임계조건 도출

최요환

부 산 대 학 교

OB1

농경지 비료사용량에 따른 질소부하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고산리를 중심으로

현범석

제 주 연 구 원

OB3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후 낙동강수계 단위유역의 수질 평가

양득석

국립환경과학원

OB5

제주도 한천저류지 인공함양정 개선을 위한 실증 연구

박원배

제 주 연 구 원

OC1

Electro-peroxone 공정을 이용한 아세트아미노펜 분해
효율 비교

김운연

대구가톨릭대학교

OC3

Amine Functionalized Graphene as Cocatalyst for
Photocatalytic Reduction of Carbon Dioxide

조경민

K A I S T

OD2

충주시 가로변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른 토양과 가로수간
치환성 양이온의 이행성 평가

김재영

건 국 대 학 교

OD12

녹지(채종원)관리 기계화와 공공 일자리 설계 -Compact
base machine을 이용한 풀베기작업을 중심으로

이성기

산

OD13

수산부산물 꽃게아미노산액비와 요소비료의 엽면시비가
추부 들깻잎의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

안갑선

공 주 대 학 교

OE2

융합현장교육 프로그램인 『STEAM R&E』을 통한 청도
지역에 위치한 산란계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신선도
향상에 관한 연구(1)

최형규

청도고등학교

OE4

사료첨가제로서 발효홍국 어성초를 이용시 오리농가의
경제성 평가

최인학

중 부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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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포스터 발표(15편)
번 호

제 목

성

명

소 속

PA15

조간대 토지피복 변화가 연안기상에 미치는 영향 평가

안혜연

부 산 대 학 교

PA16

서울지역 도시효과를 고려한 하계 열환경평가

김성민

부 산 대 학 교

PA24

Effects of NOx on the Molecular Composition of
Secondary Organic Aerosols Formed by the
Ozonolysis and Photooxidation of α-pinene

박준현

경 북 대 학 교

PB7

소유역에서 MODIS 인공위성과 드론관측 식생지수의
관찰

이계원

대 구 대 학 교

PB9

지하수 오염 우심지역과 대조지역의 수리지질 특성

이충모

부 산 대 학 교

PB11

Bench-scale 선박용 STP에서 인공폐수를 이용한
영양염류 제거에 대한 연구

최영익

동 아 대 학 교

PB32

제주도 한천유역 관측자료 기반 홍수량산정 연구

김민철

제 주 대 학 교

PC9

하폐수 도고처리 Bio-SAC 공법 및 S-DAF 공법
이용하여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공공폐수처리설
시운전 사례

김정관

한국환경공단

PC13

EFDC를 이용한 낙동강 수계의 남조류 거동에 대한 연구

류태욱

계 명 대 학 교

PC14

스코리아로 합성한 제올라이트가 Polyacrylonitrile에
고정화된 흡착제의 Cu와 Sr 이온 제거 성능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P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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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찬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PD8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전·후 토지피복별 지표온도 변화

박성민

국립환경과학원

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 특성

유소연

국립산림과학원

PE7

초음파 강도별 합성에 따른 가시광 활성 나노입자의
특성분석

박상희

㈜ 켐 토 피 아

PE14

흡연지정지역에서 흡연에 따른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
분석

신승호

대구보건대학교

P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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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년 국제공동Workshop 논문 발표상
성

명

소 속

이양수

전북대학교

6. 환경사진전 수상자
수 상

성

명

소 속

최 우 수 상

김가영

대구가톨릭대

장

려

상

이길하

대구대

장

려

상

정민주

대구가톨릭대

장

려

상

반상민

대구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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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1일 (목)

Session 산학관 발표 / 14:40-15:50 / 화랑 A홀
좌장: 김희만(한국철도공사), 황용식(신라환경컨설팅㈜)

산학관Ⅰ 토양세척공법을 적용한 불소오염토양 정화기술 개발
김수홍, 김정기
㈜SGR테크

산학관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 적용과 대응 방향
황용식, 김동완
신라환경컨설팅㈜

산학관Ⅲ 기상 기술을 활용한 융합 정보 서비스
이영미, 신성철
㈜에코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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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발표일정표

2017년 11월 1일 (목)

Session 초청강연 발표 / 16:00-16:5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최정학(부산가톨릭대)

초청강연Ⅰ The Key Environment Issues In Vietnam
Nguyen Van Thuong
Vietnam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초청강연Ⅱ 문재인정부의 물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전망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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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술상 수상자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2일 (금)

Session 2018년 학술상 수상자 발표 / 09:30-09:5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학 술 상 Dissolved Organic Matter and Nitrogen Removal by Aerated Submerged
Biofilm Reactor (ASBF)
Youngik Choi, Kraig Johnson1), Nakchang S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1)

Wastewater Compliance System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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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2일 (금)

Session 신진연구자 발표 / 13:00-14:00 / 화랑 A홀
좌장: 오인보(울산대)

신진연구자Ⅰ

제주도 지하수의 수리학적 유역설정과 유동특성 해석
김민철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신진연구자Ⅱ

이산화탄소 광화학/전기화학적 전환을 위한 나노복합촉매 개발
조경민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신진연구자Ⅲ

Prenatal Second Hand Smoke Increases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with TNF-α/ TLR4/GSTP-1 Polymorphisms
Kil Yong Choi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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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2일 (금)

Session OA 대기환경 / 10:00-12:00 / 화랑 A홀
좌장: 전병일(신라대), 정우식(인제대)

[특별] OA1)

폭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김백조, 김유준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

[특별] OA2)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연구
문난경, 서지현, 김순태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A3)

1)

아주대학교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최대풍 산정에 대한 정확도 평가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OA4)

한반도 PBL 고도 최적화 방안에 따른 장거리 미세먼지 수송 사례 모델링 연구
문정혁, 이화운1), 전원배2), 유정우, 이태진, 이순환3)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OA5)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3)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울산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 도시지역 BTX 농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오인보, 방진희, 김순태1), 유승희1), 김양호, 권호장2), 김근배3)
울산대학교 환경보건센터, 1)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과

OA6)

부산지역 지하역사의 최근 3년간 PM10과 PM2.5 농도 특성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신라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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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2일 (금)

Session OA 대기환경 / 14:10-16:00 / 화랑 A홀
좌장: 황용식(신라환경컨설팅㈜)

OA7)

지리산 국립공원내 해발 500 m 청정지역의 PM10 농도 특성
박정호, 박민우, 정욱진1), 윤명선1), 서동완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OA8)

1)

산청군,

2)

중원종합건설

저층 윈드시어 확률예측 기술 개발
이영곤, 하종철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OA9)

한반도 남동지역의 복잡 지형과 하층제트가 집중 호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채다은, 이순환1), 이강열2), 이태진2)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2)

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OA10) Synoptic Mechanism Analysis of Easterly Wind Causing the Swell Wave in the
East Sea, Korea
Hyunsu Kim
Severe Storm Research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OA11) 기상 요소간 내적일치성 분석을 통한 데이터 및 센서 품질관리
이인규, 이부용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OA12) 경기만 조석현상에 따른 국지기상 변화가 수도권 오존농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민, 정주희1), 안혜연, 강윤희2), 김유근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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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2일 (금)

Session OB 수자원·해양환경 / OC 폐수폐기·환경화학 10:00-12:00 / 화랑 B홀
좌장: 박기범(경일대), 최정학(부산가톨릭대)

OB1)

산-염기 이중치환을 통한 칼슘 ORC 제조연구
유길선, 안지은, 조대철, 권성현1)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OB2)

1)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공학연구원)

지자체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퇴적토 영향 분석
원창희, 윤현철, 곽용석, 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B3)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
윤현철, 곽용석, 원창희, 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OB4)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24절기별 강수량과 기온 변화비교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OB5)

제주지역 지하수 적정허가량의 합리적 산정방안
박원배, 강봉래, 김민철, 김기표1), 박윤석1)
제주연구원,

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OC1)

오존 용존율을 높인 전기-페록손 공정을 이용한 아세트아미노펜 분해
이훈희, 박영식1), 김동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OC2)

Screw형 광촉매반응기에 의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처리
감상규, 이택관1), 이창한2), 이민규3)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한풍종합건설㈜, 2)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OC3)

그래핀 옥사이드(GO)를 이용한 맥신(MXene) 기반 수처리 분리막 제작
강경민, 김대우
KAIST 생명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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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2일 (금)

Session OD 녹지·생태환경 / 10:00-12:00 / 화랑 C홀
좌장: 주진희(건국대)

OD1)

한국 전통정원의 원지
백지성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OD2)

중국 연길시 공원 조성 현황과 개선안
이상걸, 조태동
강릉원주대학교 조경학과

OD3)

중국 장춘시 북호 (长春市 北湖）습지 공원에 대하여
표수, 조태동
강릉원주대학교 조경학과

OD4)

울릉도‧독도 특산식물과 일본 제국주의
임은영, 최병기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OD5)

제설제 오염지역의 친환경적 토양복원을 위한 초화류 식물개발 및 현장적용
서경미, 김소정, 장한준, 전광윤, 조현정, 양지, 이재만, 김원태1), 박재현2),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OD6)

천안연암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가로변 반송 황변정도에 따른 토양 및 식물체 내 염류이온의 계절별 변화
박제민, 김희원, 한정우, 임영서, 양지, 이재만, 김원태1),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OD7)

1)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염화칼슘(CaCl2) 처리농도에 따른 토양개량제와 벼과 3종의 염류 저감 상승효과
김언, 김태현, 박지환, 이유진, 양지, 이재만, 김원태1), 박재현2),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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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2일 (금)

Session OD 녹지·생태환경 / 14:10-16:00 / 화랑 C홀
좌장: 조태동(강릉원주대)

OD8)

옥상 내 도시농업에서 해바라기 토마토 간 공영식재가 토마토의 생육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권민정, 김준희, 김한길, 최종선, 홍성진, 양지, 이재만, 김원태1),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OD9)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토지 이용유형별 어린이공원의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및 관리를 위한 실증분석
박성준, 김효진, 김예지, 한원준, 최원준1),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학부생,
2)
건국대학교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OD10) 중소도시 도심 관통도로의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 평가
최승용, 김관무, 태인석, 홍진혁, 윤지훈1),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OD11) 산지형 공원의 지형구조와 식생구조에 따른 이온지수 평가
구태영, 김한결, 문원정, 조은채, 이상훈1), 오득균2), 윤용한3), 김정호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OD12) 도시근린공원의 구조별 특성에 따른 기상 요소가 기온 저감에 미치는 영향
송상현, 권동현, 신용진, 유나윤, 박성록1),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건국대학교 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OD13) 계곡 우점림의 개체군 동태와 천이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안승원, 채수천, 강희경, 최효길, 조용구1), 김재윤1), 장명준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OD14) 클로렐라 시비가 들깻잎 생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안승원, 이재면, 박예근, 안갑선, 김조훈, 홍금선, 서윤경, 정유섭, 조용구1), 김재윤1),
장명준1), 임덕재2)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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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2일 (금)

Session OE 융합환경 / 10:00-12:00 / 원화 B홀
좌장: 김지훈(대구보건대), 신승호(대구보건대)

OE1)

홍어껍질(Skate Skin)유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경구 섭취가 체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대조군 비교 인체적용시험
김상호, 백장미, 이호규, 강건희, 노정숙1), 정갑섭1), 이상엽2)
영산홍어㈜,

OE2)

1)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

부산대학교 가정의학과

STEAM 기반 학생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학교 환경 경영 방안
최인학, 김창만1)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OE3)

1)

대구대학교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동애등에(Hermetia illucens)를 육계사료에 첨가 시 육계전기 사양단계(0~2주)의
생산성 변화
정태호, 최규성, 임연지, 유리, 지상윤1), 김기현1), 이희삼2), 박관호2), 최인학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2)

OE4)

1)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 사례-트리플래닛의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
파밍을 중심으로
홍민경, 김종대1)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MBA,

OE5)

1)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과

Novel Bio Active Pigment Fabricated Electrospun Hybrid Mat for Enhanced
Antimicrobial Activity Via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Molecule
Sunirmal Sheet, G.GnanaKumar1), YangSooLe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Physical Chemistry, School of chemistry, Madurai Kamaraj
University

OE6)

인공지능기반 미래형 침수대응 기술개발 방향
김미정, 정도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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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발표장: 원화 A홀

Session PA 대기환경
좌장: 박종길(인제대), 오인보(울산대)

PA1)

경남 도시대기측정망의 최근 3년간 PM10 및 PM2.5 농도 특성
박정호, 강태원, 김민경, 서정민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PA2)

1)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연도별 태풍의 사전방재 정보 구축(2002-2015)
나하나, 정우식, 박종길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3)

태풍시기 최대풍의 월별(5월~10월) 특징분석 및 태풍 루사·매미·볼라벤 사례 연구
나하나, 정우식, 박종길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PA4)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한반도에 발생한 태풍의 진행경로별 최대풍 분석
나하나, 정우식, 박종길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PA5)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고해상도 SST 및 기상 자료동화에 대한 WRF 민감도 분석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6)

대구의 2018년 폭염시기 대구기상지청과 도심지 간의 열적 차이 분석
안은지, 김해동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학전공

PA7)

냉섬(Cool Island) 영역의 열적 영향반경 추정
안은지, 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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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8)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2018년 폭염시기 건축물 옥상 태양광 캐노피의 열적 영향
김해동, 박수진, 안은지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PA9)

중국 발 미세먼지 수송 중의 황산염 농도 증가 메커니즘 분석
전원배, 이화운1), 문정혁1), 유정우1), 이태진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PA10) 흑연질화탄소(g-C3N4)/텅스텐산비스무트(Bi2WO6)를 이용한 가스상 자일렌(Xylene)
분해능
김미경, 김규현1), 김영한2), 김동진, 김승래, 최종욱, 배미향, 조완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1)

로이드인증원,

2)

울릉군

PA11) 일평균 PM10, PM2.5 농도와 호흡기 및 심혈관 사망과의 관계 연구
도우곤, 정우식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12) 하천복원에 따른 도심지역 열환경 변화 분석
도우곤, 정우식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13) 부산지역 지하역사의 최근 3년간 CO, CO2, NO2 농도의 특성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신라환경컨설팅㈜

PA14) 항만지역 미세먼지 배출 인벤토리(리뷰)
현상민, 강정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PA15) 은(Ag) 나노입자가 도포된 초박리 흑연질화탄소(g-C3N4 nanosheets)의 물분해를 통한
수소(H2) 발생과 효율 평가
김승래, 박성우, 이성영, 조완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PA16) 최근 6년간 미국 중부지역의 농업기후지수의 시·공간적 변화
정명표, 심교문, 김용석, 강기경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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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PA17) 목재 셀룰로오스 기반의 필터에 의한 미립자 먼지제거 검토
윤영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A18) 거주환경 내 실내라돈의 위해성평가
박태현, 강대용1), 박시현, 윤단기, 홍형진, 이은수, 이철민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위해성평가연구소,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유전체코호트연구소

PA19) 산화바나듐(V2O5)/흑연질화탄소(g-C3N4)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제어 평가
배미향, 김미경, 김동진, 김승래, 최종욱, 이준호1), 최임조2), 이현철3),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3)

1)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지구환경

PA20) 2015~2017년 부산지역 PM2.5의 고농도 발생 특성 분석
박기형, 권은유, 이승민, 유은철, 조정구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PA21) 수도권지역 여름철 통계적 기후특성 및 변화경향
김미란, 장유나, 박지완, 유충길, 임영미, 박종숙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PA22) 관측기상 및 기상모델링을 이용한 부산지역 온열환경 연구
장은화, 김민경, 권은유, 유은철, 조정구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PA23) 면으로 된 영/유아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흡입위해성평가
홍형진, 이철민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PA24) 울산지역 내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배경농도 구축에 대한 연구
윤단기, 박시현, 박태현, 홍형진, 이은수1), 이철민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1)서경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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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25) 지역 특성(도로변, 공장지역, 주거지역 및 전원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실내 공기질 특성
임유락, 김미경, 김동진, 조완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PA26) 농업생태계 기후 및 이상기상 변화량 분석 정보시스템의 개선
강위수, 박주현, 신용순, 김수옥1), 김성기, 한용규, 심교문2), 박은우3)
주식회사 에피넷, 1)국가농림기상센터, 2)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3)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PA27) 화학사고물질의 실내 유입을 통한 실내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농도예측에 관한 연구
박시현, 윤단기, 박태현, 홍형진, 이은수1), 이철민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1)

서경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소

PA28) 축산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한 분쟁조정 사례
유미선,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PA29) 벤젠사업장에서의 GC와 PID 결과치의 상관성 검토
유미선, 양성봉, 김현정1), 황수일2)
울산대학교 화학과,

1)

경북과학대학교 화장품뷰티학과,

2)

태화환경

PA30) 우리나라 공기청정기의 탈취성능평가법 검토
유미선,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PA31) Distribu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irborne Respiratory Pathogens in Public
Facilities
Su-Jeong Hwang, Ho-Cheol Yun, Pyeong-Tae Ku, Ju-Hee Sim, Young-Wook
Cha, Mi-Ok Lee, Sung-Hyun Jin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PA3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서리발생예측모형 연구
김용석, 강기경, 심교문, 정명표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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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33) 한국 기후지수의 공간적 변화
박명희, 이준수, 고우진, 엄기혁, 한인성, 안지숙, 송수진, 이규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PA34) 김해시 어방공업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박동윤, 윤귀인, 정해연, 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PA35) 김해시 삼방동 주거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박동윤, 윤귀인, 정해연, 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PA36) 서해 연안해역의 조석주기와 연안안개 발생의 상관성 분석
안혜연, 정주희1), 김유근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PA37) 경상남도 창원지역 PM2.5 화학적 특성 비교
김재환, 류재용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PA38) 열 플라즈마 이용 SF6 처리 시 H2O 주입에 따른 부산물 비교 분석 연구
김선우, 류재용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PA39) WRF-MENEX를 이용한 대도시지역 폭염기간 열쾌적성 평가
황미경, 오인보1), 방진희1), 김성민2), 김유근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1)

울산대학교병원 보건환경센터,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PA40) Effects of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on Indoor Exposure in Children
최길용, 이기원1), 이수민, 서성철2)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울아산병원,

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PA41) 친환경적 한천올리고당 생산을 위한 세균의 분리와 효소의 특성
허다혜1), 안병기2), 이동근2), 이상현1,2)
1)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그린융합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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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PB 수자원·해양환경
좌장: 박기범(경일대), 최광복(㈜에싸)

PB1)

중규모 유역에 대한 SWAT 모형의 유출구조 개선 효과 분석
이정우, 이정은, 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B2)

일유량 자료를 이용한 첨두홍수량 추정방법의 지역화 연구
이정은, 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B3)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여름철 강수량 및 유출특성 변화 전망
김철겸, 이정은, 이정우, 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B4)

음용수 생산을 위한 모듈형 물생산시스템 성능평가
손창선, 이남수1), 김성민1), 최창형
케이원에코텍㈜,

PB5)

1)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FLO-2D모형 강우-유출 모의에서 토양도 스케일링 효과가 Green-Ampt 손실에 미치는
영향
황지형, 이형근, 이길하
대구대학교 토목공학과

PB6)

임진강 상류 댐 저류에 의한 하류부 유출 영향 평가
김동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B7)

라이브락(Rive rock)을 이용한 해수 수조에서의 암모늄염과 질산염 동시제거
김이태, 윤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B8)

친환경 해중림 TTP를 이용한 해양환경 훼손지역 복원기술 개발
류성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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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B9)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토지이용에 기반한 낙동강 하류 지역 내 강수량과 하천수질 간의 상관분석
박경덕, 강동환1), 소윤환1), 김일규2)
부경대학교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
2)

PB10)

1)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산림사면에서 토양수분의 공간적 변동성에 대한 영향인자 분석
곽용석, 원창희, 윤현철, 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PB11)

FLO-2D에서 격자별 CN값 입력 조건에 따른 결과값 비교
이형근, 황지형, 이길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PB12)

산업광물흡착제를 이용한 폐수 중의 중금속 흡착 성능시험
임우리, 함세영, 이충모, 김성욱1), 최은경1), 오명학2), 서승남2)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지아이,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PB13)

Assessment of CH4 Oxidation in Tidal Flat Sediments
강정원, 현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PB14)

Development of Analysis Systems of Biological Weapons for K-water Crisis
Management System
Min-jeong Kim, Gyu-Cheol Lee
Water Quality Research center, K-water

PB15)

변동모드분해 및 극한학습기계를 이용한 단기 물 수요 예측
서영민, 김교식1), 이효진2), 박기범2)
경북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PB16)

1)

경북도립대학교 토목공학과,

2)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도시지역에서의 비상시 용수공급
김교식, 박기범1), 서영민2), 강창모3)
경북도립대학교 토목공학과,
3)
경북도의회 입법지원팀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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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PB17)

안동댐 유역의 갈수기 유출특성 분석
박계환, 박기범1),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PB18)

환경재난의 분류와 대응방안의 고찰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PB19)

소규모 노후 저수지의 안정성 검토
최광복, 박기범, 안승섭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PB20)

낙동강 주요 지류에서 생활환경 기준 수질성분의 월 변동 분석
소윤환, 강동환, 박경덕1), 김일규2)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1)부경대학교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
2)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PB21)

The Variability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The Abalone Mariculture
Area
최양호, 성기탁, 서영상, 이미진, 박성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PB22)

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지류지천의 수질 장기 경향 분석
정재운, 김대훈, 손세창, 이재영, 이재춘, 김영석1)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PB23)

1)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월1회 유량측정자료에 대한 유황별 분류 방법에 대한 고찰
정재운, 김대훈, 손세창, 이재영, 이재춘, 김영석1)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

PB24)

저가형 센서를 활용한 돌발홍수 예‧경보 고도화 연구
정도준, 김미정, 이한승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B25)

빅데이터 기반 대청수계 취수원 냄새물질 발생 패턴 분석
이종수, 조주영, 박수진, 정세채1), 오은정2), 왕창근3)
K-water 금강본부, 1)K-water 전주권지사, 2)K-water 수질연구센터,
3)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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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B26)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토양오염현황조사 지점 선정 방법 개발
백운일, 유홍덕, 김덕우, 정유진, 신동석, 이재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유역총량연구과

PB27)

미강담체를 이용한 총인제거 효과
이기하, 한상국, 김찬승1), 김광수1)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1)㈜엘앤더블유

PB28)

미강 미네랄 수에 의한 페놀 분해 메커니즘 해석
한상국, 김지훈, 조주원, 정보우, 김찬승1), 김광수1)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PB29)

1)

㈜엘앤더블유

제주도 4대 도심하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도계수 산정
김용석, 강명수, 강보성, 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PB30)

이상강우 발생시 북벽교 채수를 통한 오염부하량 모니터링
황국선, 신동혁, 이기환, 오인권, 이도현, 주경민, 조중식1), 장인수, 최정동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PB31)

충청북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리/수질특성 분석
황국선, 박종진, 서은영, 김은호, 이정우, 조중식1), 최정동,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PB32)

충청북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홍수기에 충주댐으로 유입하는 하천 유량 및 수질기초조사
신동혁, 황국선, 이창혁, 이기환, 오인권, 이도현, 주경민, 서은영, 김은호, 이정우,
노유진, 황준규, 김동빈, 조중식1), 최정동,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PB33)

충청북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정숙, 이경란1), 김미란1), 진묘경2), 노다지2), 장정국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전공,

1)

㈜케이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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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B34)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용수 공급댐의 적정규모 결정
최정구, 황국선, 서은영, 김은호, 장인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PB35)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참다시마(Saccharina japonica Areschoung) 엽록소 형광저해율
평가
김선진, 한태준1)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PB36)

1)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조류종에 따른 냄새물질 분류 연구
이은정, 김정희, 김지혜, 김애경, 박승일
K-water융합연구원 수질연구센터

PB37)

염색법 및 FT-IR을 이용한 먹는 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비교
김애경, 김정희, 김지혜, 박승일, 이은정
K-water융합연구원 수질연구센터

PB38)

제주도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체 수자원 개발
강명수, 양성기, 김용석, 강보성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PB39)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에 적용된 중화제 적용 특성 및 고찰
구선회, 정형채, 박용석, 심종욱1), 최영태1)
㈜워터핀,

PB40)

1)

㈜JB시스템

BWMS에서 중화장치 이용 시 중화효율성에 대한 연구
구선회, 정형채, 박용석, 심종욱1), 최영태1)
㈜워터핀, 1)㈜JB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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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Session PC 폐수폐기·환경화학
좌장: 최정학(부산가톨릭대), 이준엽(㈜켐토피아)

PC1)

금속-유기 골격체 MOF 소재를 활용한 염료 분해능 평가
이준엽, 최정학1)
㈜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PC2)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플라스모닉스 Bi-SrTiO3를 이용한 Rhodamine B 제어
김동진, 김미경, 김승래, 최종욱, 배미향, 김모근1), 이정영2), 이준엽3),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3)

PC3)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2)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켐토피아

그래핀 접합 이형합성 광촉매를 활용한 수중 염료물질 제어
최종욱, 김동진, 김미경, 김승래, 배미향, 신승호1), 권기동2), 이진우3), 조완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PC4)

1)

1)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2)

구미시청

3)

㈜대일

VAE수지를 활용한 폐기물 매립지의 차수재 특성 연구
이원기, 이석상, 이승재, 박찬영, 이민규, 이창한1)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PC5)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석탄비산재로부터 제올라이트 합성시 알카리 조건에 따른 결정화 특성
안상혁, 최동현, 박종원, 안갑환, 최정학1),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PC6)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계 고정화 흡착제(PSf-SZ)에 의한 Cu와 Cs
이온의 흡착 특성
이창한, 감상규1), 안갑환, 이민규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PC7)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전기분해 공정을 이용한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박영식, 김가영1), 김정민1), 반상민1), 정민주1), 김동석1)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1)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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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C8)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비산재 기반 합성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스트론튬 및 세슘의 흡착 제거
김도형, 정하늘, 황현석, 서준형, 이광원1), 이창한2), 이준엽3), 최정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2)

PC9)

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환경친화형 flame retardant의 연소시험, 열적성질 및 분광학적 성질
이원기, 김민섭, 박준현, 김동현, 박찬영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PC10)

Phosphate and Heavy Metals Removal in Seawater Using Porous Activated
Red mud Pellet (PolluFree)
김이태, 윤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C11)

새만금간척지에서 재식거리에 따른 뚱딴지(Helianthus tuberosus L.) 생육 및 토양
특성 변화
오양열, 이정태, 김선, 류진희, 이수환, 이진모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PC12)

Coal Seam Gas Water의 용수화를 위한 섬유여과/RO 병합시스템 운전 및 탄산염
제거효율
신춘환, 이동준, 조민기, 정현민, 박성재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PC13)

SBR-MBR 복합고도수처리장치에서의 미생물 종 분석 및 거동 연구
최영익, 지현조, 신대열, 이슬기1), 권민지, 정진희, 최경식2)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PC14)

1)

㈜도원엔지니어링,

2)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Bench-scale 선박용 STP의 분뇨폐수를 이용한 최적운전조건 도출에 대한 연구
최영익, 신대열, 사나 만수르, 이승철, 윤영내1), 정병길2), 성낙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ESSA, 2)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PC15)

폐수 중 에탄올아민 측정방법 검토
유미선, 양성봉, 전승주, 이병호1)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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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C16)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Assessing Feasibility of Combining Two Alternative Nutrient-rich Sources for
Struvite Crystallization and Process Optimization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ant Zin Moh Moh, Hyuna Shin, Dong-Jin Kim
Dept. Environmental Science and Biotechnology, Hallym University

PC17)

PAC 염기도 변화에 따른 잔류알루미늄의 농도 변화
안광호, 임현만1), 김원재1), 정진홍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벤처창업센터,

PC18)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FT-IR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탈취성능
이서림, 민병삼, 한성민, 유미선1), 양성봉1)
㈜일산 기술연구소, 1)울산대학교 화학과

PC19)

비산재로부터 방사성 이온 제거용 제올라이트계 흡착제 제조
이창한, 이원기1), 김성수, 조석호, 이민규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PC20)

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2)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전류밀도와 접촉시간이 활성슬러지의 막 오염 저감에 미치는 영향
김완규, 장인성1)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융합학과,

PC21)

1)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전기산화 방법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TOC 처리 및 수소 생산 가능성 검토
안상우, 임윤대1), 박승국1), 조용주1)
위즈이노텍㈜, 1)㈜한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환경연구소

PC22)

제주도 토양 중에 살포된 농약의 지하수체로의 잠재 위험성 평가
감상규, 현익현1), 이민규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PC23)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경연구원,

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DBD 플라즈마 반응기에 의한 Enrofloxacin의 분해 경로
감상규, 김길성1), 이민규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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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C24)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Observing Oxygen Molecules Interacting with a Water Surface at Different
Temperatures
Matthew Stanley Ambrosi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C25)

생활화학제품 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정량분석법
문지선, 오한빈1)
서강대학교 생체분자 질량분석 연구실,

PC26)

1)

서강대학교 화학과

영가철을 이용한 과황산 활성화 반응에서 활성종에 대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반응성
증가에 대한 연구
권희원, 김영훈
국립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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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Session PD 녹지·생태환경
좌장: 이창한(부산가톨릭대), 주진희(건국대)

PD1)

경주국립공원의 탐방객 환경태도 분석
한재경, 우형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PD2)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제주지역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 다기능 미생물제제 개발에 관한 연구
류성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PD3)

전남북 맥류 주산지역 토양 및 논물특성과 조류(algae) 발생 조사
배희수, 장현수, 최인배, 안승현, 윤종탁, 김욱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PD4)

경주국립공원 탐방객의 이용·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재경, 우형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PD5)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대하천 수서환경 변화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특성 연구
송행섭, 변진수1), 오현석1), 홍성민1), 이영임1), 박정호1), 곽인실2), 주기재3), 이황구4),
전태수5), 김호준6)
강원대학교 에코환경과학과,

PD6)

4)

1)

㈜코리아에코웍스,

3)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6)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융합연구원

2)

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과,
5)

생태와 미래 지식인 협동조합,

지형공간정보 기반의 토양 염농도 분포 특성
김영주, 류진희1), 오양열1), 이수환1), 이정태1)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1)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PD7)

고추의 저온 및 일조부족시 피해경감제 처리 효과
이희주, 이진형, 이상규1), 김성겸, 안세웅, 이희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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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D8)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A Study on the Climate Change in Floral Diversity of Daphne Kiusiana and
Asplenium scolopendrium L. Nature Habitat (local monument No. 18, Jeju) at
Seonheul in Jeju Island
Gwanpil Song, Sun Hee Lee, Ji Young Kim
Jeju Biological Resource Co., Ltd,

PD9)

제주지역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무의 생리적 특성
오순자, 문경환, 송은영, 위승환,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PD10) Capsaicinoid and Total free-Sugar Contents Increase in Hot Pepper `Muhanjilju’
under Mild High Temperature Regimes
Soonja Oh, Eun Young Song, Seung Hwan Wi, Kyung Hwan Moon,
Seok Chan Koh1)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1)

Department of B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PD11) 벼과 3종 억새, 수크령, 갈대 종자의 염화물계 제설제의 농도처리에 따른 발아특성
비교
양지, 박재현1), 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PD12) 자연유원지 물놀이지역의 항생제 내성 대장균 분포
이해근, 김영훈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1)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PD13) 국내 폐금속광산의 지역별 중금속 오염특성 분석
권희원, 서정민1), 배수진, 김정진1), 김영훈
국립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1)

국립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PD14) 서귀포 하논습지의 식물상 특성
최병기, 송국만, 김찬수, 현화자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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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PD15) 충남지역 생산 흑 마늘의 무기질 함량 분석
조용구, 오태석, 장명준, 안승원1), 김창호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PD16) 인삼 병해 방제를 위한 Burkholderia pyrrocinia LA101 선발
조용구, 김창호, 오태석, 장명준, 안승원1), 나상권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공주대학교 원예학과
PD17) 인삼의 주요병 발생 및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
조용구, 김창호, 오태석, 장명준, 안승원1), 나상권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 36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포스터 발표일정표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Session PE 융합환경
좌장: 김지훈(대구보건대), 신승호(대구보건대)

PE1)

P-N형 헤테로 접합 촉매 Cu2O/TiO2를 이용한 가스상 자일렌의 분해효율 평가
이준엽, 김선진, 박상희, 김도훈, 조완근1), 최정학2), 신승호3)
㈜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2)

PE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3)

1)

경북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무용제형 2단 경화형 형상기억 폴리우레탄의 합성 및 분석
임동혁, 이원기, 이승재, 박찬영, 이창한1)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PE3)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Melatonin Restores Mucin Depletion Induced by V. vulnificus
Young-Min Lee, Ji-Yun Kim, Jeong-Bae Park, Do-Wan Kim,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PE4)

Plant Glycoprotein Isolated from Rhus verniciflua Stokes Blocks Apoptosis
Induced by V.vulnificus
Do-Wan Kim, Jeong-Bae Park, Ji-Yun Kim, Young-Min Lee, Sei-Jung Lee,
Moon-Ki Park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PE5)

Plant Glycoprotein Isolated from Cudrania Tricuspidata Induces Proliferation
of Human Epithelial Cells by Activation of Protein Kinase C
Jeong-Bae Park, Do-Wan Kim, Sei-Jung Lee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PE6)

변성폴리올에 의한 우레탄 발포체의 합성 및 물성 연구
이원기, 김민섭, 손동환, 김희로, 박찬영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PE7)

중국에서 국내로의 대기 흐름에 따른 멸강나방의 이동 분석
최낙중, 김현주, 김양표1), 박연기, 이봉춘, 김상민, 김신화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1)

고창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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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E8)

2018년 11월 1일 (목) ~ 2일 (금)

메탄농도가 Methylomonas methanica 성장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이태, 윤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E9)

브라질 마토그로소 지역의 농업기후지대 구분
정명표, 심교문, 김용석, 강기경, 박혜진1), 안중배1)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PE10)

주요 노지작물의 재배적지 구분 연구
정명표, 심교문, 김용석, 강기경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PE11)

저압 분사형 유체 이송 이젝터(EJECTOR) 성능 개선
손병현, 조혜진, 박재홍1), 민윤식1), 정유진2), 정종현3)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PE12)

1)

㈜금강씨엔티,

금강환경이엔지,

3)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식물-미생물전기화학공정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회수 기초 연구
신춘환, 최기충1), 유재철2)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PE13)

2)

1)

수엔지니어링,

2)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효율적 당화효소 선정 연구
윤영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E14)

Efficacy of Hermetia illucens Peptide Extract for Potentiating Vaccination
against the Avian Influenza in Broiler
Sang-Yun Ji, Kwan-Ho Park1), Ki-Hyun Kim, Heui-Sam Lee1), Gyu-Sung Choi2),
Yeon-Ji Lim2), Ri Yu2), In-Hag Choi2), Tae-Ho Chung2)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
2)

PE1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Division of Integrated Biotechnology, Joongbu University

경상북도 환경산업 실태에 관한 조사
이동섭, 박진식, 문추연, 이재용1)
경운대학교 보건바이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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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토양세척공법을 적용한 불소오염토양 정화기술 개발
김수홍·김정기
㈜SGR테크

1. 서론
토양정화공법 중 토양세척공법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 있다. 특히 대규모 토양오염정화현장에 사용
된바가 있다. 대부분이 유류 및 중금속 정화에 사용되어 왔으며 불소오염토양에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OO지
역에 위치한 OO社의 불소오염토양을 토양세척공법을 적용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위한 공법
의 운영 인자 등을 도출하고 공정운영방안을 수립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기술개발은 평균 1,670 mg/kg의 불소오염토양을 토양오염우려기준(3지역) 800 mg/kg 이하로 낮추고 불
소오염 세척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기 위한 40 ppm 이하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불소오염토양의 세
척용액은 염산(HCl) pH 1.5 용액을 사용하였고, 적용대상 토양의 입경은 2 mm 이하의 토양이다. 토양세척 공
정수는 50% 수산화칼슘 (Ca(OH)2)을 사용하여 불소이온을 침전시켜 CaF2형태의 침전물로 제거하였다. 처리공
정은 아래와 같다.

불소오염토양 세척공정

불소폐수처리 공정 모식도

3. 결과 및 고찰
여러 세척제 선정 실험 결과 제거효율, 안정성, 경제성 등 종합적 분석 결과 염산(HCl) pH 1.5가 가장 효율
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불소오염세척폐수의 경우 수산화칼슘(Ca(OH)2 5 g/L일 경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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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 적용과 대응 방향
황용식 ․ 김동완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우리나라는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단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는 배출시설 관리방식
을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물
질의 배출을 최소화 및 최적화하여 관리하는 선진화된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는 1996년
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산업시설의 배출오염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IED)으로 재개정하여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의 명확화 및 의무사용을 포함
한 새로운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환경부, 2016).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정책이 단일 매체에 대한 관리에서 통합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장 전체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관리제도의 적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허가통합, 수용체 중심 관리, 과학기반 관리, 환경관리 최적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허가통합은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을 통합하고,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수용체 중
심관리를 통하여 배출영향분석과 사업장 주변의 사람 및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을 주요 목표로 한다. 과학기반
관리는 최적가용기법(BAT) 활용과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포함하는 환경관리 최적화로 구성되어 있다.

3. 결과 및 고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의 대상사업장과 적용시기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은 대기․수질 1, 2종 사업
장의 경우 2017년 이후 통합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업종과 적용
시기는 구분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4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대상사업장의 업종은 2017년(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2018년(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2019년(석유정제, 비료제조, 기타 화학제품, 기초화학), 2020년(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그
리고 2021년(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으로 연차별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기초화학 업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단계별 적용된다.

4. 참고문헌
환경부, 2016, 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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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기상 기술을 활용한 융합 정보 서비스
이영미·신성철
㈜에코브레인

1. 서론
우리나라는 농업, 건설, 에너지, 관광 등 기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분야에서 기상정보를 경영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비용 감소와 수익
창출 등의 효과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날씨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기술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융합 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 소개하는 정보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예측’과 ‘융합’이다. 수요자가 기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현
재의 상황보다는 미래를 알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상정보 자체보다는 기상으로 인한 영향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예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상 기술과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 이 두가지
를 통해 개발한 본 사의 대표적인 기상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기상정보 서비스는 크게 맞춤형 예보, 융합 콘텐츠 그리고 정보 시각화 등 3개 요소로 구분된다.
기상 기술인 맞춤형 예보는 WRF 기반 자체예보와 기상청 UM 자료 기방 예보를 함께 이용한다. 특히, 맞춤형
예보의 차별화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본 사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인 융합 콘
텐츠는 맞춤형 예보 기술을 통해 생산된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상에 따른 전력수요,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요소인 정보 시각화는 생산된 정보의 전달 방법과 디자인 등이다. 대표적인 전달 방법으로는 웹, 모바일 등이
있으며, 목적에 따라 현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제용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포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수
요자가 정보를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결과 및 고찰
본 사가 개발한 기상 융합 정보 서비스 중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신재생 발전량 예측 서비스이다. 이는 기상에 의해 결정되는 풍력과 태양광을 실시간으로 예측하
는 것으로, 주로 발전사업자와 전력생산자 등이 사용한다. 특정 발전 단지의 바람과 일사량을 정확하게 예측하
고, 여기에 발전설비의 특성을 적용하여 발전량을 생산한다. 최종 정보는 발전량이지만, 이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은 기상 예보 및 분석 기술이다.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운전자용 정보서비스 이다. 이는 기상정보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의 배터
리 소모량을 예측하여, 이동 가능 거리와 충전소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안전 운전을 위한 안개, 결빙 등의
기상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현재 이 서비스는 전기자동차서비스 기업과 렌트카 업체 등에서 사용 중이다.
세 번째는 MICE 기상정보서비스이다. 관광은 대표적인 기상 민감 산업이다. 일반 관광객은 기상청의 기상예
보로 충분하지만, MICE 산업의 경우 행사, 판매, 유통 등이 연계되어 특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사에서는 국
내 MICE 산업 대표지역인 제주도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상 예보를 생산하고, MICE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을 위해 기상 예보에 따른 추천 관광 등 다양한 컨셉의 정보를 제공한다.

4. 참고문헌
양영민, 강인식, 유진호, 안경희, 2004, 기상정보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분석, 한국기상학회지,
40(2), 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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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Environment Issues In Vietnam
Nguyen Van Thuong
Vietnam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General information
Vietnam is a developing country, with 76% of its population living in rural areas and with the livelihoods
of 70% of the population being based on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Since 1986, when Vietnam shifted to the state-oriented market economy, The Vietnamese economy has
developed relatively fast, with an annual growth rate of GDP of about 7% but in return we have to face with
many environmental problems.

Global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will seriously affect life, production and environment worldwide. According to the World
Bank, Vietnam is among the countries which are hardest hit by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Mekong and
Red rivers' delta are projected to be the most seriously inundated. It is estimated that with sea level rise of 1
meter, about 10% of the population would be directly affected and the lost of GDP would be about 10%.
About 40.000 km2 of the coastal deltas would be inundated, including about 90% of the Mekong River delta.
The statistics show that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Vietnam has increased about 0.7℃ in the last 50
years; sea level has increased about 20cm in the same time.
El-Nino and La-Nina have seriously impacted Vietnam. Natural disasters, in particular storms, floods, and
droughts, become increasingly severe. It is predicted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will increase by 3℃ and the
average sea level of Vietnam will increase by 1m at the year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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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물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전망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
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농업용수는 농
림축산식품부가, 소하천은 행안부 및 지자체가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환경부와
국토부간의 일원화 방안)는 참여정부 말기에 추진되다가 좌초된 바가 있다. 개발시대에 필요한 많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방안은 최근들어 많은 민원과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기 획보된 수자
원의 질적 저하와 효율적인 수자원의 관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더욱 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물통합관리의 1단계로 국토부와 환경부의 수량 · 수질 통합관리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
되고 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
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
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물하나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함으로서 가능하게 되었고, 국토부의 수자원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됨으로서 일차적인 물통합관리가 시작된 셈이다.
이제는 ‘수량’에서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천’을 넘어 ‘유역관리’ 차원에서 수환경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물환경정책 결정이 일방적인 ‘top down’ 정책결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bottom up
정책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개발시대의 ’공급‘ 우선 수자원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
리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번의 수량수질 통합정책이 안착되고 나면, 농업용수, 소하천, 발
전용 댐 관리도 향후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물관리체계가 일원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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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lved Organic Matter and Nitrogen Removal by Aerated
Submerged Biofilm Reactor (ASBF)
Youngik Choi·Kraig Johnson1)·Nakchang S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1)
Wastewater Compliance Systems. Co.

1. Introduction
The biological ammonia nitrogen removal processes is considered the less reliable of the removal proces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because of the competition between heterotrophs and autotrophs for oxygen and space on the bio-film.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wofold: 1) improve understanding of dissolved organic matter and ammonia nitrogen
removal rates with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eterotrophic and autotrophic bacteria in the fixed-film reactor 2) to show
that removal of dissolved organic matter and ammonia nitrogen can occur at low temperatures in an ASBF system in
plug-flow reactor systems.

2. Materials and Methods
2.1. Pilot Plant Set-up
The pilot test vessel was located beside an aeration ditch between the primary sedimentation tanks and the trickling filters
at CVWRF. The pilot plant was constructed from a commercial dumpster with dimensions of 2.4 m by 6.7 m by 0.9 m deep.
Inside, 24 ASBF modules were placed so they would be submerged by 0.6 m of primary settled effluent. Each module
consisted of 12 panels with a fine bubble distribution tube along the bottom.

3. Results and Discussion
Our primary initial need was to facilitate seeding of the panels with nitrifying bacteria. Running batch systems would provide
easier measurement and monitoring of the initial and final concentrations of significant substrates than Plug-Flow Reactor (PFR)
systems would. The results of running the PFR at the various flow rates labeled as Systems A through J are discussed.

4. Conclusions
The conclusions we have drawn from this study are significant and practical. Nitrifiers are autotrophic, and their growth
rate is very small compared with that of heterotrophic BOD oxidizers. Because of that fact, lower nitrification rates occurred
for flow rates over 2.2 L/min. The main results for treatment of the aeration ditch water by ASBF during PFR System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Ammonia nitrogen removal rates were more sensitive than dissolved organic matter removal rates when flow rates
exceeded 2.2 L/min.
- COD loading rates do not affect on the removal efficiency of COD.
- Lower COD loading rates provide better COD removal.
- Any COD loading rates provides excellent performance of COD removal.
- When higher COD loading rates, heterotrophs take more portions of the reactor and autotrophs have less portions of the
end of the reactor.

5. REFERENCES
APHA, AWWA and WPCF, 1998,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20th. ed., APHA,
WashingtonD.C..
Goncalves, R. F., Grand, L. L., Rogalla, F., 1994, Biological phosphorus uptake in submerged biofilters with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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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oda, M. F., Al-Sharekh, H. A., 1999, Sugar wastewater treatment with aerated fixed-fill biological systems. Wat. Sci.
Tech., 40(1), 313-321.
Johnson, K., Reaveley, L. D., Choi, Y., 2006, Submerged Ammonia Removal System and Method,USpatent 7,008,539.
Lewandowski, G. A., DeFilippi, L. J., 1998, (editors). Biological treatment of hazardous wastes. John Wiley & Sons, Inc.
Okabe, S., Oozawa, Y., Hirata, K., Watanabe, Y., 1996,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ynamics of nitrifiers in biofilms
and reactor performance at various C:N ratios. Wat. Res., 30(7), 1563-1572.

- 50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신진연구자]

제주도 지하수의 수리학적 유역설정과 유동특성 해석
김민철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1. 서론
제주지역의 지하수 해석을 위한 유역경계는 지표유역으로 구분된 16개의 소유역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지역별 표고와 지하수위간의 일정한 관계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수층의 수리적 차이가 크게 발
생하고, 일부지역에서는 표고와 지하수위가 반비례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표고에 따른 지하수위 분포에 대한
관계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수리전도도의 경우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양수시험을 통해 산출된 결과
를 이용하여 유역의 대표 값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수리전도도는 공간적으로 비균질적인 특성이 나
타지만, 소수의 결과를 면적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지하수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지표
유역과 지하수유역의 관계를 검토하고, 지하수 등수위선을 작성하여 지하수 유역의 경계기준을 설정하는 지표
로 활용하였다. 설정된 유역을 3차원 수치해석모형에 적용하여 지하수 유동특성을 해석하고, 모델에서 산출된
수리전도도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수리전도도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제주도 지표유역과 지하수유역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125개소의 지하수위 관측자료와 표고자료를 활용하
였다. 제주도 지하수 등수위선은 공간보간기법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신뢰성 검증은 교차타당성 검정과
그래프 검정을 수행하였다. 지하수 유동특성해석에 적용된 인자로는 유역경계, 지하수 함양량, 관측수위, 수리
전도도 등으로 소수의 관측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등수위선을 DEM으로 분석하여 일정간격에 따라 지점별 지
하수위를 추출한 후 모델의 검‧보정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리전도도는 유역 내 약 50의 지점단위로 모델에 입
력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하수위와 표고와의 상관분석결과 R2는 0.1653 ~ 0.8011로 표고와 지하수위와는 뚜렷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특히, 동부와 서부지역은 표고와 지하수위와의 반비례특성이 크게 나타나고, 남부와 북부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반비례특성이 나타났다. 관측지하수위 자료를 활용하여 등수위선을 구축하고, 지하수의 흐름방
향, 지하수위 관측정 위치, 유역의 장·단경 등을 고려하여 총 8개의 지하수 유역을 설정하였다. 이들 지하수
유역에 대해 강우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함양량, 지점단위 수리전도도, 소수의 관측자료를 보완하여 3차원 수
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지하수 유동모의 결과 RMSE는 0.554 ~ 6.177이며, 지하수 흐름방향성 또한 지하수 등
수위선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유동해석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제주도 전역의 지하수 유동모의 결과로부
터 수리전도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해안지역은 100 m/d이상, 상류지역은 1 ~ 45 m/d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
지역 저지대에서는 500 m/d이상의 수리전도도를 보였으며, 북부와 남부 일부지역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하수 등수위선 분포와 부존형태 등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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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광화학/전기화학적 전환을 위한 나노복합촉매 개발
조경민·정희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1. 서론
산업의 발달과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는 인류를 대기 오염 문제에 직면시켰다.
불균형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생태계의 탄소 순환 파괴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성은 가격 면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
며 일일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이다.

2. 자료 및 방법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재생에너지의 저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해 저분자(short chain)의 카본 연료 및 다른 화합물 생성의 원료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안정하며 고부가가치의 화학에너지로 저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화학적
전환을 위한 촉매 및 전환 시스템 설계와 관련하여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광화학적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화합물
인 일산화탄소와 메탄을 선택적으로 생산하
는 촉매를 개발하고자 했다. 현재 광촉매에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효율이
낮은 원인은 빛을 받아 전자를 수확하는 과정
과 수확된 전자를 이용한 표면에서의 이산화
탄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전기
적 특성과 높은 표면적을 가지는 탄소나노소
재를 이용한 나노복합촉매의 계층적 구조와
화학적 처리를 통한 이산화탄소 전환 가능성
을 발표하고자 한다.

4. 참고문헌
Cho, K. M., Kim, K. H., Park, K., Kim, C., Kim, S., Al-Saggaf, A., Gereige, I., Jung, H. T., Aminefunctionalized graphene/CdS composite for photocatalytic reduction of CO2, ACS Catal. 7, 7064-7069.
Jung, H., Cho, K. M., Kim, K. H., Yoo, H. W., Al-Saggaf, A., Gereige, I., Jung, H. T., Highly efficient and
stable CO2 reduction photocatalyst with a hierarchical structure of mesoporous TiO2 on 3D graphene with
few-layered MoS2, 2018, ACS Sustainable Chem. Eng. 6, 5718-5724.
Kim, C., Cho, K. M., Al-Saggaf, A., Gereige, I., Jung, H.-T., Z-scheme photocatalytic CO2 conversion on
three-dimensional BiVO4/carbon-coated Cu2O nanowire arrays under visible light, ACS Catal., 8,
4170-4177.
Potter, M. E. Cho, K. M., Lee, J. J., Jones, C. W., 2017, Role of alumina basicity in CO2 uptake in
3-aminopropylsilyl-grafted alumina adsorbents, ChemSusChem, 10, 219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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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atal Second Hand Smoke Increases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with TNF-α, TLR4 and GSTP-1 Polymorphisms
Kil Yong Choi·Soo-Jong Hong1)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1)
Department of Pediatrics, Childhood Asthma Atopy Center, Environmental Health Center,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1. Introduction
Although Second Hand Smoke (SHS) exposure is associated with asthma, its effect on eczema is unclea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gene-environment interactions between SHS exposure and TNF-α/TLR4/ GSTP1 polymorphisms on
childhood eczema.

2. Meterials and Methods
From 2005 to 2006, 3,639 children aged 7 or 8 years were enrolled and followed up 2 years later. Details of SHS
exposure and eczem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TNF-α (rs1800629), TLR4 (rs1927911) and GSTP1 (rs1695)
genotypes were determined.

3. Results and Discussion
Maternal passive smoking during pregnancy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prevalence of eczema diagnosis ever (aOR, 1.50;
95%CI, 1.25–1.79), eczema symptoms in the past 12 months (aOR, 1.23; 95%CI, 1.01–1.50), and current eczema (aOR,
1.30; 95%CI, 1.06–1.60). Persistent SHS exposure (from the prenatal period to present)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prevalence of eczema diagnosis ever (aOR, 1.40, 95%CI 1.19-1.66). Maternal passive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persistent SHS exposure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new eczema diagnosis in children with the TNF-α AA or AG
(aOR, 2.83, 95%CI 1.11-7.23 in the group of maternal passive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aOR 3.65, 95%CI 1.29-10.29
in the group of persistent SHS exposure), TLR4 CC (aOR 3.02, 95%CI 1.38-6.63 in the group of maternal passive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aOR 2.31, 95%CI 1.01-5.28 in the group of persistent SHS exposure) or GSTP1 AG or GG (aOR
2.58, 95%CI 1.23-5.42 in the group of maternal passive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aOR 3.04, 95%CI 1.32-7.01 in the
group of persistent SHS exposure) genotypes. Conclusions: Interactions between SHS and TNF-α/TLR4/GSTP1
polymorphisms may affect eczema development in children. Reducing SHS exposure from the prenatal period onward may
prevent childhood eczema in susceptible populations.

Fig. 1. Influence of the TNF-α (rs1800629) genotypes with (a) maternal passive smoking during pregnancy and (b)
persistent SHS exposures on development of new eczema diagnosis.

4. References
Carlsten, C., Melen, E., Air pollution, genetics, and allergy: an update. Curr Opin Allergy Clin Immunol, 2012, 12, 455-460.
Leung, D. Y., Bieber, T., Atopic dermatitis. Lancet, 2003, 361, 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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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김백조 ․ 김유준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

1. 서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폭염의 지속기간
이 증가하면 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폭염에 관한 연구는 폭염의 기후
특성, 장기예측성, 그리고 건강영향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국지적이고 급격
한 기상변화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정연식 등, 2009). 이와 같은 비반복적 교통혼잡비용을 줄
이기 위해서는 상세 기상관측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공간적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기상 조
건 및 노면상태 확인을 위한 충분한 해상도 확보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과학 측면에서 폭염
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폭염과 관련하여 환경부, 기상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성균관대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 보
도자료 등과 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적극 활용하여 폭염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우리나
라와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의 빈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폭염의 위험성과 폭염
과 질병, 가뭄 그리고 경제와의 관련성에 언급하였다. 특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기상관
측차량을 이용하여 2018년 폭염 발생일에 서울시와 강원도 도심과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기온과 노면온도 변
화를 관측하여 그 결과도 발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8년 최악의 폭염 발생으로 강원도 홍천에 8월 1일에 41도가 기록되었으며 초열대야(최저기온이 30도 이
상인 날)가 강릉 3회와 속초 1회가 발생하였다. 올해 폭염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유럽, 북미 등 대부분 북반
구에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7월 한달의 폭염으로 11조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기온
1도 오를 때 마다 노동력이 2%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국내 폭염으로 인한 영향으로 배추, 토마토, 수
박과 돼기고기, 닭고기 가격은 상승하였고 반면에 폭염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애호박과 오이의 가격은 하락하
였다. 백화점 매출액과 방문객이 증가하였고 국립기상과학원의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2018년 여름
철 폭염 일에 대한 서울시와 강원도의 도심과 주요 고속도로의 기온과 노면온도를 연속적으로 관측하여 그 특
성을 분석하였다. 폭염이 나타난 날의 도심과 고속도로 상의 기온과 노면온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도로피복 재질이나 터널통과 전후와 도로살수 전후의 기온과 노면온도 변화는 고층 건물에 의한 차폐 효과 등
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4. 참고문헌
정연식, 김주영, 조한선, 심재익, 2009, 비 반복적 발생 지, 정체로 인한 혼잡비용 추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
원,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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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연구
문난경·서지현·김순태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아주대학교

1. 서론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화학반응과 함께 확산되는 누적적이고
광역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기질 관리 정책을 위해서는 대상 지역과 더불어 인접 지역의 대
기오염물질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
세먼지(PM2.5)와 O3과 같은 2차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정보만으로는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별, 배출원별 각각의 배출량이 농도 생성에 미치는 전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량과
농도 생성의 전환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3차원 대기질 모델링을 거쳐야 하므로 지자
체 또는 정책계획 수립자가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NH3, VOC, PM2.5) 배출량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기여농도
를 분석하고, 지자체별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기개선 정책 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생성의 전환율을 산정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대기환경분석을 위해 3차원 광화학 모델인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을 이용하여, 남한
전 영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모사하였다. CMAQ 모델링을 위하여 입력 자료로 3차원 기상모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와 배출모델 SMOKE (The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 결
과를 이용하였다. 모델링 기간은 2015년 1년간이며, 지자체별 영향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모델링 해상
도를 3 km로 적용하였고, 배출량은 2013년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
여농도 산정을 위하여 기본 배출량에 대한 모사 농도와 변화된 배출량에 대한 모사 농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산정하는 CMAQ BFM (Brute Force Method) 방법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국 17개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분석하였으며, 예시로
경상남도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농도를
살펴보면 경남 면 오염원 NOx 배출량의
PM2.5 기여농도는 경남 자체(0.15 ㎍/㎥),
부산(0.10 ㎍/㎥), 대구(0.10 ㎍/㎥), 울산
(0.08 ㎍/㎥) 순으로 나타나 자체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 대기오염물질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살펴보면 강원도 점 오염원
Fig. 1. 경상남도 오염원별(점,선,면) NOx 배출량의 지자체별 PM2.5 연
NOx 배출량의 PM2.5 기여농도는 충북
평균 기여농도.
(0.08 ㎍/㎥), 경기(0.07 ㎍/㎥), 세종(0.07
㎍/㎥), 경북(0.06 ㎍/㎥), 강원(0.05 ㎍/㎥) 순으로 자체 영향보다 인접지역에 미치는 기여농도가 자체 지역보
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농도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기여도 분석 결과는 향후 지자체별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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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최대풍 산정에 대한
정확도 평가
나하나·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기상 현상 중에서도 태풍은 강도가 강해지며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 이에 태풍의 한반도 내습 시 발생하는 강풍에 관련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먼저 Park et al.(2007)은 태풍
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기 위하여, 한반도 태풍 내습 시 지상에서의 풍속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국
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안하였고, Jung et al.(2010)에서 태풍 매미에 대한 정확한 지상풍 및 발생 가능한
피해액을 추정함으로써 태풍에 대한 사전방재 시스템의 기초 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고해상도의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을 산정하여 효율적인 태풍의 사전방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 RAM (Risk Assessment prediction Model)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 3-Second gust를 산정하여 분석하고
활용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AM을 통해 계산되어 태풍 방재 자료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사
용되는 3-Second gust의 타당성을 평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M에 의해 산정된
3-Second gust의 검증을 통해 태풍 사전방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5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3-Second gust를 산정하기 위해 기상청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자료와 RSMC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Tokyo Typhoon Center의 Best Track Data 태풍 정보를 사용하였다. 또한, 3-Second gust와의 비교에
사용한 자료로는 기상청 해양부이, 등표 관측을 통해 관측되는 GUST풍속, 순간최대풍속 값을 사용하였다.
3-Second gust 산정에는 RAM을 이용하였으며, 기상청의 RDAPS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수치모의를 통해 RAM 입력자료인 700 hPa의 바람 자료를 생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계열 분석 결과 3-Second gust 결과는 기상청 해양부이, 등표 관측값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RMW 내·외
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RMW 내 지점에서의 결과가 RMW 외 지점에서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내륙과 연안, 해안지역의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안, 연안, 내륙으로 갈수록 지형·
지물의 영향에 의해 관측값과 멀어지나, 각 지점 모두 관측값과 모델의 10 m 고도 풍속 값이 유사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 RAM을 통해 생산되는 3-Second gust 값이 관측값과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RAM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3-Second gust를 활용한 태풍 사전방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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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353~363.
Park, J. K., Jung, W. S., Choi, H. J.. 2007, Pilot study on the typhoon for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applic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7(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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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PBL 고도 최적화 방안에 따른 장거리 미세먼지 수송
사례 모델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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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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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수치모델을 이
용한 대기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기질 모의에 있어 기상장은 오염물질의 수송, 확산, 침적, 화학반응 등
에 관여하고, 그 중 대기 경계층(Planetary Boundary Layer, PBL) 고도는 오염물질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PBL 고도 모의는 대기질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편, 한반도는 중국의 풍하 측에
위치하여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고농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장거리 수송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 한반도 PBL 고도에 따른 미세먼지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고농도 미세먼지 수송 사례를 대상으로 라디오 존데 자료를 이용한 관측 너징
을 통해 한반도 PBL 고도의 오차를 줄이는 민감도 실험을 실시하였고, 최적화된 PBL 고도에 따른 지상 미세
먼지 모의 경향 및 연직 미세먼지 분포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서풍 계열을 통해 미세먼지가 중국 동부지역에서 한반도로 수송되어 고농도를 유발한 2015년 2
월 13일 ~ 16일을 사례일로 선정하여 중규모 기상 수치모델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3.8.1
버전과 3차원 광화학수송모델인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5.0.2 버전을 이용하여 기상 및
대기질 모의를 실시하였다. 관측 자료로는 전국의 7개 라디오 존데 자료를 통해 관측 너징 및 PBL 고도 모의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고, 278개의 대기질자동측정망(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AQMS) 자료를 통해
모델의 미세먼지 분포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라디오 존데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기계적 난류에 대한 열
적 난류의 비를 이용한 벌크 리차드슨 방법을 통해 관측 PBL 고도를 결정하여 모델의 PBL 고도를 평가하였
다. 모델 PBL 고도 최적화 방안으로 라디오 존데 자료를 이용한 관측 너징 기법을 이용하였다. 관측 너징은
모델의 각 격자점을 중심으로 영향 반경내에 있는 관측 지점들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 모델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적절한 영향 반경과 동화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동화 강도를 3.0 ×
10-4 s-1, 6.0 × 10-4 s-1, 9.0 × 10-4 s-1 로 설정하였고, 영향 반경은 10 km, 50 km, 100 km 으로 설정하여 민감도
실험을 설계하였고, 너징을 실시하지 않은 실험(BASE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PBL 고도 및 미세먼지 모의 양
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동화 강도 및 영향 반경에 대한 민감도 실험 결과, 동화 강도는 9.0 × 10-4 s-1, 영향 반경은 50 km 인 관측
너징 설정을 통해 최적화된 PBL 고도를 산출하였다. 최적화된 실험을 통해 장거리 미세먼지 수송 사례의 연
직 분포를 분석한 결과, 너징을 통해 PBL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 지상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달라져 모
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라디오 존데 관측 자료를 이용한 관측 너징을 통해 PBL 고도의 오차를 줄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연직적인 미세먼지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연직 기상 관측 자료를 이
용한 관측 너징 민감도 실험 및 추가 사례에 대한 PBL 고도 최적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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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 도시지역 BTX
농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오인보·방진희·김순태1)·유승희1)·김양호·권호장2)·김근배3)
울산대학교 환경보건센터, 1)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3)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과

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 서론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국가산업시설이 위치한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과거 수십 년간
대기오염현상이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산업단지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울산지역 대기환경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며 농도 모니터링 및 공간분포 파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울산지역
의 대표적 유해대기오염물질로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을 통칭한 BTX를 들 수 있고,
이는 지역 화학물질 대기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현재 지역의 BTX 농도 모니터링이 매우 부족한 상황
에서 시·공간적 농도분포를 면밀히 이해하고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는 부분은 주민노
출과 건강영향 평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대기질 수치모델의 적용과 산단 배출 자체의
영향을 추정·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자료 및 방법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v.5.0.1) 모델을 이용하여 1 km 해상도의 BTX농도 공간분포를
계절별 수치모의 하였고, 주요 산단지역 배출량 조절을 통해 산단 배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도시지역 BTX
농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CMAQ모델의 기상입력자료는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WRF, v.3.6.1) 모델링을 통해 생성하였고, 배출량 입력자료는 Model of Emissions of Gases and
Aerosols from Nature (MEGAN, v2.0.4)과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 (SMOKE, v.3.1)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SMOKE 모델 수행에 있어 국외배출자료는 The Model Inter-Comparison Study for Asia
(MICS-Asia) 2010을, 국내 배출목록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2013을
이용하였다. 화학종 분배를 위한 화학메커니즘은 Carbon Bond 05 Toxic (CB05T)를 적용하였고 배출원별
VOC 화학종 분류계수는 미국 EPA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치모델 결과 BTX 평균농도는 석유화학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가 나타나고 여름철에 인근 도시지역
농도가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주요 산단지역 배출량 조절 모델링 결과, 인근 도시역 격자들의 BTX 연평균
농도의 경우, 약 40% 가량의 농도가 산단 배출의 직접적 영향으로 추정 계산되었다. 세 가지 물질 모두 계절
별 차이는 유사하였지만 상대적으로 7월에 그 기여도가 가장 컸다. 일별 기여도는 모델링 기간 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이며 7월에는 최대 80%를 초과하는 값이 나타났고 특징적으로 도시역이 산단의 풍하측에 위치할 때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산단지역 안과 도시지역에 위치한 각각의 측정지점
에서의 BTX 기여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산단배출의 영향이 거리에 따라 크게 감소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산업도시 BTX 농도의 고해상도 공간분포 분석과 산단의 영향의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BTX 모델링의 여러가지 한계들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역시 파악되었고 이는 노출평
가와 건강영향분석에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울산과 같은 대규
모 산업시설이 위치한 도시에서 유해대기오염 관리와 함께 산단 인근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역학연구
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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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하역사의 최근 3년간 PM10과 PM2.5 농도 특성
전병일·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부산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중 지하철은 4개 노선 115.8 ㎞가 설치되어 있고 총 114개역이 운영되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노선이 확장되고 있다. 궤도 위를 달리는 지하철은 일반 도로 위의 자동차와는 달리 정확하
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부산지역 주요 지하역사의 PM10과 PM2.5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역사 내의 실내공기질을 적
정하게 유지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
해 과학적인 측정 자료를 근거로 시정정책 방향 수립, 시민들의 환경관심 유도와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이다.

2. 재료 및 방법
부산지역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농도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 ~ 4호선의 서면역, 연산
역, 동래역, 수영역, 미남역, 사상역, 덕천역, 남포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측정된 PM10과 PM2.5
농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측정시간은 지하역사의 청소, 보수 등 시설관리 등으로 실내공기질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0500 LST부터 2400 LST까지(20시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실외의 미세먼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각 지하역사와 가장 근접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자료를 사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Annual mean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observed at Busan subway station for 3 years(2015∼2017)

Nampo

2015
52.7±14.1

PM10(㎍/㎥)
2016
2017
45.6±13.3
44.0±12.0

Mean
47.5±13.7

Deokcheon
Dongnae
Minam

51.3±20.9
36.1±13.1
41.1±19.1

49.3±18.3
36.2±10.8
37.7±17.0

37.5±11.9
36.0±10.0
30.5±12.0

45.9±18.4
36.1±11.4
36.4±16.8

Sasang
Seomyeon 1-W*
Seomyeon 1-P**

37.6±13.8
53.0±15.1
53.9±17.6

32.4±11.1
48.9±13.3
53.8±15.0

33.2±8.6
46.9±11.4
46.0±14.0

34.4±11.6
49.6±13.6
51.3±16.0

Seomyeon 2-W
Seomyeon 2-P
Suyeong

47.9±15.3
45.0±13.9
35.0±12.7

46.5±14.3
41.4±15.1
38.2±14.2

42.7±11.2
38.2±14.6
32.4±12.7

45.6±13.8
41.4±14.8
35.2±13.4

Yeonsan

37.9±14.8

38.8±14.3

28.1±9.4

34.9±13.9

Station

2015

PM2.5(㎍/㎥)
2016
2017
26.4±9.2

Mean
26.4±9.2

17.7±7.6

19.6±7.8

19.8±8.3

19.0±8.0

30.3±10.0
26.1±10.4

27.7±14.0
30.5±11.8

14.4±4.5
28.3±10.2
24.9±11.4

14.4±4.5
28.8±11.6
27.2±11.5

24.6±8.8
25.1±11.4

24.6±8.8
25.1±11.4

4. 참고문헌
Aarnio, P., Yli-Tuomi, T., Kousa, A., Mäkelä, T., Hirsikko, A., Hämeri, K., Päisänen, M., Hillamo, R., Koskentalo,
T., Jantunen, M., 2005, The concentrations and composition of and exposure to fine particles (PM2.5) in
the Helsinki subway system, Atmos. Environ., 39, 5059-5066.

- 62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OA7)

지리산 국립공원내 해발 500 m 청정지역의 PM10 농도 특성
박정호·박민우·정욱진1)·윤명선1)·서동완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산청군,

2)

중원종합건설

1. 서론
최근 미세먼지는 사회적 환경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
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 목표수준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적으로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OECD의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보고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삶의 질은 물질적 삶의 조
건에 비해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Jeong & Kim, 2015; OECD, 2016).
한편, 대기 청정지역 혹은 배경지역(background)은 인위적 대기 배출원에 의하여 최소한 오염된 지역이며,
유럽환경청(EEA)의 측정망 분류에서는 도시지역, 발전소, 자동차 도로 등 주요 대기 배출원으로부터의 이격거
리가 50 km 이상의 자연 배경지역(natural background), 10~50 km 사이의 청정 배경지역(rural background),
3~10 km 사이의 도시인근 배경지역(near-city background)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Dingenen et al., 2004). 청정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및 서유럽지역의 경우 PM2.5 3~5 μg/m3 수준이며(WHO, 2005), 국내 고산측정소
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PM10 36~51 μg/m3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NIER, 2015).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해발 400 m에 위치한 북한산 대기측정소의 경우 2014년 기준 PM10 39 μg/m3 및 PM2.5 22 μg/m3를 보고하고
있다(Seoul, 2014).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 국립공원 내 해발 500 m의 청정배경 지점(장당지점) 및 산청군 삼장면 일원의 대조지
점(삼장지점) 등 2개소에서 대기 중 PM10 시료를 채취하고 타 지역간의 농도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의 제공 및 지역 대기질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용량 공기시료채취 샘플러는 PM10 Mini Volume Air sampler (미국 Air metrics사)이
며, 시료채취지점별 본 장비를 각각 사용하여 유속 5 L/min로 24시간 동안 동시에 대기 중 먼지 시료를 연속
채취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여과지 필터는 공극 2.0 μm, 직경 47 mm의 ZefluorTM supported PTFE (미
국 Pall Corp.)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채취 전후 데시게이터에서 24시간 항온, 항습 후 정전기 제거장치를
통해 정전기를 제거하고 0.001 mg까지 칭량 가능한 마이크로 발란스(Model DM, Satorius사)를 사용하여 여지
무게를 칭량하였다. 시료채취는 2018년 1차 현장조사(5월 24~25일) 및 2차 현장조사(6월 20~21일)에 각 1일간
연속으로 PM10 농도시료를 채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 결과, 1차 현장조사는 황사발생으로 전국 각지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대기질 “나쁨”상태로 높았던
기간으로 PM10 농도는 장당지점 39 ㎍/㎥으로 대조지역인 삼장지점보다 ▼ 11 ㎍/㎥, 경남평균보다 ▼ 41 ㎍/
㎥, 전국평균 보다 ▼ 59 ㎍/㎥ 낮은 농도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2차 현장조사는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
한 날씨로 대기질 “보통” 수준 또는 남부권 일부지역에서 대기질 “좋음”수준을 보였던 기간으로 PM10 농도는
장당지점 10 ㎍/㎥으로 대조지역인 삼장지점보다 ▼ 2 ㎍/㎥, 경남평균보다 ▼ 30 ㎍/㎥, 전국평균 보다 ▼
40 ㎍/㎥ 낮은 농도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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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윈드시어 확률예측 기술 개발
이영곤·하종철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1. 서론
최근 다양한 모델을 결합하거나 여러 초기장으로 부터 구해진 앙상블 예측이 기존의 결정론적 예측에 비해
윈드시어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Gill and Buchanan,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현
업 국지 앙상블 예측시스템(Limited Area Ensemble Prediction System, LENS)을 이용하여 제주도 지역에 대해
지상에서 2,000 ft 사이의 저층윈드시어(Low-Level Wind Shear, LLWS) 예측자료를 구하였다. 또한 2016년 제
주에서 발생한 윈드시어 경보사례에 대해 LLWS를 구하였으며, 이를 실제 대기상태와 가장 유사한 기상청 현
업 국지기상예측시스템(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의 분석장과 비교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LLWS는 미국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NWS)의 공항예보(Terminal Area Forecast, TAF) 지침에 의
거하여 아래와 같이 두 고도의 바람 벡터의 변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지상은 LENS에서 지상 자료로 산
출하고 있는 고도 10 m로 정의하였으며, 상층 2,000 ft는 여기에 10 m를 더한 약 2,030 ft로 두었다. 또한 산악
지역과 같이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기압으로 인해 윈드시어 강도가 낮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바람벡터차를 geopotential height로 나누었다(Zhou, 2004),
 

본
대해
에서
쪽의
해에



      




(1)

연구에 적용된 사례일은 2016년 제주국제공항에서 강풍과 윈드시어 경보가 동시에 발생한 세 사례들에
적용하였다. 첫 번째 사례일은 저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강한 남서풍이 유입된 7월 1일의 사례로 공항
관측된 최대 풍속은 0746 UTC에 39.7 knot였다. 두 번째 사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북쪽의 고기압과 남
저기압이 대치하면서 공항에 29.3 knot의 강한 동풍이 유입된 10월 23일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오호츠크
위치한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공항에 33.1 knot의 강한 남서풍이 한라산을 가로질러 유입된 경우이다.

3. 결과 및 고찰
세 사례일들에 대해 LENS에서 구해진 13개 앙상블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앙상블 평균과 스프
레드를 구하였다. 그 결과 LENS에서 각 예측 시간별 산출된 LLWS 분포에서 20 knot 이상의 강한 윈드시어
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3시간의 긴 예측시간대 보다 3시간으로 예측시간이 짧을수록 더 정확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례 3과 같이 한라산 주변을 따라 강한 LLWS가 나타나는 경우는 오히려 27시 부근의
긴 예측이 분석장의 분포와 더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앙상블 예측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스프레드값에 대한 예로써 사례 2(2016년 10
월 23일)에 대해 나타내었다. 앙상블 평균과 마찬가지로 예측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프레드 값 역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시부터 66시까지 예측시간대 별로 LLWS 앙상블 예측값을 제주지역에 대해 평균한
값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영역 평균한 앙상블 평균은 예측시간에 대해 크게 변하지 않지만, 스피레
드의 경우 예측시간이 줄어들수록 5.49±2.5 knot to 2.43±0.5 knot로 작아졌다.

4. 참고문헌
Gill, P. G., Buchanan, P., 2014, Meteorol. Appl., 21, 12–19.
Zhou et al., 2004, 11th Conference on Aviation Range and Aerospace, Oct 4-8, Hyannis, MA, Amer. Meteor.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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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동지역의 복잡 지형과 하층제트가 집중 호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채다은·이순환1)·이강열2)·이태진2)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서론
한반도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비가 집
중되었으나 유독 8월에 비가 많이 내렸다. 2014년 8월 한반도의 기상 특성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기온이 23.
8℃로 평년(25.1℃) 보다 낮았고 전국 강수량은 369.0 mm로 평년(274.9 mm) 보다 많았다. 즉, 많은 강수량과
낮은 기온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특성이 나타났던 원인은 8월 전반에는 태풍, 8월 후반에는 저기압의 영
향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특히 2014년 8월 25일 부산·경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피해를 많이 입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날을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1시부터 4시까지 강수가 집중되었고 일강우량이 115 mm/day
로 하천 범람을 유발했다. 또한 같은 부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났으며 특히 금정구
주변지역에 강수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국지적인 불균일한 강수는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최근 연구에서
는 집중호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종관 기상패턴, 하층제트, 산악효과, 해수 온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날을 대상으로 국지적 불균일한 강수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자 관
측 자료와 WRF 수치모의를 통해 종관분석을 하였고 산악과 하층제트의 조건에 따라 강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case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같은 지역임에도 강수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과 하층제트와 지형효과가 집중호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날인 2014년 8월 25일을 사례일로 선정하고 대상지역은 일
강우량이 월등히 높았던 금정구 주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기상수치모델인 WRF 3.6.1 버전을 이용하여 집중
호우가 발생한 날에 대해 모의하고 그 모델 결과와 관측 자료를 통해 금정구 주변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하층제트와 지형효과가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해서 case 연구를 진행하였다.
Case 연구의 경우 지형효과를 보기 위해 원상태, 금정산 주변지역 고도를 높였을 때, 낮추었을 때 3가지 경
우로 진행되었고 모델 값을 통하여 강우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하층제트가 강우량에 영향
을 준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층제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직 풍속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하층제트축
의 위치를 파악한 뒤 그 축의 위치를 변경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강우량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모델결과와 관측 자료를 통해 종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2014년 8월 25일 부산에 국지적 불균일한 집중호우
가 발생한 원인은 남서풍의 하층제트와 기압배치에 따른 동해안의 동풍이 부산에서 수렴함으로 인해 많은 수
증기의 유입과 산악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금정구 주변지역의 고도를 변경하여 진행했던 case 연구와 하
층제트 축의 위치를 변경한 실험의 결과, 두 요소 모두 강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악효과와 하층제트가 강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산의 경우 주변에 바다가 있으
므로 해수면 온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해수면 온도와 강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받았습니다(No. 20150019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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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tic Mechanism Analysis of Easterly Wind Causing
the Swell Wave in the East Sea, Korea
Hyunsu Kim
Severe Storm Research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1. Introduction
Many types of costal disasters (e.g. swell, meteo-tsunami) related to long-periodic wave generated by
meteorological factors (e.g., wind storms, typhoons) have caused huge property loss and many casualties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Kangwon Provinci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pproximately 20-40 times
of swell occurred annually in the east coast of Gangwon Province during the last three years ('14-'16), and 5.5
casualties per year occurred normall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well wave is a representative coastal
disaster with the necessity for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its occurrence. However, the study of marine long
wave occurrence and disaster reduction has been mainly dealt with due to the natural disasters caused by
marine phenomena (e.g, waves) rather than atmospheric phenomena. This study,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es
on what kind of synoptic meteorological mechanism causes the wind, which is a direct cause of swell wave
generation.

2. Data and Methods
It is known that most of the swell waves in Korea are concentrated on the east coast of Gangwon Province
and the swell waves in the east coast are caused by the strong wind winds. Therefore, to investigate synoptic
meteorological mechanism of strong easterly wind, this study has selected major accident events caused by
swell over the last 10 years. Numerical weather modelling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WRF)
was also carried out on February 23-25, 2008, when 15 persons were killed and 15 people were injured.

3. Results

Fig. 1. Number of swell observed in buoys during 10 years.

4. References
Ha, T., Heo, K. Y., Jeon, J. S., Kang, S., 2017, Numerical Modelling of large swell waves using different
atmospheric reanalysis data in East Sea, Journal of Costal Research, Special Issue 79, 164-168.
Oh, S. H., Jeong, W. M., Lee, D. Y., Kim S. I., 2010, Analysis of the reaion for occurrence of large-height
swell-like waves in the east coast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22(2),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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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요소간 내적일치성 분석을 통한 데이터 및 센서
품질관리
이인규·이부용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자동 기상관측장비에서 생산되는 관측값은 일시적인 오류나 센서의 노후화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값이 자동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물리적 한계 범위내에서 비정상적인 관측값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경
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측값이 기후 통계자료나 예측자료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
측데이터 뿐만 아니라 관측 장비와 센서의 특징파악과 품질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초적인 접
근 방법으로 관측지점 내 요소간의 내적일치성을 분석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분석 방법을 모색하여 기상 관측
데이터 품질과 센서 품질 개선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해안 3개소(부산, 통영 창원)와 내륙 3개소(거창, 합천, 밀양)에 대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해 기상요소 간 내적 일치성 관계를 연구하였다. 기초 통계 분석 및 요소간의 상관도 그래프
를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보기 위하여 수증기압 공식인 테탄 공식을 활용한 온·습도
분석과 강수량에 따른 습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강수량별 습도 구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풍속계와 기압계
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풍속이 0일 때 30분 전후 기압차를 분석하여 기압의 변동 폭을 파악하고, 계산으로
얻어지는 해면기압의 정상산출 확인을 위하여 현지·해면 기압 차이를 구하여 그 값의 변동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 단계에서 얻어진 결과는 ①기온과 상대습도 ②강수량과 습도 ③풍속이 0일 때 30분 전후 기압차 ④해면
현지 기압차의 분석을 통해 얻어졌으며 다음과 같다. 기온과 상대습도는 테탄 공식에 주요인자로 분포함수로
경계설정이 가능하였다. 강수량과 습도는 강수량이 많을 때 상대습도가 특정 값 이상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
생하거나 이상 값이 관측되는 경우가 있었다. 풍속이 0일 때 30분 전후 기압차는 2.1 ~ 2.5 hPa사이에 존재하
였다. 해면 현지 기압차이로부터 최저값의 변동이 있었던 지역을 찾아내고 메타데이터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
인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분석 요소를 보완하고 추가하여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상 자료와 센
서 품질 개선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4. 참고문헌
Chae, J. H., Park, M. S., Choi, Y. J., 2014, The WISE Quality Control System for Integrated Meteorological
Sensor Data,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4(3), 445-456.
Igor, Z., 2004, Guidelines on Quality Control Procedures for Data from Automatic Weather Stations, WMO,
25(4-1), 1-9.
Oh, G. L., Lee, S. J., Choi, B. C., Kim, J., Kim, K. R., Choi, S. Y., Lee, B. L., 2015, Quality Control of
Agro-meteorological Data Measured at Suwon Weather Station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17(1), 25-34.
Park, C. Y., Choi, Y. G., 2012 Validation of Quality Control Algorithms for Temperature Data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2(3), 2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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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조석현상에 따른 국지기상 변화가 수도권 오존농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민·정주희1)·안혜연·강윤희2)·김유근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갯벌 면적의 83.8%가 분포해 있다. 갯벌은 조석현상이 나타나
하루에 두 번씩 지표특성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가 만조시 주간 온도 감소와 습도/풍속 증가, 야간 온도/풍속
증가, 습도 감소 등 기상요소에 영향을 준다(An et al., 2017).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의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며 기온, 대기안정도 등의 기상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Banta et al., 2011).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조석현상에 따른 국지기상변화가 수도권 오존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을 사용하여 수도권 오존 농도를 모의하였다. 모
델링영역은 5개의 도메인(각 격자간격 81, 27, 9, 3, 1 km)으로 동아시아영역부터 서울영역까지 구성하였고 사
례일은 수도권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던 2016년 5월 17~22일로 선정하였다. 기상입력자료는 WRF
(Weather Research Forecast) 모델링 결과를 기상전처리 프로그램인 MCIP (Meteorology-Chemistry Interface
Processor)을 통해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배출량 입력자료는 MICS-Asia (Model Inter-Comparison Study for
Asia)와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자료를 SMOKE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
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설계는 An et al.(2017)을 참고하여 2개의 실험을 구성하였다. EXP-BASE는 갯
벌의 토지피복이 Herbaceous Wetland (HW)로 수심이 0-6 m 만조와 간조 사이의 지표상태이고, EXP-HIGH는
갯벌에 물이 들어와(수심 6 m 이상) 만조가 된 상태로 토지피복은 Water (WB)이다.

3. 결과 및 고찰
조석현상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를 고려하여 수도권 오존 농도를 모의하고 분석한 결과, 만조시 야간에 기온/
풍속이 높고(최대 +2.7℃, +0.8 ms-1), 습도는 낮게(약 +12%) 나타났고 주간에는 기온이 낮고(최대 -8.0℃) 습
도/풍속이 높게(최대 +37%, +2.7 ms-1)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오존농도가 만조시 주간에 -28.4 ppb ~
+23.5 ppb, 야간에 -32.6 ppb ~ +23.2 ppb 변화를 보였다.

4. 참고문헌
An, H. Y., Kim, Y. K., Jeong, J. H., 2017, Impacts of Land Cover Change of Tidal Flats on Local
Meteorology in Gyeonggi Bay, West Sea of Korea, Atmosphere, Korea Meteorological Society, 27(4),
399-409.
Banta, R. M., senff, C. J., Alvarez, R. J., Langford, A. O., Parrish, D. D., Trainer, M. K., Darby, L. S.,
Hardesty, R. M., Lambeth, B., Neuman, J. A., Angevine, W. M., Nielsen-Gammon, J., Sandberg, S. P.,
White, A. B., 2011, Dependence of daily peak O3 concentrations near Houston, Texas on environmental
factors: Wind speed, temperature, and boundary-layer depth. Atmospheric Environment, 45(1), 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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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시대기측정망의 최근 3년간 PM10 및 PM2.5 농도 특성
박정호·강태원·김민경·서정민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15년부터 PM2.5 농도가 공식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경남지역 11개 도시대기측정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15~’17년) 1시간별 PM10 및 PM2.5 농도 자료를 수집하고 연도별, 월별, 시간별 농도 변화추이 그
리고 PM2.5/PM10 농도비 등 다양한 미세먼지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경남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은 ’17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시대기 21개소 및 교외대기 3
개소 등 총 25개 측정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도시대기 11개 측정소에는 PM2.5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져
있고 측정소별 1시간평균 농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15년 및 ’16년도 경남 11개 도시대기측정소의 전체 일평균 PM10, PM2.5 그리고 PM2.5/PM10 농도
비의 변화 특성을 나타냈다.

Fig. 1. Daily variation of PM10, PM2.5 and Ratio(PM2.5/PM10) for 11-site average in 2 years(`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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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태풍의 사전방재 정보 구축(2002-2015)
나하나·정우식·박종길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National Typhoon Center(2017)에 따르면 한반도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0년 간
최대 피해액과 최대 순간풍속 기록을 살펴보면, 상위 5위 내에 2000년 이후의 태풍이 기록되었다. 과거 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며 실제 피해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Ho, 2012)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와 연관된 강력한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으로, 해수온이 급변하면서 실제 한반도 영향 태풍의 발생 및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IPCC,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5년을 연구 기간으로 선정하
고, 태풍 내습 시기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 3-Second gust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 분석과 더
불어, 엘니뇨·라니냐 발생 시기별 분석을 수행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에 대한 사전방재 시스템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풍의 3-Second gust를 산정하기 위하여 RAM (Risk Assessment prediction Model)을 사용하
였다. RAM의 입력자료인 700 hPa 풍속은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Version 3.7.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태풍의 정보(태풍 중심 위·경도, 중심 기압 )는 RMSC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Tokyo Typhoon Center의 Best track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도별 분석
연도별 태풍 내습 시 발생 가능한 최대 속 3-Second gust 분석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반도의 남동
해안을 포함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높은 3-Second gust가 나타났으며, 그 이후 3-Second gust의 범위가 확장
되어 수도권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걸쳐 강한 풍속에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평균 3-Second gust는 2012년 가장 높은 3-Second gust가 나타났으며, 2007년 가장 낮은
3-Second gust가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3-Second gust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3.2. 엘니뇨·라니냐 해 분석
엘니뇨 발생 연도가 라니냐 발생 연도의 3-Second gust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태풍의 운동
에너지가 엘니뇨 발생 연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엘니뇨 발생 연
도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에서 더욱 강한 순간 최대풍속이 나타났다.

4. 참고문헌
Ho, C. H., 2012, Future Climate Change and the Associated Changes in Tropical Cyclone. Journal of the Wind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16(3), 57-61.
IPCC, 2015, Climate Change 2015: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KMA, 2017, National Typhoon Center, http://typ.kma.go.kr/TYPHOON/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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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시기 최대풍의 월별(5월~10월) 특징분석 및 태풍
루사·매미·볼라벤 사례 연구
나하나·정우식·박종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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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태풍백서(2011)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기상관측이 개시된 이래 107년 동안(1904-2010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크고 작은 태풍의 수는 모두 327개이며, 월별 분포는 5월 2회, 6월 18회, 7월 94회, 8월 122회,
9월 82회, 10월, 8회로 나타났으며,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 내습한 태풍 수는 전체의 66%로 나타났다. 또한,
Park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8월 62회, 7월 49회, 9월 45회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반도 영향 태풍의 월별
분석을 한 연구들은 모두 영향 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
친 태풍을 대상으로 월별 영향 빈도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태풍을 내습 월별로 구분한 후, 월별 태풍의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 3-Second gust를 산정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많은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준
태풍으로 태풍 루사, 매미, 볼라벤을 선정하여, 각 태풍의 3-Second gust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5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을 대상으로 RAM (Risk Assessment
prediction Model)을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 3-Second gust를 추정하여 태풍의 월별 분석과 한반도 영향
대표 태풍으로 태풍 루사, 매미, 볼라벤의 극한 개념의 발생 가능한 강풍의 분포와 최대풍속의 풍속 범위를 살
펴보았다. 기상청 수치모델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수치모의를 실
시하여, RAM의 입력자료인 700 hPa의 바람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이를 RAM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3-Second gust를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태풍의 월별 분석
태풍의 영향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8월은 3-Second gust 값이 2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태풍의
3-Second gust가 가장 높게 나타난 9월의 경우 세 번째로 높은 영향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태풍 영향 빈도와
3-Second gust가 높게 나타난 8월과 9월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은 달로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측이
어려우므로 더욱 방재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태풍 루사·매미·볼라벤 분석
태풍 루사, 매미의 경우 3-Second gust에서 기상청 태풍 분류 기준 ‘매우 강’에 해당하는 최대풍속이
0.7-0.8%로 나타났고, 태풍 볼라벤은 24.6%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각 태풍의 경로에 따라 3-Second
gust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3-Second gust의 분포는 태풍의 강도 및 경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태풍 사전방재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기상청, 2011, 태풍백서,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11-1360016-000001-01, pp345.
Park, J. K., Jang, E. S., Choi, H. J., 2005, An Analysis of Meteorological Disasters Occurred i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14(6), 613-619(Korean).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7
R1D1A3B03036152).

- 71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PA4)

한반도에 발생한 태풍의 진행경로별 최대풍 분석
나하나·정우식·박종길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최근 10년간(2007-2016년) 기상재해(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총 약 35조원으
로 나타났으며, 태풍에 의한 피해만 약 17조원으로 6대 기상재해 전체 피해액의 약 50%에 해당한다. 이처럼
태풍은 빈도는 작지만,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진로가 매우 기본적
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태풍의 진로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태풍의 진로 유형 구분(Park et al., 2006), 해수온
등 기상요소와 관련된 연구(Moon et el., 2016)와 통계적인 기법(Sohn et el., 1998)을 이용한 분석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실제 태풍의 진로에 따른 태풍의 기상 및 피해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연구 대상 기간(2002-2015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을 대상으로 태풍 진로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진로 유형 별 태풍 내습 시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 3-Second gust를 추정하여 진로 유형 별 최대풍속 분
포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DB화하여 태풍 사전방재 시스템의 기초 자료로 구축하
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기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을 대상으로 Park et al.(2006)의 태풍 진로 유형
구분 방법을 사용하여 태풍이 진로를 구분하였으며, 진로 유형 별 발생 가능한 최대풍속 계산을 위하여 태풍
내습 시 최대풍속을 산정하는 RAM (Risk Assessment predic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기상청의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수치모의를 통해 RAM의 입력자료인 700 hPa의 바람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RAM을 통해 10 m 고
도의 3-Second gust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체 진로 유형 중에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진로인 type2의 경우 한반도에 가장 강한 3-Second gust가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3-Second gust가 나타난 경로는 태풍이 일본을 걸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진로인
type7로 강풍 영역이 주로 일본에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진로인 type6은 제주
일부 지역과 남동해안에 부분적으로 강한 3-Second gust가 나타나며, 두 번째로 낮은 값을 보였다. 주로, 한반
도에 직접 상륙하는 진로에서 3-Second gust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을 거쳐 동해로 북상하는
진로 type5가 약 14 m/s의 3-Second gust로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태풍의 진로에 따른 3-Second gust 값의 차
이가 약 13 m/s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로유형별 3-Second gust가 큰 차이를 보였다.

4. 참고문헌
Moon, I. J., Choi E. S., 2011, A Definition and Criterion on Typhoons Approaching to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Objective Statistical Analysis, Atmosphere, 45-55(Korean).
Park, J. K., Kim, B. S., Jung, W. S., 2006, Change in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yphoon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16(1), 1-13.
Sohn, K. T., Baik, J. S., Kim, H. A., Oh, J. H., 1998, Analysis of Typhoon Track Patterns using the Statistical
Multivariate Data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34(2), 34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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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SST 및 기상 자료동화에 대한 WRF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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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며, 태풍의 영향 시기 발생하는 강풍을 예측하여 태풍의 피해
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선행되었다(Park et al., 2007; Jung et al., 2010; Kim, 2013). 태풍 내습 시 발
생 가능한 최대풍속과 피해액 추정과정 개선을 통해 RAM (Risk Assessment prediction Model)을 구축하였으
며, 최근에는 RAM의 고해상도 자료 구축, 활용을 위해 WRF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를 활용한
3-Second gust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축된 RAM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RAM의 입력자료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WRF의 최적의 결과 생산을 위한 해수면 온도 자료와 FDDA (Four
Dimension Data Assimilation)자료동화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풍 볼라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WRF 모델 구성은 다음 Table 1과 같이 설정하
였으며, 도메인은 쌍방향 둥지(2-way-nesting)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 WRF Model Configuration
SST(OSTIA)

FDDA(obs nudging)

CTRL
EXP1(OSTIA)

●
●

EXP2(FDDA
EXP3(OSTIA_FDDA)

●

●

3. 결과 및 고찰
모델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관측값과의 시계열 분석, 통계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통계값으로는
Bias, RMSE, MAE, IOA을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기상청 해양부이 지점 총 17개소 중 태풍 볼라벤 기간
관측값이 존재하는 9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자료동화보다는 고해상도 해수면 온도 자료를 사용할 경우 좋은
결과를 보이며, FDDA 동화와 고해상도 해수면 온도 자료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기존 결과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좋은 결과의 고해상도 RAM 입력자료를 사용하여 3-Second gust를 산정한다면,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정확한 예측을 통한 태풍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Park, J. K., Jung, W. S., Choi, H. J., 2007, Pilot Study on the Typhoon for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Applic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7(1), 21-28.
Jung, W. S., Park, J. K., Choi, H. J., 2010, An estimation of amount of damage using 3-second gust when the
typhoon attack.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353~363.
Kim, J. S., 2013, On the characteristics of damage scale and risk management system by strong wind speed of
typhoon,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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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2018년 폭염시기 대구기상지청과 도심지 간의 열적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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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도 여름철 기온분석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폭염은 1994년 폭염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역대급 수준
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이제 폭염은 인명과 재산상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로 인식하여 범정부 차
원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폭염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폭염 수준을 판
단하는 기준이 되는 전국 기상관서의 관측 자료에 비하여 인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의 열
환경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료와 연구방법
2018년 여름에 대구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폭염특보가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관측된 대구기상지
청과 대구 도심지에 위치한 구남보건고등학교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평균 기온과 WBGT를 구하여
비교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WBGT는 현재 일본 환경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2)
RH: 상대습도(%), SR: 일사량(kW/m2),  : 풍속(m/s)

3. 결과 및 고찰
대구기상지청의 자료에서는 폭염 경보 수준인 35℃ 이상이 대략 13～17시 사이에서 나타나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유지되었다. 반면에 도심지에서는 11～18시 동안에 폭염 경보 수준이 유지되어 대구기상지청에 비하여
약 2배나 길었다. 2지점간의 기온 차는 낮 시간대에 가장 컸는데 10～14시 동안에는 도심지가 대구기상지청보
다 2～3℃나 더 높았다.
WBGT가 대구기상지청 지점과 도심지 사이에 얼마나 다른지를 조사하였다. 이 지수 값이 31 이상이 되면
위험 수준 발령된다. 2018년도 폭염시기 대구기상지청의 시간대별 평균자료로는 31을 초과한 시간대가 나타
나지 않았다. 반면에 도심지에서는 10～17시에 걸쳐서 31을 초과하였다. 한낮에 두 지점 사이에는 WBGT 지
수 값으로 2도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도심지는 대구기상지청에 비하여 적어도 WBGT 단계로 1단계 정도는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온종일 25를 초과하였는데, 이것은 경계단계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할 경우에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수분과 염분공급이 있어야 한다.

4. 결론
첫째, 폭염 경보 수준인 35℃ 이상이 대구기상지청에서는 13～17시, 도심지에서는 11～18시 동안에 폭염 경
보 수준이 유지되어 대구기상지청에 비하여 약 2배나 길었다. 기온의 차도 도심지가 대구기상지청보다 2～3℃
나 높았다.
둘째, 대구기상지청의 시간대별 평균 관측자료 상으로는 31을 초과한 시간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도
심지에서는 10～17시에 걸쳐서 3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낮에 WBGT 지수 값으로 2도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도심지는 대구기상지청에 비하여 적어도 WBGT 단계로 1단계 정도는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관서와 인간 활동이 활발한 도심지 간의 열적 차를 감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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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섬(Cool Island) 영역의 열적 영향반경 추정
안은지·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1. 서론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자연재해 중에서 인체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폭염이다. 이러한
폭염은 도시지역에서 더욱 심각한데, 그 원인은 인공 구조물과 폐열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 수지의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열용량 증가로 인한 야간 기온의 고온화가 심각하다. 일본 동경의
일 최고기온의 연평균은 지난 100년 동안에 약 1.7℃ 상승하였지만, 일 최저기온은 같은 기간에 약 3.8℃ 상승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의 일 최고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에 약 0.18℃ 상승하였지만, 일 최저기
온은 0.28℃나 상승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 내외에 존재하는 냉섬을 살리자는 제안이
다. 도시의 고온을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냉섬들의 열적 영향반경을 추정해 보았다.

2. 자료와 연구방법
1차원 열전달방정식으로부터 열적 영향반경을 이상적인 지형 조건 하에서 이론적으로 추정해 보기도 하고,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수행된 냉섬 주변의 기온특별관측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냉섬 내부의 기온이  로 줄어

드는 거리로 정의되는 열적 영향반경을 파악해 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1차원 열전달방정식을 평탄한 해양과 대륙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조건에 적용하여 해양의 열적 영향이

로 줄어드는 열적 영향반경을 구해보면     가 된다. 여기서 K는 확산계수(105 m2/s)이고, S는 WD



(1+1/B)/H로 정의된다. 이들 변수에 다음과 같은 적절한 값을 가정하였다. W는 풍속(5 m/s), H는 대기혼합층
고도(500 m), D는 Stanton number (1.2×10-3), B는 Bowen ratio (0.1～0.2)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열적 영향범
위는 30 km 내외로 추정되었다. 이 값은 Lyons and Plsson(1972)이 시카고 호수 주변에서 특별 관측하여 추정
한 호수의 영향반경 약 20 km 및 Yan and Huang(1988)이 Rossi(1957)가 Baltic 해에서 구한 20～30 km와 상
응하였다. 구미보를 횡단하여 동서방향으로 전개한 자동기상관측장치로부터 관측한 구미보의 내륙으로의 열
적, 수증기 보급 영향은 약 400 m로 추정되었다. 일본에서 시가지에 비하여 내부 기온이 약 3℃ 낮은
Shinjuku Kyoen (면적 약 58.9 ha)의 냉섬 영향반경(시가지보다 기온이 약 0.55℃ 낮은 거리)은 약 300 m로
추정되었다.
규모가 큰 도심하천의 열적 영향반경은 하천을 횡단하는 방향으로 미치는 범위는 고층건물까지로 제한되고
고층건물이 없는 평활한 지역에서는 100～150 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atayama and Ishii, 1991). 산
지에서 생성된 냉기류를 이용한 도시기온 경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곡풍의 영향범위도 관측을 통해 확인
된 바 있다(바람길). 일본 나가노 시의 분지에서 관측한 계곡 산풍의 도시 기온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계곡입구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3～4 km로 추정되었다(Kanou, 2001).

4. 결론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서는 냉섬의 열적완화 효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냉섬이 미치는 열적 영향반경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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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염시기 건축물 옥상 태양광 캐노피의 열적 영향
김해동·박수진·안은지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1. 서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은 기후자원의 활용으로 전력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
키지 않고 연료고갈의 염려도 없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청정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소
규모 분산 생산이 가능하여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발전소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하게 되면 발전 이익금이 주민 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어서 지역발전에도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방식의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에도 태양광 panel을 설치할 경우에도 태양광 패널의 고온
화로 인한 미기상학적 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원으로 제기되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락해 주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
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열적 영향을 조사해 보았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018년 폭염 기간에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panel의 표면과 panel 직하 점의 옥상 바닥 온도
및 panel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 바닥의 온도를 비교해 보았다. 또 일몰 이후 태양광 패널의 열적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열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자료 분석의 결과 한낮에는 태양광 panel 표면 온도가 햇빛에 노출된 콘크리트 옥상 바닥온도보다 10℃ 정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진 음지가 진 옥상 표면온도는 양지의 옥상표면에 비하여 2
0℃ 이상 낮았다. 일몰 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태양광 panel의 표면온도가 기온보다도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다음날 일출 경까지 지속되었다. 야간에 옥상은 10～15 Wm-2 정도의 현열을 대기로 방출하지
만 태양광 패널은 공기로부터 현열을 오히려 2～3 Wm-2 정도를 빼앗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패널
의 표면온도가 콘크리트 바닥보다 낮은 만큼 상향 장파복사에너지 방출량도 약 50 Wm-2 정도 작았다.

4. 결론
태양광 패널의 설치로 바닥온도를 10℃ 정도 낮추는 것은 차열성 도료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바닥 온도
하강 효과에 상응하는 것이며, 음지 조성으로 표면 온도를 20℃ 낮추는 것은 쿨 루프나 옥상 정원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버금가는 것이다. 또 일몰 후에 패널의 표면온도가 기온보다 낮다는 것은 야간 지표 기온
하강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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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 미세먼지 수송 중의 황산염 농도 증가 메커니즘
분석
전원배·이화운1)·문정혁1)·유정우1)·이태진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황산염은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이며, 특히 국내 미세먼지에서 황산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
다. 중국에서 배출된 이산화황과 같은 황산염 전구물질이 장거리 수송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면 고농도의 황산
염을 유발 할 수 있다 (Jeon et al., 2018). 그러므로 장거리 수송 중에 나타나는 황산염 농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메커니즘 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발
미세먼지가 서해상을 거쳐 국내로 유입될 때 나타나는 황산염의 화학적 변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성분의 수치모의를 위해 현업 대기질 예보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v5.0.2)을 사용하였다. 기상입력장 생성을 위해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v3.7)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초기 입력 자료로는 FNL (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자료가
사용되었다. 인위적 배출량 자료로는 2010년 MICS-ASIA 자료가 사용되었고, 자연배출량은 MEGAN (Model
of Emissions of Gases and Aerosols from Nature, v2.1) 모델링을 통해 생성되었다. 모델링 도메인은 동북아시
아지역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설정하였고, 2015년 2월 한 달에 대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기상 및 대기질
모델링 결과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내 75개 기상관측소, 106개 대기질측정망 지점의 기상, 미세먼지 측정
자료가 사용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CMAQ에 의해 모의된 국내의 지표면 미세먼지 농도는 관측치와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황산염의 수평 농도
분포 분석 결과 질산염, 암모늄과 같은 다른 미세먼지 성분과 대비되는 특징이 나타났는데, 특히 오염물질 배
출원이 없는 서해상에서 고농도 황산염이 확인되었다. 황산염의 농도는 중국 발 수송 공기가 서해상을 통과하
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했는데, CMAQ-IPR (Integrated Process Rat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결과 화학반응에 의
한 생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CMAQ-STM (Sulfur Tracking Model)을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 이산화황의
산화 반응 (OH+SO2→H2SO4+HO2)에 의한 황산염 생성이 전체 생성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장거리 수송 사례의 황산염 고농도의 주요 메커니즘은 중국에서 생성된 황산염의 직접 수송이
아닌 수송 중 화학반응을 통한 2차 생성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Jeon, W., Choi, Y., Mun, J., Lee, S. H., Choi, H. J., Yoo, J. W., Lee, H. J., Lee, H. W., 2018, Behavior of
sulfate on the sea surface during its transport from Eastern China to South Korea, Atmos. Environ., 186,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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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질화탄소(g-C3N4)/텅스텐산비스무트(Bi2WO6)를 이용한
가스상 자일렌(Xylene) 분해능
김미경·김규현1)·김영한2)·김동진·김승래·최종욱·배미향·조완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1)

로이드인증원,

2)

울릉군

1. 서론
최근 비스무스 기반의 광촉매 물질은 독특한 밴드 구조와 높은 광화학 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2.8 eV의 밴드갭을 갖는 텅스텐산비스무트(Bi2WO6)는 최근 가시광 광촉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텅스텐산비스무트는 이차원 구조를 형성하기 쉽고 많은 모공을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구조와
큰 비표면적으로 인해 높은 흡착력을 가진다. 널리 연구된 흑연 질화탄소(g-C3N4)는 안성성, 가시광선 흡수성,
저렴한 가격 및 우수한 접근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연질화탄소/텅스텐산비스무트
나노 시트를 수열합성으로 제조하여 가스상 자일렌에 대한 분해능을 평가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lative Huminity : RH, %
Hydraulic diameter : HD, mm
Lamp type
Flow rate, ( L/min )
Target compounds
Input concentration, ppm

2. 자료 및 방법
Representative value
45 %
10.0 mm
Day light
1.0 L/min
Xylene
1.0 ppm

g-C3N4는 melamine을 사용해 제조하였고, Bi2WO6
전구물질 Bismuth(III) nitrate pentahydrate(Bi(NO3)3•
5H2O), Sodium tungstate dihydrate(Na2WO4•2H2O)
를 사용하였으며 수열합성에 의해 합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UV-vis 결과 g-C3N4를 합성하였을 때 가시광선에서
흡광도 상승을 관찰하였고, PL 결과g-C3N4/Bi2WO6 합성하였을 때 g-C3N4보다 recombination이 낮아짐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g-C3N4/Bi2WO6 나노 시트를 이용한 가스상 자일렌에 대한 분해효율을 확인결과 65% 분해능을
나타냈으며 이때 비교 대상 촉매로 g-C3N4와 Bi2WO6를 사용하여 g-C3N4/Bi2WO6 나노 시트보다 효율이 낮게
나타냈다.

Fig. 1. Photocatalytic decompositon
efficiency(%) of gaseous
xylene under visible light.

Fig. 2.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a(DRS) of g-C3N4,
Bi2WO6, g-C3N4-Bi2WO6.

Fig. 3. PL spectra of g-C3N4,
Bi2WO6, g-C3N4-Bi2WO6.

4. 참고문헌
Guo, W., Fan, K., Zhang, J., Xu, C., 2018, 2D/2D Z-scheme Bi2WO6/Porous-g-C3N4 with synergy of adsorption
and visible-light-driven photodegradation, Applied Surface Science, 447, 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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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PM10, PM2.5 농도와 호흡기 및 심혈관 사망과의 관계
연구
도우곤·정우식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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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부터 PM2.5가 환경기준 항목으로 설정되고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유입되는 황사 또는 연무와 전구물질
의 영향으로 고농도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대표적인 입자상물질인 미세먼지는 폐 기능의 감소, 천식 악화, 만성 기관지염의 발생 등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을 악화시키고, 혈관 기능 장애, 혈전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의 주요 원인으로 알
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기질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발생원에서의 제어나 처
리 및 저감에서 인체에 대한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태계의 피해를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미세
먼지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건강편익을 산정하여 과학적인 대기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변화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유무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를 미세먼지 일평균농
도, 일최고 기온, 일평균 풍속, 일평균 습도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조건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미세먼지 자료는 환경부 ‘에어코리아’에서 제공되는 부산지역 시간별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일평균 자료를
산정하였고, 사망률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MDIS)’에서 제공되는 2015, 2016년 사망원인 통
계자료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일평균 사망률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변화에 따
른 사망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1. Distributions of PM10 and PM2.5 in Busan from 2015 to 2017.

3. 결과 및 고찰
부산지역 19개 도시대기 측정소의 PM10 평균은 2015년 45.935에서 2017년 43.623 ug/m3으로 전반적으로 감
소하였다. PM2.5의 경우 2015년 25.592에서 2016년 26.979 ug/m3으로 다소 증가한 후 2017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에서 제시되는 2015, 2016년 부산지역의 비사고 사망자수는 각각 18,870, 19,807이었으며 이중
호홉기질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5년 각각2,036(10.79%), 5,063(26.83%), 2016년 각각 2,100
(10.93%), 4,999(26.03%)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Park, H. J., Woo, K. S., Chung, E. K., Kang, T. S., Kim, G. B., Yu, S. D., Son, B. S., 2015, A Time-Series
Study of Ambient Air Pollution in Relation to Daily Mortality Count in Yeosu, J. Environ. Impact Assess,
24(1), 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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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복원에 따른 도심지역 열환경 변화 분석
도우곤·정우식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들은 하천의 다양한 환경적 기능을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열용
량이 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구조물로 뒤덮여 있는 도심지역에 녹지와 하천을 조성하여 환경적, 생태적인 가
치와 더불어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 도시 열섬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심에
서 시행 예정인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이 주변 지역의 기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업대상 지역의 열 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미기상 수치모형을 사용하여 사
업시행 전후 기상요소들의 변화를 수치모의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기온 저감과 열 쾌적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연형 하천복원이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기온
감소와 도시 열섬 해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 지역의 기상특성 분석은 인근에 있는 기상청 AWS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상지역과 가장 인
접한 기상청 AWS는 서쪽으로 약 3.5 km 떨어져 있는 ‘부산진’이었으며 위성사진 등에서 사업지역과 유사한
지표면 특성이 기상관측 지점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도심지역의 기상특성을 나타내는 지점으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기상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대상 지역의 상세 지형자료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모델링 대상 지역의 지표면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의 위치와 높이가 미기상요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다. 모델링 대상 지
역의 세부적인 건물의 위치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1:1,000 수치 지도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건물의 높이는
부산광역시 도시 공간정보 업무포탈의 지적자료를 참고하여 구축하였다. 한편 하천복원 시행 전후의 지표면
상태를 격자 화하고 Envi-met 모델에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하천복원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기온 감소 효과와
열 쾌적성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X 방향 45개, Y 방향 74개(10 m × 10 m)의 모델링 영역을 구축하고 하천복원
전 후의 지표면 상태를 변화를 분석하면, 현재 모델링 영역의 51.2%는 도로, 48.8%는 콘크리트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하천복원이 시행되면 아스팔트 도로 중 약 13%가 하천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모델링 영역에서는 약 6.7%의 비교적 적은 부분이다. Envi-met 모델을 사용하여 하천복원 전 후의 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의 경우 최대 1.7℃까지 기온이 감소하였고 남북방향으로는 하천 구간 전체, 동쪽
으로는 약 100 m 까지 기온이 감소하여 겨울철 도시 열섬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름철의
경우 최대 3.5℃까지의 기온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쪽으로 최대 13개의 격자(130 m)까지 영
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직으로는 하천복원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 m에서 40 m 높이까지 0.1℃ 이상의 기온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 열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참고문헌
Do, W. G., Jung, W. S., 2012, An analysis on the variation trend of urban heat island in Busan
area(2006-2010),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21(8), 95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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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하역사의 최근 3년간 CO, CO2, NO2 농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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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하철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산시는 1985년 7월에 1호선 범내골에서 범어사
까지 개통된 이래, 6개 노선 총 149개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선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자
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고 지하철은 궤도 위를 달리기 때문에 주변 교통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안
전하고 정확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그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부산지역 주요 지하역사의 CO, CO2 그리고 NO2 농도자료를 이
용하여 기체상 오염물질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부산지역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농도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4호선의 서면역, 연산역,
동래역, 수영역, 미남역, 사상역, 덕천역, 남포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측정된 CO, CO2 그리고
NO2 농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남포역을 제외한 모든 역은 환승역이며, 서면역은 1호선과 2호선의 대합실과 승
강장에서 각각 측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대합실에서 측정된 자료이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Annual mean of CO, CO2 and NO2 concentration (ppm) observed at Busan subway station for 3 years(2015∼2017)
Station
Nampo

CO

NO2

CO2

2015

2016

2017

Mean

2015

2016

2017

Mean

2015

2016

2017

Mean

0.52

0.43

0.48

0.48

541

561

575

559

0.041

0.044

0.043

0.043

Deokcheon

0.61

0.57

0.53

0.57

511

508

521

513

0.044

0.047

0.035

0.042

Dongnae

0.49

0.48

0.52

0.50

484

505

502

497

0.047

0.045

0.047

0.046

Minam

0.64

0.67

0.59

0.63

491

507

505

501

0.043

0.030

0.048

0.040

Sasang

0.56

0.46

0.45

0.49

522

536

549

536

0.040

0.042

0.050

0.044

Seomyeon 1-W*

0.54

0.62

0.54

0.57

627

674

647

649

0.039

0.040

0.044

0.041

Seomyeon 1-P**

0.54

0.52

0.45

0.50

549

571

558

559

0.040

0.042

0.046

0.043

Seomyeon 2-W

0.49

0.49

0.47

0.48

631

645

655

644

0.038

0.044

0.048

0.043

Seomyeon 2-P

0.47

0.49

0.48

0.48

572

560

555

562

0.045

0.050

0.049

0.048

Suyeong

0.87

0.71

0.67

0.75

503

530

562

532

0.035

0.043

0.040

0.039

Yeonsan

0.63

0.67

0.66

0.65

499

529

526

518

0.037

0.035

0.039

0.037

*Waiting room **Platform

4. 참고문헌
Cheng, Y. H., Yan, J. W.. 2011, Comparisons of particulate matter, CO, and CO2 levels in underground and
ground-level stations in the Taipei mass rapid transit system, Atmos. Environ., 45, 488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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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미세먼지 배출 인벤토리(리뷰)
현상민·강정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1. 서론
최근 기후변화나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경 10 um이하의 부유물질을
미세먼지로 정의한다면, 미세먼지는 다양한 곳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기에서 광화학 반응으
로 2차적으로 생성된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륙이나 해양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간활동에
수반되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직간접적인 시설물이나 기기 등에 의해서도 미세먼지가 생성된다. 따라서 다양한
장소나 간접적 기기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인벤토리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항만지역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 인벤토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항만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인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보고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재정
리 하고 리뷰했다.

3. 결과 및 고찰
미세먼지 인벤토리를 생각할 때는 어떤 종류의 미세먼지가,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만들어 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항만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특정기기를 활용하면서 배출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종류별로 1차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미세먼지는 배출
할 때부터 미세먼지 형태를 띠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는 배출 후 미세먼지가 되는 것이다. 1차 미세먼지는 미
세먼지(PM), 블렉카본(BC), 황산화물(SOx), 질소화합물(NOx),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메탄(CH4), 벤
젠(C6H6), 비메탄계 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벤조피렌(BaP), 특정 금속물질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 등이 있다. 오염물질인 2차 미세먼지는 미세먼지(PM), 오존(O3), 이산화질소(NO2)등이 있으며, 오염물
질로 2차 미세먼지의 전구가스가 되는 것은 SO2, NOx, NH3, VOCs, 등이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생성장소에 따라 다른 종류의 미세먼지의 나올 수 있으며, 특성과 종류에 따라서도 다양
하게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기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각종의 미세먼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미세먼지
는 활성 유기가스(Reactive Organic Gases; ROG),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디젤기원 미세먼지를 포
함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including diesel particulate matter; PM), 황산화물(SOx)로 정의하고 있다
(Environ, 2015, 2016). 이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미국의 대표적인 두 항만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참고문헌
Port of Oakland 2015 Seaport Air Emissions Inventory Final Report. RAMBOLL ENVIRON, 2016.
Port of San Francisco Seaport Air Emissions Inventory 2015. ENVIRON International Corp.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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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Ag) 나노입자가 도포된 초박리 흑연질화탄소(g-C3N4
nanosheets)의 물분해를 통한 수소(H2) 발생과 효율 평가
김승래·박성우·이성영·조완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반도체 기반의 광촉매로 태양 에너지를 물에서 수소와 같은 연료로 변환하는 것은 전 세계 에너지 및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분자 g-C3N4는 이산화탄소의 화학 결합 및 환원을 위한 금속이
없는 이종 촉매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왔으며, Jiayi Qin1은 밴드 갭이 2.7eV 인 g-C3N4가 Sunlight 조사 하에
서 물을 포함한 전자 공여체로부터 H2 생성을 위한 안정한 광촉매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질화탄소의 가장 큰 단점인 재결합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포착원인 은(Ag) 나노입자를 도포하여
그 효율을 증대시켰다.

2. 자료 및 방법
알루미나 보트에 잘 분산시킨 Melamine 파우더를 500℃ 40분, 550℃ 2시간 동안 소성하여 g-C3N4 bulk를 만든
뒤, 500℃ 2시간 소성하여 초박리 g-C3N4를 제조한다. 제조 된 초박리 g-C3N4에 AgNO3를 첨가하고 photodeposition
method를 통해 은(Ag) 나노입자를 도포한다. 완성 된 광촉매는 5 mg을 20% TEOA 용액에 넣고 산소(O2)를 제거하
기 위해 Ar gas로 20분간 by-pass 시킨 후 sunlight를 조사하여 수소발생량을 GC-TCD로 확인 한다.

Fig. 1. 은(Ag) 도포 초박리 질화탄소 제조법.

Fig. 2. 수소생성실험 시스템 모식도.

Fig. 3. 은(Ag) 함량별 초박리 질화탄소의 시간에 따른 수소
생성량.

3. 결과 및 고찰
수소발생실험을 진행한 결과 은(Ag) 나노입자의 도포율은 g-C3N4 대비 4 wt%가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수한 g-C3N4 에서 발생하지 않던 수소가 은(Ag) 나노입자가 도포됨에 따라 빛에 의해
분리된 전자가 전자포착원인 은(Ag) 나노입자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2H+ + 2e- → H2(g) 의 반응을 만들어 내
어 수소를 생성시킨 것으로 ACN-4에서 약 2450 umol/g-h 의 생성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Qin, J., Huo, J., Zhang, P., Zeng, J., Wang, T., Zeng, H., 2016, Improving the photocatalytic hydrogen production
of Ag/g-C3N4 nanocomposites by dye-sensitization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Nanoscale, 8, 2249-2259.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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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미국 중부지역의 농업기후지수의 시·공간적
변화
정명표·심교문·김용석·강기경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 중부지역의 농업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된 격자화된 기
상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6년(2011-2016)간 미국 중부지역의 농업기후지대별 농업기후지수(식물기간, 작물별
생육가능기간, 유효적산온도, 무상기간)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기온자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전 지구 모델링 및 동화 센터에서 개발한 MERRA-2 (Moder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version 2) 자료(http://disc.sci.gsfc.nasa.gov/)를 이용하였다.
농업기후지수는 식물기간, 작물별 생육가능기간, 유효적산온도, 무상기간 등 4종을 생산하였다. 식물기간
(Growing Season)은 식물생육가능 시작일과 식물생육가능 종료일간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식물생육가능 시
작일은 일평균기온이 5°C 초과인 날이 5일 지속되는 날, 식물생육가능 종료일 - 10일 평균한 일평균기온이
5°C 미만인 날로 정의하였다. 작물별 생육가능 기간(Effective temperature period)은 일평균 기온이 작물의 기
준온도(밀:5°C, 옥수수, 콩:10°C)를 초과하는 날 수로 정의하였으며, 유효적산온도 또는 생장도일(GDD,
Accumulated Growing Degree Day)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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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x  일최고기온 m in  일최저기온   기준온도(10°C 사용), n: 1월 1일 ～ 9월 31일까지

무상기간(frozen free period)은 일평균기온이 0°C 이상인 날 수로 정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국 대상지역의 2016년 식물기간은 평균 269.4일을 보였으며, 2015년 및 최근 5년보다 각각 2.5일, 23.5일
길었다. 콩과 옥수수의 생육가능기간은 283.1일을 보였으며, 2015년보다 2.3일 짧았으나, 최근 5년보다는 15.3
일 길었다. 밀의 생육가능기간은 353.2일을 보였으며, 2015년 및 최근 5년보다 각각 5.9일, 1.1일 길었으며, 유
효적산온도는 2110.7도일을 보였으며, 2015년 보다 54.4도일 높았으나, 최근 5년보다는 19.8도일 낮았다. 무상
기간은 263.6일이었으며, 2015년 보다는 11.8일 길었으나, 최근 5년보다는 10.2일 짧은 특징을 보였다.

4. 참고문헌
Cayan, D. R., Kammerdiener, S. A., Dettinger, M. D., Caprio, J. M., Peterson, D. H., 2001, Changes in the
onset of spring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Bull Ameri Meteorol Soc., 82, 399-415.
Rienecker, M. M.., Suarez, M. J., Gelaro, R., Todling, R., Bacmeister, J., Liu, E., Bosilovich, M. G., Schubert,
S. D., Takacs, L., Kim, G. K., Bloom, S., Chen, J., Collins, D., Conaty, A., da Silva, A., Gu, W., Joiner,
J., Koster, R. D., Lucchesi, R.,. Molod, A., Owens, T., Pawson, S., Pegion, P., Redder, C. R., Reichle,
R., Robertson, F. R., Ruddick, A. G.., Sienkiewicz, M., Woollen, J., 2011, MERRA: NASA’s moder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limate, 24, 362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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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셀룰로오스 기반의 필터에 의한 미립자 먼지제거 검토
윤영한·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국내 주요도시에서의 자동차 및 공업단지의 배기가스와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의 제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터의 재질, 통기성, 압력강하 등
의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재질의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미립자 먼지
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필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필터의 주요 재질은 목재의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알코올류를 함께 혼합시켜 동결건조법으로 다공성을 부
여하여 정육면체(0.25 × 0.25 m) 크기로 제작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SEM 측정 비교관찰, 평균 Pore size를 측
정하고 공기펌프에 의한 다양한 조건의 유량(60, 120, 175 L/min)을 공급하여 통기성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다음 그림은 목재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알코올류 물질과 함께 제작한 필터와 아닌 것을 비교한 SEM 사진
촬영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결건조에 의해서 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통기성이 확보된 것을 볼 수 있고 평균
pore size도 수분으로 동결건조시킨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 1.67배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The picture of control (left) and freeze dried sample (right) observed by SEM.

또한 압력강하 실험결과 알코올류에 의한 동결건조 샘플에는 통기성이 확보되어 공기유입율이 증가됨에 따
라서 압력강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수분으로 동결건조시켜 제조한 대조군의 샘플에서는 압력강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세먼지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필터의 먼지제거 성능평가 결과, 미세먼지를
90 L/min의 유량으로 유입시켰을 때 알코올에 의한 동결건조 필터에서 압력강하 없이 3시간 이상 99% 이상의
제거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의 샘플에서는 운전초기에 90% 정도의 제거율을 보였지만 지속적
인 먼지유량이 공급됨에 따라서 먼지층이 형성되었다. 결국 압력손실이 증가되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필터
성능은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재의 셀룰로오스를 알코올류에 의한 동결건조로 제조시
실내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Jackson, G. W., James, D. F., 1986, The permeability of fibrous porous media. The Canadi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64(3), 364-374.
Yoon, Y., Kim, S., Ahn, K. H., Ko, K. B., Kim, K. S., 2016,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icro-porous
cellulose filters for indoor air quality control. Environmental technology, 37(6), 7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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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환경 내 실내라돈의 위해성평가
박태현·강대용1)·박시현·윤단기·홍형진·이은수·이철민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위해성평가연구소,

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유전체코호트연구소

1. 서론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거주환경 내 라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라돈으로 인
한 거주자들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추후 국내 거주환경 내 라돈관리방안도출 및 한국형 위해지수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어진 연구이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대상 거주지는 2015년 중순부터 2018년 초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총 1,310개의 거주지 내 알파비적검출
기를 활용하여 실내라돈농도를 조사하였으며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유효선량을 산출하였다. 유효선량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UNSCEAR, 2000)
AED = CRn × F × O × T × D
여기서,

AED
CRn
F
O
T
D

:
:
:
:
:
:

연간 유효선량 (mSv/y)
실내 라돈농도 (Bq/m3)
평형인자 (0.4)
실내 거주인자 (0.8)
거주환경 내 재실시간 (h)
선량환산인자 (9 nSv/h (Bq/m3)-1)

3. 결과 및 고찰
지역별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효선량을 산출한 결과 강원도가 2.011 ± 1.739 mSv/y로 가장 높은 지역
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라도가 0.883 ± 0.600 mSv/y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p < 0.05).
Table 1. Annual effective dose estimate results (Unit: mSv/y)
Province

a

N

AM

SDa

p value
< 0.05

Post-hoc analysis
(Duncan coefficient)

Gangwon-do

268

2.011

1.739

Gyeonggi-do

353

1.053

0.706

b

a

Gyeongsang-do

246

0.908

0.681

b, c

Seoul

357

0.942

0.566

b, c

Jeolla-do

30

0.883

0.600

c

Chungcheong-do

56

1.361

1.174

d

Standard deviation

4. 참고문헌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 2000, Sources and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UNSCEAR 2000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Scientific Annexes,
United Nation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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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바나듐(V2O5)/흑연질화탄소(g-C3N4)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제어 평가
배미향·김미경·김동진·김승래·최종욱·이준호1)·최임조2)·이현철3)·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

울산보건환경연구원,

3)

지구환경

1. 서론
흑연질화탄소(g-C3N4)은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좋고 밴드갭이 좁아 가시광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광촉매 물
질이지만, 전자/정공 쌍의 재결합율이 크므로 광촉매로서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광촉매 효율을 증대시
키기 위해 재결합율을 줄이려는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이금속산화물인 산화바나
듐(V2O5)를 합성시켜 전자/정공 쌍의 분리를 극대화시키고 재결합율을 줄이고자 한다. 그리고 실내대기오염물
질인 자일렌에 대한 광분해능을 평가하여 광촉매 효능을 확인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g-C3N4에 V2O5의 전구물질인 ammonium metavanadate
를 넣고 고르게 혼합한 후 air 분위기에서 소성하여 제조
한다. 제조된 촉매는 광분해능 실험 반응기에 코팅한다. 오
염물질인 자일렌을 적정농도로 주입하면서 램프를 켠다.
반응기 내로 들어가는 샘플과 반응 후 반응기 밖으로 나오
는 샘플을 채취하여 GC-MS로 측정한다.

Fig. 1. The photocatalytic VOC degradation system.

3. 결과 및 고찰

Fig. 2. The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V2O5, V2O5/g-C3N4 and
g-C3N4 for Xylene degradation
under daylight.

Fig. 3. UV-vis Diffuse Reflection
Spectra(DRS) of V2O5,
V2O5/g-C3N4 and, g-C3N4.

Fig. 4. PL emission spectra of V2O5,
V2O5/g-C3N4 and g-C3N4.

자일렌 광분해능 실험을 수행한 결과 V2O5와 g-C3N4 각각의 단독물질들은 5% 미만의 낮은 분해능을 보였
지만, 두 물질을 합성한 V2O5/g-C3N4은 약 50%로 분해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e-)와 정공(h+)
의 재결합율이 높은 g-C3N4에 V2O5를 합성하므로 전자와 정공의 분리가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3 의 UV-vis DRS 결과와 Fig. 4의 PL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V2O5의 합성이 g-C3N4의 광분해능을 증
가시킴을 확인하였다. (Hong et al., 2016)

4. 참고 문헌
Hong, Y., Jiang, Y., Li, C., Fan, W., Yan, X., Shi, W., 2016, In-situ synthesis of direct solid-state Z-scheme
V2O5/g-C3N4 heterojunctions with enhanced visible light efficiency in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pollutants, Appl. Catal. B: Environ., 180, 66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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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부산지역 PM2.5의 고농도 발생 특성 분석
박기형·권은유·이승민·유은철·조정구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요인으로 수년간 PM2.5 고농도 발생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호흡성 미
세먼지 중 PM10은 몽골, 중국 등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 등으로 고농도 현상을 나타내지만, PM2.5는 주로
SOx, NOx, NH3, VOCs 등 기체상 물질들이 대기중 화학반응에 의해 입자상으로 전환되어 생성된 이차입자가
주를 이루므로 고농도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부산지역의 PM2.5 주요 발생원(2015년기준)은 서울과는
다르게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전체 발생 PM2.5의 4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중 선박배출이 79%에
해당되었다. 한편 부산의 서부권은 점·면오염원 등 산업오염원이 집중해 있어 동부권 지역에 비해 PM2.5 등 대
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년∼2017년 3년간 부산지역 일평균 PM2.5 농도가 50 μg/m3를 초과하는 날을 고농도 발
생일로 선정하였다. 고농도 발생 원인분석을 위해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대기측정망 19개소의 PM2.5,
PM10자료와 기상청 제공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 제공하는 광화학모델(CMAQ,
CAMx)과 미국해양대기청(NOAA)에서 제공하는 역궤적 분석모델(HYSPLIT)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농도 발생일은 2015년 8일, 2016년 18일, 2017년 7일로서 2016년도의 고농도 발생일이 2015년과 2017년
대비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PM2.5 고농도 발생의 대부분 유형은 PM2.5의 지역적 발생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부터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태에서 고기압에 의해 대기정체에 따른 PM2.5 등 오염
물질들이 축적되어 연무(haze)현상이 발생하였다. 역궤적 분석결과 PM2.5 고농도시 오염물질이 포함된 기류는
부산의 서쪽 또는 남서쪽에서 유입되었으며, 고농도 사례시 PM2.5 중 SO42-, NO3-, NH4+ 등 2차입자의 성분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a) 지상일기도(1월 4일 21시)

(b) 역궤적분석(1월 4일 23시)

(c) PM2.5 공간분포(1월 4일 23시)

Fig. 1. 2017년 1월 4일 지상일기도, 역궤적 분석결과 및 PM2.5 공간분포.

4.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http://airemiss.nier.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Hu, J., Wang, Y., Ying, Q., Zhang, H., 2014,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PM2.5 and PM10 over the
North China Plain and the Yangtze River Delta, China, Atmos. Environ., 95, 598-609.
Park, S. S., Jung, S. A., Gong, B. J., Cho, S. Y., Lee, S. J., 2013, Characteristics of PM2.5 Haze Episodes
Revealed by Highly Time-Resolved Measurements at an Air Pollution Monitoring Supersite in Korea,
Aerosol and Air Quality Research, 12, 95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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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여름철 통계적 기후특성 및 변화경향
김미란·장유나·박지완·유충길·임영미·박종숙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1. 서론
최근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상
청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을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년값(1981∼2010년)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90퍼센타일 초과 또는 10퍼센타일 미만 범위, 퍼센타일: 평년 동일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를 나타내는 극한 기상 현상으로 정의한다. 폭염은 일최고기온이 33
도 이상인 날을 의미하는데 특히 폭염 피해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올
여름철에는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자수가 4524명, 온열사망자는 48명으로 나타나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여름철 통계적인 기후특성과 그 변화 경
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수도권지역의 올 여름 기후특성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3년
부터 2018년까지로 분석지점은 서울, 인천, 수원, 강화, 양평, 이천지점에 대해서 기온(평균·평균최고·평균최저
기온), 이상기후현상(폭염·열대야일수), 강수량을 도시지역(서울, 인천, 수원)과 비도시지역(강화, 양평, 이천)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도권 도시지역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73년부터 2018년까지 45년 동안 1.74도 상승하였다. 과거 10년
(1973년∼1982년)의 평균기온은 23.3도, 최근 10년(2009년∼2018년)의 평균기온은 24.8도로 나타나 과거 10년
평균기온에 비해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1.5도 상승하였다.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45년 동안
1.11도 상승하였고, 과거 10년(1973년∼1982년)의 평균기온은 23.2도, 최근 10년(2009년∼2018년)의 평균기온
은 24.2도로 나타나 과거 10년 평균기온에 비해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1.0도 상승하였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비교하면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폭은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에 비해서 0.63도 높았
다. 이러한 차이는 열대야일수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도시지역의 경우 평균 7.8일로 나타났지만 비도시지
역에는 2.1도로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의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1. 여름철 기온(평균·평균최저)과 열대야일수(좌: 도시지역, 우: 비도시지역).

4. 참고문헌
기후데이터로 보는 수도권의 기후변화, 2016, 수도권기상청.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2018,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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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상 및 기상모델링을 이용한 부산지역 온열환경 연구
장은화·김민경·권은유·유은철·조정구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1. 서론
지구온난화 현상과 더불어 도시화에 따른 인공열증가, 아스팔트 등의 불침투성 지표 증가, 고층빌딩의 찬바
람 흐름 방해 등은 도심지역의 열섬효과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부산은 해안에 인접해 있으면서 산들이
많은 지형적으로 복잡한 도시로, 기존 기상관측자료로는 국지적 온열환경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시공간적 온열환경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14개 부산시 기상청운영 자동기상관측
소(AWS)에서 측정한 2016년∼2017년 2년간 5∼9월의 기상요소(기온, 습도, 풍향 및 풍속)를 분석하였다. 또
한 폭염기간동안 열환경의 시공간적 변화특성의 상세연구를 위해, NCEP FNL (Final Global Tropospheric
Analyses) 기상자료를 초기 입력장으로 한 기상수치모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casting model) 도출
결과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5∼9월 기준 일평균최대기온의 최고지점은 금정구(28.5℃), 최저지점은 북항(24.6℃)으로 해안에 인접한 지
역에 비해 내륙지역의 일최대기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평균야간최저기온의 경우 금정구(19.1℃) 가장 낮
아 일교차가 가장 큰 지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항은 21.9℃로 일교차가 낮은 지점으로 나타나 부산지역 해
양성 기후 특징을 반영하였다. 폭염기간동안 외곽과 도심의 기온차로 정의되는 열섬강도는 0.3∼3.1℃ 로 공업
지역인 사상구에서 최대(3.1℃)를 보였다. 폭염기간 부산지역 상세기상 모델링 결과 일출 전 강서구 평야지역
을 중심으로 공기가 데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산맥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기온이 증가하였다. 오
후 4시경 부산의 고온분포지역은 최대로 확장되었으며, 산맥주변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강·해안인접 지역
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열이 해소되었다.

(a) 열섬강도의 공간분포

(b) 상세지역 기온 일변화(모델링)

Fig. 1. 2017년 폭염기간 열섬강도 및 기온분포 일변화.

4. 참고문헌
Chow, W. T. L., D. Brennan, A. J. Brazel, 2012, "Urban Heat Island Research in Phoenix, Arizona: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olicy Applications."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93(4), 517-530.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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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된 영/유아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흡입위해성평가
홍형진·이철민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1. 서론
영/유아를 위한 의류, 손수건 등은 합성섬유가 아닌 면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많다. 면 제품의 경우 영/유아의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영/유아에게 노출되어 유해한 건강영향
을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면으로 된 영/유아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영/유아들의
흡입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자료 및 방법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영/유아 면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원단을 이용하였으며 광산란법 초미세먼지
측정기기(BT-645)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였다. 위해성평가는 미국 국가연구위원회
(NRC)와 국립과학원(NAS)에서 제안된 위해성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위해성평가에서 사용된 노출
계수는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을 이용하였으며, 초미세먼지 노출농도 기준치는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
내 대기환경 기준치(24시간 평균 50 μg/m3, 연간 평균 25 μg/m3)를 변환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영/유아 제품의 면 원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평균 56.26 μg/m3로 나타났다. 해당 농도를 기준
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24시간 평균농도 기준치를 이용하였을 때 노출시간이 5.44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농도 기준치의 경우 노출시간이 2.18시간을 초과할 때 위해한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1. 국내 대기환경 기준치별 노출시간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시나리오
24시간평균
연간평균

노출시간(hr)

위험지수

위해도 평가

0~5.44

0 ~ 1

안전

5.44~12

1 ~ 2.2067

위해

0~2.18

0 ~ 1

안전

2.18~12

1 ~ 5.5172

위해

4.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2018,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Dominici, F., Peng, R. D., Bell, M. L., Pham, L., McDermott, A., Zeger, S. L., Samet, J. M., 2006, Fine
Pariculate air pollution and hospital admission for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s,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5, 1127-1134.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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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내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배경농도 구축에 대한 연구
윤단기·박시현·박태현·홍형진·이은수1)·이철민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1)

서경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소

1. 서론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울산석유화학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모여 있어 화학사고 발생잠재위험성이 높은 도시이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인해 환경 중 방출된 오염물
질의 장기 노출로 인한 건강상 장해 평가 기법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적정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2017
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의 연구를 기획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의 연구 중 2차년도 연구로써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동태모델개발의 일환으로 모델에 사용될 VOCs 배경농도 구축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자료 및 방법
울산지역을 4.8 km 간격으로 가로, 세로로 격자를 나누어 측정이 불가능한 산, 강, 바다 및 호수 등을 제외
한 나머지를 측정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산간지역은 22지점, 도심지역은 8지점, 공단지역은 6지점, 해안지역
은 4지점으로 총 40지점에서 2018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3일간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기기로는 BDX
II(Gilian)을 이용하여 유량 0.2 L/min, 총유량 3 L로 TENAX 흡착관에 포집하여 VOCs를 측정하였으며, 온,
습도는 CAS사 디지털온습도계/시계 T013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울산지역 측정결과 전체 TVOC 평균은 19.45 ㎍/m3이며, 최댓값은 136.40 ㎍/m3이다. 산간지역은 TVOC 평
균 12.65 ㎍/m3, 최댓값 38.50㎍/m3이며, 도심지역은 TVOC 평균 12.79 ㎍/m3, 최댓값 23.80 ㎍/m3이었다. 공단
지역 TVOC 평균 36.95 ㎍/m3, 최댓값 68.30 ㎍/m3 이며, 해안지역 TVOC 평균 43.95 ㎍/m3, 최댓값 136.40
㎍/m3이었다. 전체적으로 해안지역과 공단지역의 TVOC 평균값이 산간지역과 도심지역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
다. 본 연구는 일회성의 측정으로 본연구의 결과값을 대푯값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높은 값을 나타낸
공단지역과 해안지역의 계절별 추이나 측정망 확대 및 빈도 높은 측정을 통해 고농도 현상의 정확한 원인 규
명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오인보, 방진희, 김순태, 김은혜, 황미경, 김양호, 2016, 울산지역 대기오염 공간분포.
이치현, 이병규, Vu Van Tuan, 2009, 울산지역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 상관관계 분석.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23-425.
Byeon, S. H., Lee, B. G., Kim, J. T., Lee, U. S., 2009, The Estimation of Source Apportionment of Air
Pollutants Emissions from Stationary Sources in Ulsan, Proceeding of the 49th Meeting of KOSAE,
4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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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도로변, 공장지역, 주거지역 및 전원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실내 공기질 특성
임유락, 김미경, 김동진, 조완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초등학교 실내 공기의 오염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교육인
적자원부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주변, 공장주변, 주거지역, 전원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오염원으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등을 선정하
여 포항시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외 공기환경을 측정하였다. 포항 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실내, 외
공기질 현황을 조사 및 비교, 평가하고, 주변 환경별 학생들이 접하는 공기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2. 조사 및 측정방법
Table 1. Measuring equipment and materials
측정기기

측정물질

graywolf-IQ-610xtra

TVOC, CO, CO2, NO2, O3

FP-30

HCHO

실내, 외 공기질 조사 시 실내 온도와 습도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실시하였다. 창문과 출입문, 바닥과 벽에서 1 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이들이 앉았을 때의
호흡기 위치와 비슷한 1 m 이상의 위치에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실외측정은 단상위에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Indoor and outdoor air quality by school.

본 연구의 목적은 주변 환경별 초등학교 실내, 외
공기질을 측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각 초등학교 실내, 외 공기질
을 측정해본 결과 전원지역 초등학교에서 TVOC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CO2, CO, NO2같은 경우 학생들
의 재실수가 많고 통행량이 많은 주거지역 학교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O3은 실외는 주거지역 학교에서
다소 높았으나 실내에서는 복사기가 실내에 있는 전
원지역 초등학교에서 높았다. HCHO는 거의 모든 학
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O2같은 경우 모
든 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1000 ppm의
농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재
실시 내뿜는 CO2가 환기 되지 않고 축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VOC, HCHO, O3, CO, NO2는 학교보
건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해있었다.

4. 참고문헌
E. Cartieaux, M. A. Rzepka, D. Cuny, 2011, Indoor air quality in schools and its relationship with children's
respiratory symptoms, Archives de Pédiatrie, 18(7), 78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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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태계 기후 및 이상기상 변화량 분석 정보시스템의 개선
강위수·박주현·신용순·김수옥1)·김성기·한용규·심교문2)·박은우3)
주식회사 에피넷,

1)

국가농림기상센터,

2)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3)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1. 서론
농업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의 실태와 이들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웹 기
반의 기후 및 이상기상 변화량 정보시스템의 원형을 구축(Kang et al., 2017)한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시스
템의 운영 및 활용 측면의 개선점들을 소개한다. 본 시스템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지점 기상관측자
료를 이용하여 전국을 격자 형식으로 상세화한 실황 기후 자료에 기반을 두고, 기후 및 이상기상의 변화량 정
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생산하여 인터넷 웹 페이지를 통해 웹 지도 및 그래프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상자료수집시스템, 작업처리시스템, 자료저장시스템, 웹서비스시스템의 4개 하위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고, 그 중 작업처리시스템이 통계학적인 기후 상세화 모형들(Yun et al., 2013)로 구성된 기후 상세화
작업을 처리하여 기후자료를 생산하고, 이상기상 변화량 정보생산 작업을 구동하여 다양한 이상기상 판별 지
수들과 이들의 과거 대비 변화량 분석 자료를 생산한다.

2. 자료 및 방법
기존의 작업처리시스템은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입력
(입력자료 준비), 처리(모형 계산), 출력(결과를 파일 또는 DB로
저장) 모형 한 개씩의 조합으로 하나의 작업이 구성되었고, 이렇
게 구성된 작업들 다수를 순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기후 상세화,
각종 이상기상 판별지수, 변화량 정보들을 생산하였다. 이를
Python 언어로 작성하고 각각 입력, 처리, 출력의 기능을 하는 다
수의 단위 모형들을 이어 붙여서 작업을 구성하고 이러한 작업들
을 구동하는 작업처리시스템으로 개선시켰다. 작업을 구성하고
등록하기 위해 이미 작성된 다수의 단위 모형들을 화면상의 작업
Fig. 1. 최고기온 상세화 작업구성 예시화면.
구성 공간에 끌어다 놓고 정보의 입출력 관계에 따라 모형들을
연결하여 작업을 구성하는 시각적인 모델링 웹 UI를 구현하였다(Fig. 1). 또한, 시스템의 구축, 배포, 운영, 유
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가상화 기술인 docker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작업처리시스템의 구현에 연구자들에게 친숙한 스크립트 언어인 Python을 채택하여 모형 작성과 수정뿐만
아니라 과학계산, GIS, 통계와 관련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활용이 쉽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써 기후 및 이상기상의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분석이 가능하여 기후 및 이상기상과 관련한 각종 지표와
모형 개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각적 모델링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 생산에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관리자만 모형을 작성하고 작업을 구성하여 구동시킬 수 있도록 구축된 상태이나, 앞으로
기후 및 이상기상 분야의 연구자들이 개별 사용자로써 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4. 참고문헌
Kang, W. S., Park, J. H., Shin, Y. S., Kim, S. K., Han, Y. K., Shim, K. M., Park, E. W., 2017, Develop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on Changes in Agricultural Climate and Unusual Weather, Proceedings of 18th
Conference on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65.
Yun, J. I., Kim, S. O., Kim, J. H., Kim, D. J., 2013, User-specific agrometeorological service to local farming
community: A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15, 3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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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물질의 실내 유입을 통한 실내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농도예측에 관한 연구
박시현·윤단기·박태현·홍형진·이은수1)·이철민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1)

서경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소

1. 서론
화학 사고는 일회성, 단기간의 고농도 화학물질이 환경 중 방출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단기 급성 건
강영향평가를 통한 응급 대처 요령 등이 개발되어져 있으나 환경 중 잔류 및 재방출로 인한 장기적 건강영향
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된 유해화학물질의 장단기 노출로 인
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사고수습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수행되는 연구로써 화학사고물질의 실내
유입을 통한 실내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농도예측방법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2. 자료 및 방법
유해오염물질의 예측 모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모델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검토하
여 화학사고물질의 실내 유입을 통한 실내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농도예측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활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화학사고물질의 실내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농도예측 모델을 도
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적용에 필요한 투과요인의 산출을 위해 국내에서 1990년대 이후 수행된 실내외 공기
질측정 연구문헌들을 조사 및 메타분석하여 투과요인을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기오염 모델을 조사한 결과 일차적으로 분산모델과 수용모델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중 화학사고물질의 실
내유입을 통한 실내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농도를 예측하는 것은 분산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모델
을 기반으로 한 모델은 총 5개가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상자모델을 이용한 실내공간에서 유해물질 농도 예측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공기환기율 Ι 와 감소상수 K의 값을 알고 있을 경우 구현 가능한 모델
(IAQ-Ⅰtype model)과 투과요인 Α의 값을 알고 있을 경우 구현 가능한 모델(IAQ-Ⅱtype model) 총 2개의 모
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적용에 필요한 투과요인의 산출을 위해 국내에서 1990년대 이후 수행된 실내
외 공기질측정 연구문헌들을 조사 및 메타분석하여 투과요인을 산출하였다.

4. 참고문헌
양원호, 배현주, 정문호, 2002, "거주지역 실내공기 특성 및 이산화질소 노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보건학회
지, 28(2), 183-192.
양원호, 2001, 이산화질소 다중측정을 이용한 실내공기질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서울과 호주의 브리스베인
에서 노출평가 및 비교. Diss.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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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한 분쟁조정 사례
유미선·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서론
2005년 악취방지법과 악취조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이 마련된 이후 악취발생사업장에서의 악취조사와 이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등의 연구 및 실증사업 등 많은 노력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상당히 저감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시설에서의 악취와는 달리 동물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시설의 경우 농가의
낙후된 돈사시설과 퇴비 및 액비제조시설 등이 돈사부지내 위치하게 됨으로써 악취로 인한 분쟁이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까지는 돈사가 위치한 지역에 새로이 주거지가 형성되거나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됨
으로 인한 악취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20～30년 전에 형성된 시골지역에서 조차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산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배출량을 산정하여 악취의 확산범위, 악취 피해일수 등의 자
료를 근거로 피해로 인한 배상금액 산정액 산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악취농도 측정 및 악취배출량 산정
2018년 8월과 9월 축산시설을 방문하여 돈사, 액비저장조, 퇴비사 등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3점 비교식 봉지법에 의해 희석배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희석배수
와 돈사의 배기팬의 용량 등의 자료로부터 악취배출량을 산정하여 축산시설에서의 악취배출원에서의 총 악취
배출량으로부터 악취피해범위와 악취피해지역으로의 풍향자료를 고려하여 악취피해 배상금액을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A시 축산농가 B의 개별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총악취배출량은 7.15×107 OU·m3/min에 해당하였다. 중앙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정한 악취배출량에 따른 악취로의 영향범위는 100 m 이내에서 최대 예상악취세기는 3.5
도 이상이며, 300 m 이내에서는 3.0도～3.5도, 1 km 이내에서는 2.5도～3.0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실제 악취배출시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하면 3년(1095일) 동안 적게는 30일부터 많게는 360
일의 피해가 인정되며, 피해산정기준에 따른 배상금액은 적게는 1인당 250,000원～850,000원으로 계산되었다.
최근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기간이 대부분 3년이상이고,
축산시설과의 이격거리가 대체로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축
산시설에서의 악취배출저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참고문헌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배출원 밀집지역의 악취피해 배상액 산정 연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악취 및 먼지피해에 대한 조사 및 배상기준의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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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사업장에서의 GC와 PID 결과치의 상관성 검토
유미선·양성봉·김현정1)·황수일2)
울산대학교 화학과,

1)

경북과학대학교 화장품뷰티학과,

2)

태화환경

1. 서론
최근 울산시가 최근 울산시민이 건강상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생활권역
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을 생산,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석유정제처리 및 석유화학물
질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배출시설에서의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2016년도 대기 중 벤젠농도가 2.82 ppb를 기록하면서 대기환경기준인 1.5 ppb의 1.9배에 해당하여 향후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
공기 중 벤젠농도의 측정방법은 2017년 11월 개정하면서 배출구에서 채취된 공기시료를 GC로 분석하도록
하였고, 공기시료 채취로부터 분석절차를 거쳐 결과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실제 벤젠관련 사업
장에서의 벤젠에 대하여 신속하게 관리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젠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직접 벤젠농도를 측정하여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을 목적으로 벤젠용 PID센서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대기공정시험법에 입각하여 벤젠사용 및 제조관련 사업장의 배출구 및 공정에서 공기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공기시료 중 벤젠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실로 옮겨와 ATD/GC/MSD (Perkin Elmer)에 의해 분석되
었다. 분석 전 벤젠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GC/MSD로 분석하여 얻은 면적값과 주입된 벤젠의 농도로부터 검량
선을 작성하였으며, 0.98이상의 우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한 공기시료의 벤젠농도 측정에 사용된
PID는 RAE사의 제품(UltraRAE 3000, 벤젠용)이며, RAE사에서 규정한 교정방법에 따라 교정 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4개 화학회사의 벤젠관련 공정 및 시설 등에서 채취된 시료에서의 벤젠 농도를 GC/MSD와 PID센서에 의한
상관성은 각 회사 및 공정에 따라 달랐지만, 두 측정기의 상관성은 0.95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8년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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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기청정기의 탈취성능평가법 검토
유미선·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서론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자연 환기가 어렵고 실내의 공기질의 관리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의 공기청정
기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2018년 한국공
기청정협회에서 실내공기청정기의 평가방법과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실내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합쳐 유해가스제거(탈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
험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제안된 8 m3 챔버에서의 유해가스제거(탈취)의 효율시험에 대해 공기
청정기 가동 전후에 따른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제안된 8 m3 챔버에 5대 가스(톨루엔, 초산,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
드)를 각 10 ppm의 농도로 주입한 후 공기청정기 작동 유·무에 따른 저감여부와 수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챔
버 내 물질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스셀(Gas cell)이 장착된 FT-IR (Perkin Elmer, USA)을 사용하였으며, 챔버
내에 공기청정기는 A가전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각 5대가스의 챔버내 잔존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FT-IR (Perkin Elmer, USA)의 정확한 농도분석을
위해 10 ppm과 100 ppm으로 조제된 표준가스(㈜리가스)를 FT-IR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검량선을 작성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재 공기청정협회에서 제안된 5대가스에 대한 유해가스 제거율 측정 방법에 준하여 챔버내에 공기청정기
두지 않은 상태에서 챔버내에서의 유해가스의 자연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 ppm 주입 후 30분 후 톨루엔
은 잔존율은 약 86%, 알데하이드류(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 약 86%를 나타낸 반면, 비교적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암모니아는 약 55% 수준의 잔존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암모니아 및
아세트산에 대한 자연감소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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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irborne
Respiratory Pathogens in Public Facilities
Su-Jeong Hwang, Ho-Cheol Yun, Pyeong-Tae Ku, Ju-Hee Sim,
Young-Wook Cha, Mi-Ok Lee, Sung-Hyun Jin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1. Interduction
Respiratory infections, which are caused by airborne pathogens, are the most common disease of all ages
worldwide.

2.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aracterize the airborne respiratory pathogens in the public facilities in Busan,
South Korea. A total of 260 public facilities were investigated in 2017, 52 seasonal indoor air from 2 hospitals
and 208 indoor air samples from 208 randomly selected daycare centers.
Among respiratory pathogen, 8 viral pathogens including human adenovirus (HAdV), human bocavirus
(HBoV), human rhinovirus (HRV), human parainfluenzavirus (HPI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HRSV), human metapneumovirus (HMPV), human coronavirus (HCoV) and influenzavirus (IFV), and 3
bacterial pathogens including Mycoplasma pneumoniae, Bordetella pertussis, and Chlamydophila pneumoniae,
were investigated by multiplex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3. Results and Discussion
Pathogens were detected in 9 cases (3.4%). Among 9 positive samples, 6 (2.3%) cases were positive for
HBoV and 3 (1.2%) cases were positive for IFV. All the positive cases were detected in daycare centers.
Additionally, the concentration of HBoV was determined. In HBoV-positive samples, the cycle threshold (Ct)
values of HBoV were 29.73 ~ 36.84,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viral concentration of
4.91×100-9.57×102copies/㎖. Serotype distribution of isolated HBoV was analyzed by sequencing of VP1/VP2
gene. All of the HBoV isolates were identified as HBoV type 1 with a high similarity among the isolates
(>97%). No bacterial pathogen was identified in indoor air samples.
Although virus concentration was not high in public facilities (daycare center), the presence of respiratory
viral pathogens has been identified. Effective ventilation and air purification strategies are needed to reduce the
indoor concentration of respiratory pathogens. A long-term and ongoing surveillance plan for respiratory
pathogen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4. References
Gravesen, S., 2000, Microbiology on Indoor Air‘99-what is new and interesting? An overview of selected
papers presented in Edinburgh, August, 1999. Indoor Air 10, 74-80.
Jeong, S. M., 2016, A study on indoor air quality for sensitive population facilities. Master’s thesis, Keo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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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서리발생예측모형 연구
김용석·강기경·심교문·정명표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 서론
서리는 가을부터 봄까지 발생하는데 가을철 서리는 밭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많고 봄철에
내린 서리는 과수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많아 농민들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

2. 자료 및 방법
기상청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초상일 토대로 서리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전날의 최
저기온, 18시 기온, 21시 기온, 24시 기온, 평균풍속, 18시 풍속, 21시 풍속, 구름량, 5일간 강수량, 3일간 강수
량, 상대습도, 이슬점온도, 초상최저기온, 지면온도 등 기상인자에 대해 서리가 발생한 날과 발생하지 않은 날
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기상인자는 T-test와 랜덤포레스트의 인자중요도분석,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을
통한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날의 24시 기온, 구름량,
이슬점온도가 서리 발생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리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R(3.3.1)을 통해 수행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서리발생한 날의 데이터 248세트와 서리가 발생하지 않은 날의 248세트로 총 496세트였으며, 이중 330세트는
모형을 학습시켰고, 166세트로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인공신경망으로 구축된 모형을 구동한 결과 서리발생의 예측 정확도는 77.1%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모형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서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인자를 해안지대, 평야지대, 산악지대 등을 고려
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참고문헌
Temeyer, B. R., Callus W. A., Jungbluth, K. A., Burkheimer D., McCauley, D., 2003,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o predict parameters for frost deposition on Iowa bridgeways. Proceedings of the 2003
Mid-Continent Transportation Researchh Symposium,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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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지수의 공간적 변화
박명희·이준수·고우진·엄기혁·한인성·안지숙·송수진·이규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1. 서론
기후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기 현상으로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기후변화 특성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환경 및 농경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륙도 및 해양
도의 공간분포 및 시간적 변화에 깊은 관련이 있다(Iglesias et al., 2000).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
하고 남북방향으로 긴 반도에 위치하여 대륙성기후와 해양의 기후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여러 산맥들은 지형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기온 특성을 나타내며(Kim
et al., 2015), 국토의 70%에 이르는 산지의 영향으로 고도에 따른 기후의 차이도 크다. 또한 중위도 대륙의 동
안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므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Lee et al, 2005). 이러한 기후
변화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밝혀내기 위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Lee et al.(2005)는 기후에 영향을 미
치는 지리적 인자와 식생, 작물, 가옥 구조의 지리적 분포를 조사하여 기후지표를 개발하고 총 48개의 상세기
후지역을 구분하였다. Jo(2002)는 거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문제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계수
및 지수를 산정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기상자료는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에서 제공하는 93개 종관기상관측지점의 일
평균기온 값을 이용하여 기후지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기간은 과거와 현재의 공간적 기후변화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0-1992년, 1993-2015년으로 각각 23년으로 나누어 기후지수를 살펴보았다. 기후지수는 한반도 기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륙기후와 해양기후의 변화 특성을 대륙도(Continentality) 두 가지(JCI와 CCI)와 해
양도(Oceanity) 두 가지(KOI와 MOI) 등 네 가지 기후 지수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기후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 가지 기후지수(JCI, CCI, MOI, KOI)를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네 가지 기후지수 중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적합한 지수를 구하기 위하여 기온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4. 참고문헌
Iglesias A, Minguez, M. I., 1995, Perspectives for maize production in Spain under climate change. In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Analysis of Potential International Impacts, 259-273.
Jo, M. R., 2002,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 for climate factors of Geoje area in Southern Korea,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Kim, H. Y., Yu, S. T., Yi, M. H., Kim, G. S., Shin, H. T. and Kim, B. D., 2015, A study on the change of
Warmth Index·Coldness Index in Korea. Journal of Climate Research, 10(2), 153-154.
Lee, S. L., Heo, I. H., Lee, K. M. and Kwon, W. T., 2005, Classification of local climate regions in Korea,
Journal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41(6), 983-995.
McCune, S., 1945, Climatic regions, Research monographs on Korea.
福井英一郞, 1993, 日本の 氣候區分, 地理學評論,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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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방공업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박동윤·윤귀인·정해연·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김해시 어방공업단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에 위치한 공업단지로 화학, 철강,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이 들
어서 있다. 어방공업단지 주변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는 도심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에서 발생
하는 미세먼지 입자에 의한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심공업지역의 내부 및 외부
경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분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공업단지를 내부와 외부 경계로 나누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광산란
법을 이용하였고, 입자크기는 0.3 ㎛ ～ 10 ㎛이며, 측정범위는 0 ㎍/㎥ ～ 500 ㎍/㎥ 이다. 측정시간은 오전
(10:00～11:00)과 저녁(20:00～21:00)으로 나누어 교통영향이 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였으며, 각 1시간 동
안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단지역의 내부와 외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평균농도는 오전보다 저녁에 더 높은 값을 나타내
었고, 최대 및 최소농도 값 또한 저녁에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전시간의 미세먼지농도 값은 내부와 외부
의 평균농도 값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부의 도로변을 제외한 평균농도 값은 내부 평균농도 값보다
낮아 도로의 차량에 의한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녁시간의 미세먼지 평균농도 값은 내부보다
외부의 평균농도 값이 더 높으며, 외부의 도로변을 제외한 평균농도 값은 내부 및 외부의 평균농도 값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의 영향보다 공단지역의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Result of PM2.5 and PM10 in Eo-Bang Industrial Complex
Site

Time

PM2.5(㎍/㎥)

PM10(㎍/㎥)

Mean

Max

Min

Mean

Max

Min

Morning

56

87

40

70

104

54

Evening

74

106

45

97

130

57

Outside
(total)

Morning

56

78

48

70

94

59

Evening

75

112

69

119

148

91

Outside
(exception of road side)

Morning

54

65

48

67

83

59

Evening

85

112

69

110

148

91

Outside
(Road side)

Morning

64

78

51

76

94

66

Evening

85

107

69

111

132

91

Inside

4. 참고문헌
Air-Korea, Air Quality Realtime Data Report and Measurement Data Report.
Busan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2015, 2016, 2017 Air Pollution Measurement Reports.
Gyeongnam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2016, 2017 Air Pollution Measurement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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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방동 주거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박동윤·윤귀인·정해연·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김해시는 삼방동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도로가 인접해 있다. 이러한 상업지역과 도로변에서에
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해시 삼방동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 내부와 주거지역 외부 경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분포 특성
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주거지역을 내부와 외부 경계로 나누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였으며, 외부 경계는
주거･상업･도로변 인접지역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광산란법을 이용하였고, 입자크기는 0.3 ㎛ ～
10 ㎛이며, 측정범위는 0 ㎍/㎥ ～ 500 ㎍/㎥ 이다. 측정시간은 오전(10:00～11:00)과 저녁(20:00～21:00)으로
나누어 각 1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주거지역의 오전과 저녁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값은 저녁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오전시간 대
의 내부와 외부 평균농도 값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외부 전체의 평균농도 값에 대해서 내부 및
주거･상업･도로변 인접지역의 평균농도 값과 비교했을 때, 상업･도로변 인접지역의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1. Result of PM2.5 and PM10 in Sambang-Dong, Gimhae-Si
Site

Time

Inside
(residential area)

Morning

Outside
(total)

PM2.5(㎍/㎥)

PM10(㎍/㎥)

Mean

Max

Min

Mean

Max

Min

49

57

39

67

72

55

Evening

77

103

53

102

115

75

Morning

49

57

39

66

71

55

Evening

76

90

48

105

120

68

Outside
(residential adjacent Area)

Morning

47

57

39

65

70

55

Evening

71

90

48

105

120

68

Outside
(commercial adjacent area)

Morning

48

56

46

66

70

64

Evening

80

88

70

109

113

68

Outside
(road side area)

Morning

50

54

40

67

71

55

Evening

78

90

54

107

120

76

4. 참고문헌
Air-Korea, Air Quality Realtime Data Report and Measurement Data Report.
Busan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2015, 2016, 2017 Air Pollution Measurement Reports.
Gyeongnam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2016, 2017 Air Pollution Measurement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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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안해역의 조석주기와 연안안개 발생의 상관성 분석
안혜연·정주희1)·김유근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안개는 구름 밑면이 지표 또는 지표와 매우 근접한 구름으로, 공기가 냉각되거나 또는 충분한 양의 수증기
가 공기에 포함되어 포화될 경우 발생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해안선의 출입이 매우 심하여 만, 반도,
곶, 섬 등이 많고, 지형경사가 완만하고 조차가 심하여 넓은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는 등 남북 방향의 단조로운
해안선을 갖는 동해안에 비해 매우 복잡한 지형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서해 연안은 조석간만 차이에 의한
기온과 노점온도 차이의 변화로 연안안개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해 연안해역의
조석효과와 연안안개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지상 자료의 분석 기간은 2008∼2017년으로 10년간의 서해 중부(인천)와 남부(목포)의 안개일수 통계분석을
위하여 인천과 목포의 종관기상관측장비로부터 관측된 지상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해양자료는 국립해양조사
원의 인천과 목포 조위관측소의 조위자료를 이용하여 조석주기와 안개발생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서해 연안안개의 월별 발생 빈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개는 4∼7월에 집중되었으며, 인천은 7
월에, 목포는 4월에 안개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개계속시간이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인 경우는 인
천은 5∼7월에, 목포는 4월과 7월에 높은 안개발생 빈도가 나타났다. 안개계속시간이 2시간 이하로 짧게 나타
난 경우는 인천에서 7월에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고, 목포에서는 5월과 6월에 안개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조
석주기가 연안안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의 안개계속시간이 나타난 안개발
생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천의 경우 7월에, 목포의 경우 4월에 높은 빈도가 나타났고, 인천
의 경우 창조류일 때, 목포의 경우 간조일 때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7월의 경우 인천과 목포 모두 창조
류일 때 뚜렷하게 높은 안개발생 빈도가 나타났고, 이는 서해 연안에서 창조류가 나타남에 따라 여름철 상대
적으로 낮은 수온을 가지는 심해수가 용승되어 낮은 수온을 가지는 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높은 해기차를 유발
해 연안안개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7R1D1A1B03034592와 NRF-2017R1D1A1B0303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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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지역 PM2.5 화학적 특성 비교
김재환·류재용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1. 서론
PM2.5(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in diameter)은 크기가 매우 작아 폐 속 깊숙이 침투하여 폐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등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Jeon et al., 2015). 이러한 미세먼지는 화학적으로 탄소성분, 이
온성분 금속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발생원 추적 및 저감방안 도출에 활용하고 있다(Park et
al., 2010).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PM2.5를 사이클론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남대학교, 창원광장, 가음정동, 대산면 등 총 4개 장소에서 2017년 10월에서 2017년 11월
까지 번갈아가며 시료를 채취하였다. 화학적 조성을 보기 위해 사이클론 시료채취기 2대에 석영 필터와 테프
론 필터를 각각 부착하여 16.7 L/min 유량으로 동시 채취 하였다. 채취한 필터의 1/4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를 이용하여 이온성분을 분석하고 나머지 3/4는 유도결합플라즈마로(ICP-OES)로 금속성분을 분석하였다.
석영필터의 경우 탄소분석기를 사용하여 NIOSH 5040방법으로 탄소성분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창원지역의 PM2.5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4개의 측정지점에서 각각 탄소성분, 이온성
분 및 금속성분을 분석하였다. PM2.5 중 탄소성분은 대산면을 제외하면 20.70~24.95%를 차지했지만 대산면의
경우 35.68%로 다른 측정지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측정지점의 OC/EC비는 4.24~4.64로 모두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이온성분은 SO42-, NO3-, Na+성분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중 SO42-성분은
28.00~39.13%, NO3- 성분은 25.92~32.81%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산면의 경우 K+ 성분과 Cl- 성분이 높은 비
율을 나타냈다. 금속성분은 PM2.5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음정동에서 Fe 성분이 약 50%를 차지했
으며 창원광장에서는 Ca, Mg 성분과 다른 측정지점에서 미량으로 발생된 Ti 성분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대
산면의 경우 Pb, Sb, Zn 성분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른 측정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Se 성분이 미량 발
생하였다.

4. 참고문헌
Jeon, H. E., Park, J. S., Kim, H. J., Sung, M. Y., Choi, J. S., Hong, Y. D., Hong, J. Y., 2015, The
Characteristics of PM2.5 Concentra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of Seoul Metropolitan and Inflow
Background area in Korea Peninsula,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15(3), 261-271.
Park, J. S., Kim, C. H., Lee, J. J., Kim, J. H., Hwang, U. H., Kim, S. D., 2010, A Study on The Chemical
Mass Composition of Particle Matter in Seoul, Korean Society of Urban Environment, 10(3), 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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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플라즈마 이용 SF6 처리 시 H2O 주입에 따른 부산물
비교 분석 연구
김선우·류재용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1. 서론
Non-CO2계 온실가스 중에서 SF6(Sulphur hexafluoride)는 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CO2 (Carbon
dioxide) 대비 약 23,900배에 달하며 대기 중 체류시간(Lifetime)이 3200년으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주요 배출원이 반도체 제조공정이며, 주로 식각(Etching)공정 등 산업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가스이며, 반
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F6의 사용량 감축보다 제어를 통
한 저감이 필요하다(K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약 1,000 ~ 2,000 ppm의 적은 농도로 배출되는 불화가스(Jeong
et al, 2016)를 대상가스로 설정하여 열 플라즈마 반응기에 H2O 주입 유, 무에 따른 SF6 처리 시 분해효율을
확인하고, 부산물 생성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N2 가스를 balance gas로 하여 SF6 농도를 1,000 ppm으로 설정하였다. 플라즈마 방전기체인
N2가스는 40 slpm 주입 시켰으며, Balance gas(SF6 농도 희석)인 N2가스는 30 slpm 주입시켰다. 따라서 반응기
내부로 유입되는 N2 가스 유량을 총 70 slpm 주입시켰으며, 대상가스인 SF6는 70 sccm 주입시켰다.
SF6 처리를 위해 플라즈마 발생장치 및 대상가스 주입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수증기 상태로 반응기내에 주
입 가능한 첨가제 주입 시스템을 본 연구에서 추가하였다. 따라서 H2O를 반응 첨가제로 주입하여 SF6 처리 후
생성된 부산물의 측정 및 포집을 위한 실험 장치를 공정 후단에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후처리 시스템으로
Wet Scrubber가 설치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H2O 주입 시 100%의 SF6 분해효율을 확인했으며, 첨가제로 수증기 주입 시 효과적인 분해효율을 얻었다.
수증기 주입 시 부산물 대부분이 HF로 생성되었으며, 수증기 무 첨가 시 생성된 입자상 부산물인 AlF3 생성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SF6 분해 시 수증기 주입 유, 무에 따른 기체상 부산물이 달리 생성되었다. 수증기 무첨가 시 대부분 지구온
난화 물질인 SO2F2가 주로 결합되어 배출되었으나, 수증기 첨가 시 당량의 SO2로 생성되어 SO2F2를 제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열 플라즈마 이용 SF6 분해 시 수증기 첨가제로 인해 NOx가 다량 생성되었다.

4. 참고문헌
Kim, S. W., Kim, J. B., Kim, J. H., Kim, R. H., Ryu, J. Y., 2017, A Study on Particulate Matter Formed from
Plasma Decomposition of SF6,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3(4), 326-332.
Nam, S. E., Park, A., Park, Y. I., 2013, Separation and Recovery of F-gases, Journal of membrane, 23(3),
18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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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MENEX를 이용한 대도시지역 폭염기간 열쾌적성 평가
황미경·오인보1)·방진희1)·김성민2)·김유근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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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보건환경센터,

2)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서론
최근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 폭염발
생 시 고온에 인구집단이 동시에 노출됨으로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폭염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여
러 국가에서는 일최고기온 또는 다양한 열쾌적성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쾌적성지수 중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 (PST)를 이용하여 서울지역 폭염기간동안의 열쾌적성을 평가하고자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폭염 발생시 상세기상장을 재현하기 위해 WRF-BEP/BEM을 수행하였다. 매시간
별 격자별 기상값은 physiological parameter와 함께 생명기상모델(bio-meteorological model) MENEX (Man
Environment heat Exchange)에 입력하여 열스트레스 지수(PST)를 산출한다.
모델링 분석기간은 2016년 7월 6일 0900 KST부터 14일 0900 KST (spin-up 기간 2일 제외)이며, 폭염일 8일
0000 KST부터 13일 0000 KST(5일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WRF(Ver. 3.6.1) 도메인은 four
one-way nested domain (D1~D4)으로 구성된다. D1~D3는 한국 대기질예보모델 (National air-quality forecast
model in Korea) 영역에 따라 설정하고, 서울영역(D4)은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서울영역
(D4)은 중규모모델 WRF에 접합할 수 있는 도시캐노피 모수화방안 중 도시구조 및 인공열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BEP/BEM을 적용하였다.
MENEX(ver. 2005)는 사람과 주위환경의 열교환을 다루는 생명기상모델로 기상인자 및 신체 생리학적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에 따른 인체의 변화를 지수화하여 산정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MENEX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지수 중 PST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WRF 모델링 기간 동안의 서울영역(D4)내 AWS(41개) 지점을 대상으로 관측치와 WRF-BEP/BEM 모델링
결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으로 통계적 신뢰구간(Benchmarks)에 포함되어 모델이 관측값을 잘 재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0500~2000 KST) 기온의 경우, 야간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온도장을 잘 재현한 것
으로 평가되며, 이는 열스트레스가 높은 주간시간대의 열노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
PST는 기온과 유사한 변동을 나타내었으며, 일최고 PST는 1500 KST에 평균 40.4℃를 나타내었다. 특히 폭
염기간동안 주간동안 very hot level 지속되었으며, 7월 10일은 10시간 (0800~1700 KST)동안 very hot level이
지속되었다. 7일과 13일은 일최고기온 30℃는 초과하지 않았으나 PST는 very hot level을 나타내어 기온 외 기
상요소 및 생리학적 요소의 영향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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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on Indoor
Exposure in Children
최길용 ․ 이기원1) ․ 이수민 ․ 서성철2)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울아산병원,

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1. 서론
- More than 80-90% of the modern living environments of people are indoors, and exposure to various
chem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may cause diseases, such as atopic dermatitis and asthma.
- It chronic and recurrent and is associated with bronchial asthma and food allergies.
- In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allergic rhinitis is known to progress from 50% to asthma and from 75%
to allergic rhinitis.

2. 자료 및 방법
- Seven-year-old children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in 2017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is study.
-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parents' applications. After loading the sampling device, the sample was
collected at 28.3 L/min for 7 minutes.

3. 결과 및 고찰
- The frequency of questionnaires about the family situation and the relation with the diagnosis of the disease
indicates that the bed mattress cleaning cycle is less than 1 day and frequent cleaning has a favorable effect
of more than 80%.
-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it directly affects the presence of fine dust.
- For the analysis of the total aerobic bacteria and fungi (samples), the culture medium in which the indoor
air was collected was incubated at 35℃ and 25℃, respectively, for 48 hours in an incubator to culture the
collected microorganisms. After culturing, the number of bacterial colonies in the medium was measured;
the number of colonies per unit volume (CFU/m3)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colonies by
the collected indoor air volume. The average number of colonies in the medium used was 3 for each spot,
and the total number of airborne bacteria and fungi in the indoor space was calculated. In addition, the CO2
measurement equipment and analysis could measure indoor CO2 mainly by human respiration using a
non-dispersion infrared fine-dust (PM10,2.5) instrument.

4. 참고문헌
Bozzetto, S., Carraro, S., Giordano, G., Boner, A., Baraldi, E., 2011, Asthma, allergy and respiratory infections:
the vitamin D hypothesis, European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67(1), 10-17.
Brauer, M., Hoek, G., Smit, H. A., de Jongste, J. C., Gerritsen, J., Postma, D. S., Kerkhof, M., Brunekreef, B.,
2007, Air pollution and development of asthma, allergy and infections in a birth chhort, 52(4).
CHANDRA, R. K., 1979, PROSPECTIVE STUDIES OF THE EFFECT OF BREAST FEEDING ON
INCIDENCE OF INFECTION AND ALLERGY, Trends in Analytical Chemistry, 37(7-8), 22-31.
Greening, A. P., Wlnd, P., Northfield, M., Shaw, G., 1994, Added salmeterol versus higher-dose corticost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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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한천올리고당 생산을 위한 세균의 분리와 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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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혜1)·안병기2)·이동근2)·이상현1,2)
1)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그린융합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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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제약공학과

1. 서론
한천은 국내에서 일년에 수 천톤씩 생산되지만 일부만 사용되고,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어 유기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버려지는 한천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면 환경오염의 저
감, 생산 어민의 소득증대, 수산 경제 발전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garotriose, neoagarotetraose
등의 한천올리고당은 한천의 분해 산물로 보습, 미백, 세균의 성장 억제와 대식세포 활성화 등의 생리활성이
높아 화장품, 의약품, 식품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한천올리고당을 생산하기 위해 산가수분해법과 효소가수분
해법이 활용되는데, 산가수분해법은 원하는 한천올리고당을 얻기가 어렵고 부산물의 산성에 의해 환경에 악영
향을 주거나, 중화과정 등을 거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효소가수분해법은 온화한 조건에서 원하는 한천
올리고당을 생산할 수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천올리고당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양세균을 분리하여 동정하였으며, 분리한 세균이 생산하는 한천분해효소의 특성을 검토하여
산업적 및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한천분해 균주의 분리 및 동정
전라남도 여수 연안의 해수를 Marine agar 2216 고체배지에 도말하고 27℃에서 배양하여 한천분해활성을
가지는 균주를 선별하였고, Persicobacter sp. DH-3으로 명명하였다.
2.2. 효소활성 측정
효소액 0.5 ml와 기질용액 1.0 ml를 혼합한 후에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을 마친 후에 DNS 시약 3.0
ml와 반응액 1.0 ml를 혼합해서 100℃에서 10분간 끓이고 충분히 식힌 후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3. 반응온도와 pH별 활성, 열처리에 따른 한천분해 효소의 활성측정
표준기질용액으로 0.2% (w/v)의 한천을 포함하는 완충용액을 이용하였다. 20~70℃의 온도와 pH 5~9에서,
그리고 20~70℃에서 각 0.5~2시간 열처리한 후에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2.4. 한천분해효소의 Zymogram
효소액에 있는 agarase의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 Zymogram법을 이용하여 효소액에 있는 agarase의 분자량
을 확인하였고, 한천가수분해산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TLC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ersicobacter sp. DH-3 균주에서 생산되는 한천분해효소는 20 mM Tris-HCl (pH 6) 완충용액 및 50℃에서
최대활성을 나타내었고, 20~40℃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여도 80% 이상의 잔존활성을 보였다. 산물로 네오
한천올리고당이 생성되는 것을 TLC 분석으로 확인하여, 분리 세균의 한천분해효소가 β-agarase임을 확인하였
다. Zymogram 분석으로 Persicobacter sp. DH-3는 45, 70 및 140 kDa 크기인 3종류의 한천분해효소를 생산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리 세균과 그 효소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한천으로 부터
기능성을 가진 네오한천올리고당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참고문헌
Lee, S. J., Oh, S. J., Lee, D. G., Lee, S. H., 2015, Characterization of agarase from an isolated marine
bacterium, Simiduia sp. SH-1. J. Life Sci. 25, 1273-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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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기 이중치환을 통한 칼슘 ORC 제조연구
유길선·안지은·조대철·권성현1)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공학연구원)

1. 서론
이 연구는 전통적 열 재조합 공정이 아닌 산-염기의 이중치환을 통한 재조합 공적으로써, 칼슘화합물의 분자
그룹을 해체하고 산소를 결합시킴으로써 산화칼슘을 제조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이중 치환반응을 이용한 방법으로 다음의 3단계 반응으로 CaO2를 제조한다.
CaCO3 + 2HCl → CaCl2 + 2H2O + CO2
CaCl2 + 2NaOH → Ca(OH)2 + 2NACl
Ca(OH)2 + H2O2 → CaO2 + 2H2O

(1)
(2)
(3)

굴패각에 함유된 CaCO3를 염산을 이용하여 Calcium chloride 형태로 이온화(1) 시킨 뒤 염기(NaOH)을 이
용하여 수산화칼슘(Ca(OH)2) 침출한다(2). 제조한 수산화 칼슘를 24시간 동안 침전시켜 염화나트륨(NaCl)과
수산화나트륨을 분리 시킨 뒤, 침전된 수산화나트륨을을 120℃에서 24시간 건조 후 분말화 한 뒤, 과산화수소
(함량 30% H2O2)를 첨가하여 과산화칼슘(CaO2)을 제조한다(3). 제조된 과산화칼슘은 건조기에서 120℃로 건
조하여 완전히 굳은 그래뉼 상을 절구로 분말화 하였다. 이 분말을 차후 산소발생량 측정 실험에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중 치환반응을 과량의 산-염기로 최적화하여 과산화 칼슘을 제조 하였다. 제조된 ORC는 상용 ORC에 비
해 초기 16시간 더 높은 산소 전달율을 보였다.

4. 참고문헌
Acton, D. W., Barker, J. F., 1992, In situ biodegradation potential of aromatic hydrocarbons in anaerobic
ground waters, J. Contam. Hydrol., 9, 325-352.
Adams, W. J., Kimerle, R. A., Barnett, J. W., 1992, Sediment quality and aquatic life assesment, Environ. Sci.
Technol., 26, 1864-1875.
Lee, H. S., Park, D. W., Woo, D. S., 2009, A Study on physicochemical and calcination processed
characteristic of oyster shell,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10, 3971-3976.
Lyman, W. J., Glazer, A. E., Ong, H., Coons, S. F., 1985, An overview of sediment-sorbed contaminants tested
in the national status & trends program, NOAA technical memorandum, NOAA, Seattle,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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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퇴적토 영향 분석
원창희·윤현철·곽용석·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1. 서론
우리나라는 여름철 홍수기에 연 강수량의 약 70%가 편중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
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마른장마 발생 등 지역별 강수량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물 부족을 의미하는 가뭄은 지역별 강수량 편차로 인해 동일한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
으며, 2008년 이후 매년 지속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가뭄관리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를 수행중에 있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1차원적이며 가장 유효한 방법은 구조적
수자원 확보이다. 가뭄에 민감한 농업분야의 경우 주요 관개시설인 저수지로부터 대부분의 용수 공급을 받고
있지만, 저수지의 노후화 및 지속적인 퇴적토로 인해 정확한 수자원을 파악·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국내 18,000여개의 댐 및 저수지 중 약 14,000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최소 3억 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준공당시의 제원정보만 관리되는 등 정확한 수량 파악
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심화되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인수심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지자체 관할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퇴적토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저수지 퇴적토 영향 분석을 위한 내용적 측량은 무인수심측량장비(APACHE3)를 활용하여 지형측량과 수심
측량을 실시하였다. 지형측량은 네트워크 RTK 방식의 GPS 장비를 활용하여 저수지 경계의 지형을 측량하였
으며, 수심측량은 무인수심측량장비에 내장된 싱글빔 센서를 활용한 저수지 수심을 측량하였다. 분석 절차는
Fig 1과 같이 지형 및 수심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저수량을 산정하였으며, 향후 수위계·목자판 설치 및 인공위
성 활용성 검토 등을 위해 수위-저수량(면적) 곡선식을 작성하였다.

Fig. 1. 저수지 퇴적토 영향 분석 절차.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무인수심측량장비를 활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울산 소재 어린지 저수지의 현
재와 2000년도에 측량한 제원정보와의 유효저수량 비교·분석 및 무인수심측량장비 정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장기간의 퇴적토 영향으로 인한 유효저수량 분석 결과 제원정보 기준 저수량은 72.62천 톤, 금회 측량 결과
56.05천 톤으로 약 16.63천 톤의 유효저수량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0년도 측량 이후 시행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총 저수량은 제원정보 대비 10.83천 톤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저수지 둑
높임 미반영에 따른 실제 월류고 상이 등 내용적표에 대한 정확성·신뢰성 판단 제고가 필요하며, 둑 높임·퇴적
등 측량 시점에 따라 저수용량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효율적인 가뭄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
인 저수지 측량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저수지 준설 시 측량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 제도
제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NDMI-주요-2018-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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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철·곽용석·원창희·안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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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 이후 매년 크고 작은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가뭄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8년부터 ’16년까지 약 9년 동안 2조 7,604억 원의 예산이 가뭄재해를 위해 활용되었으
나, 뚜렷한 가뭄 피해 해결에는 부족하였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는 ’11～’17년까지 가장 심각한 가뭄 발생으
로 산업분야에서 ’15년 18억 달러(한화 약 1조9천억원), ’16년 5.5억 달러 및 농업분야에서 ’15년 27억 달러(한
화 약 2조9천억원), ’16년 6억 달러의 피해액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차원의 가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6년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를 매달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성공적인 국
가 가뭄 통합 예‧경보를 위해 ’17년 1월부터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개발 R&D를 수행중에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목표는 성공적인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있으며, R&D 파트와 가
뭄기초정보 기술조사의 2가지 파트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R&D 파트에서는 지자체 가뭄 담당 공무원이
지역의 가뭄 현황을 간편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자체 맞춤형 체감가뭄판단 의사결정지원기법 개발과
미래 개념의 물공급 안전일수개념을 도입하여 실시간 가뭄지수(RDI) 고도화를 통한 실시간 통합 가뭄평가기
술 개발 및 가뭄해갈을 위한 필요강수량 산정기술개발 3파트로 구분된다. 또한 기술조사 파트에서는 전국 167
개 시군을 대상 지자체 가뭄기초정보 조사를 수행 및 저가형 수위계 및 AWS를 통한 지자체 저수지 관측기술
개발로 구성된다.
본 연구성과는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공개 예정이다.

3. 결과 및 고찰
지자체 맞춤형 체감가뭄판단 의사결정지원기법 개발을 위해 전국 가뭄기초정보조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
를 전국 11개 특별광역시도 방문설명과 함께 167개 시군 대상 정보를 수집중에 있다. 또한 R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물공급 안전일수 개념을 반영한 수정 RDI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보령댐에 적용하였으며 환경부 수자원
공사 댐 운영기준과 비교결과 유사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총 5개년 연구로서 2차년에 해당되며 기
초자료 조사 및 수집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본격적인 개발은 3차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본 연구
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가뭄컨트롤타워로서 효과적인 가뭄관리를 통한 가뭄 피해 저감 및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확신한다.

4.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7, 가뭄대응 종합대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가뭄 예‧경보 평가 기술개발(I).

감사의 글
이 연구는 “NDMI-주요-2018-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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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24절기별 강수량과 기온 변화비교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력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인 24절기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원을 24등
분하여 구분한 시간단위이다. 중위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상 대륙의 기후와 해양성 기
후영향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24절기는 태양의 연간 위치에 따라 24절기로 구
분하여 우리나라의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24절기를 기준으로 농사를 지어오고 생활의 변화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내륙지역과 해안이 접한 지역의 강수와 기온에 어떠한 변화
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륙지역의 대구, 서울, 대전, 광주 지점을 해얀지역에 부산, 목포지점 기상관측소의 일강수
량 및 일평균기온을 1960년부터 2013년 총 43년간 자료를 조사(대전은 1969년부터)하여 24절기에 따른 내륙
지역과 해안지역의 기후변화패턴을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4절기의 강수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5월부터 8월초까지의 강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월말에서 2초의
강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부산은 9월초의 강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기온의 경우 내륙지방은 전반적으로 기온
이 상승하였으나 해안지역의 목표는 8월과 12월초의 기온이 감소하였다.

4. 참고문헌
An, J. E., Kang, J. S., 2001, Study on the 24 seasonal divisons, Kor. J. Oriental Med. Phy. & Path. 15,
669-676.
Cho, E. H., Ahn, J. B., Sohn, K. T., 1998, a Study on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change due to
industrialization in Ulsan area, J. Kor. Env. Sci., 7, 191-194.
Kim, J. P., Kim, G. S., 2011,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trend of precipitation effectiveness ratio and
runoff data in south korea. J. KWRA, 44, 683-694.
Kwon, H. H., Kim, B. S., Kim, B. K., 2008., Analysis of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of reginal climate model
for climate change impact on water resources, J. KSCE, 28, 525-533.
National Weather Research Institute, 2013,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Ⅴ -From Start of Spring to Major
cold-.
Park, K. B., Ahn, S. S., Kim, K. S., Cha, S. H., 2015, A Study of change of rainfafll in 24 season,
Proceedings of the Kor. Envir. Sci., 24, 158.
Park, K. B., Kim, K. S., Chang, I. S., 2015, Analysis of Rainfall change in Deagu sccording to season,
Proceding J. KOSHAM. 14, 249.
Park, K. B., Park, J. J., Chang, I. S., Cha, S. H., 2014, A Study of climate change for solar term, 23, 5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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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지하수 적정허가량의 합리적 산정방안
박원배·강봉래·김민철·김기표1)·박윤석1)
제주연구원,

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 서론
제주도에서는 지하수 허가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하수 취수 허가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2월말 지하수 허가량은 1,563천 ㎥/일으로 제주도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1,768천 ㎥/
일의 8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하수 적정허가량 산정은 개발 사업장의 하수도 발생량 또는 면
적 등 상황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2-3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실 이용량을 분석하여 지하수 적정허가량의 합리적 산정방안을 제
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하였으며, 지하수 원단
위 산정을 위해 도내 골프장, 관광호텔, 일반호텔, 목욕장, 공동주택 등 업종별로 구분하여 면적, 객실수, 세대
수 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합리적 지하수 적정허가량 산정방안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골프장 : R2 = 0.6685
- 지하수 허가량(㎥/일) = 총 용수 이용량(㎥/일) - 기타 용수량(㎥/일)
- 총 용수 이용량(㎥/일) = 0.0272 × 골프장 면적(㎡)1.1628
- 기타 용수량(㎥/일) = 빗물 이용량(㎥/일)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량(㎥/일)
2) 숙박업 : R2 = 0.8309
- 지하수 허가량(㎥/일) = 1.1634 × 객실수 - 23.682
3) 개인서비스업 : R2 = 0.6832
- 지하수 허가량(㎥/일) = 3E-05 × 면적2(㎡) + 0.0836 × 면적(㎡) + 15.631
4) 주거시설 : R2 = 0.7714
- 지하수 허가량(㎥/일) = 0.3785 × 세대수 + 23.021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골프장, 숙박업용, 목욕장 등 개인서비스업용, 주거시설용 지하수 허가량 추정식은 지하
수 개발 ․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설 지하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 지하수인 경우에는 허가량 대비 이용량 비율이 높아 허가량 추정식을 산정하지
않았다. 또한 상수도용 지하수와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에는 가뭄이 발생할 경우 이용률이 허가량에 근접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뭄 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김기표, 김수정, 강봉래, 문덕철, 김봉석, 2009, 지하수 취수 허가량 산정 기법, 환경자원연구원보, 20, 209-222.
박원배, 강봉래, 김기표, 박윤석, 2017, 지하수 적정 취수 허가량 산정 기법 연구,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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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유역에 대한 SWAT 모형의 유출구조 개선 효과 분석
이정우·이정은·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SWAT(Arnold et al., 1998)은 강우, 증발산, 침투, 유출 등의 수문성분량, 유사 및 오염부하량, 작물생장 등
을 모의할 수 있는 준분포형 연속형 수문모형으로 자연적, 인위적 조건에 따른 장기 유출 및 수질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홍수량 분석(Lee et al., 2017)에도 모형이 적용되는 등 이수, 치수,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유역에 적용할 경우 첨두유출량이 작게 모의 되는 경향이 있어 물수지
분석 결과 뿐만아니라 유사 및 비점오염 등 수질 분석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Kim et al.(2008)과 Lee et al.(2016)는 지표면 유출 및 유출의 지체 연산 모듈을 수정하여 모형을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SWAT 모형을 진위천 유역 등 중규모 유역에 적용하여 모형의 정확도 개선 효과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시험유역에 대해 DEM, 토지피복도, 토양도, 기상자료, 물이용·방류자료 등을 수집하여 SWAT 모형에 입력
하고, 관측유량과의 적합과정을 통해 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검보정이 완료된 SWAT 모형에
유출구조 개선기법을 추가 적용하여 일단위 유출곡선의 첨두부와 감수부의 모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금일 강우로 인한 토양수분량 증가 영향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지표면유출량 계산 모듈을 개선한 Kim et
al.(2008) 방법과 지표면유출량 크기에 따라 집중시간을 가변적으로 계산하여 지표유출의 지체를 개선한 Lee
et al.(2017)의 방법을 각각 그리고 함께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선 모형은 홍수기 첨두유출량을 증가시
키고 갈수기 유출응답의 민감도를 감소시켜 관측치와의 오차를 줄여 유출모의 정확도를 10 ~20 %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사가 급한 산지유역, 저지대 농경지와 같은 완만한 유역 등 유출특성에 따라 지표면유출
량 산정모듈을 선택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Arnold, J. G., Srinivasan, R., Muttiah, R. S., Williams, J. R., 1998, “Large area hydrologic modeling and
assessment part I: model development.” Journal of American Water Resources Association, JAWRA,
34(1), 73-89.
Kim, N. W., Lee, J., 2008, “Temporally weighted average curve number method for daily runoff simulation.”
Hydrological Processes, 22(25), 4936–4948.
Lee, J. E., Heo, J. H., Lee, J., Kim, N. W., 2017, “Assessment of Flood Frequency Alteration by Dam
Construction via SWAT Simulation.” Water 2017, 9(4), 264.
Lee, J., Kim, N. W., Lee, J. E., 2016, “Modification of Surface Flow Analysis Algorithm in SWA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6(3), 4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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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유량 자료를 이용한 첨두홍수량 추정방법의 지역화 연구
이정은·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유출해석을 위한 장기유출모형은 일단위 이상의 연속적인 유출현상을 모의한다. 그러
나, 장기유출모형의 홍수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유역의 경우, 시단위의 홍수량 추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속 일유량으로부터 첨두홍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Sangal(1983)의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댐유역에서의 Base factor(K)를 도출하였다. 또한, 미계측 지점에서의 첨두홍수량 추정
을 위해 도출된 Base factor(K)의 지역화를 시도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30년 이상의 유입량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댐 4개 지점(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
청댐)과 팔당댐 지점에서의 연최대 시유입량 자료와 3일 연속 일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Sangal 방법의 매개변
수인 Base factor(K)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 대상지점의 유역규모 및 지형학적 특성(유역경사, 유로경사 등)과
도출된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미계측 지점에서의 첨두홍수량 추정을 위한 매개변수의 지역화를 시도
하였다.

Fig. 1. Annual maximum series of observed and estimated hourly inflows.

3. 결과 및 고찰
일유량 자료를 이용한 홍수량 추정을 위해 지역화를 시도한 결과, 유역규모가 커질수록, 유역경사가 완만해
질수록 Base factor(K)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미계측 유역에서의 적용성 뿐만 아니라 장기유출모형의
홍수분야 활용을 위해 이러한 지역화 연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Sangal, B. P., 1983, Practical method of estimating peak flow,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09(4),
54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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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여름철 강수량 및 유출특성
변화 전망
김철겸·이정은·이정우·김남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기존 제주도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의하면 강수량과 함양량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이수 관
점에서는 낙관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섬지역이라는 고립된 수자원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홍수 및 가뭄
등 물관련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 집중호우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치수 측면에
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총량의
변화보다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강수량과 유출량의 변화를 분석함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치수환경 변화
를 전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장기간의 분석자료 확보를 위해 SWAT 유역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특정규모 이상의 강우에만 유출이 발생하
는 제주도 하천유역의 유출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 Chung et al.(2011)과 Kim et al.(2013)이 제안한 유출모
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모델링 적용기간은 관측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한 과거(1992∼2013년)와 기후
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한 미래(2010∼2099년)이다. 미래에 대해서는 AR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9개 GCM에서 제공하는 미래 기후자료를 SWAT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장기간의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강수량의 55% 이상이 집중되는 6∼9월을 중심으로 미래의 월 강수량과 유출량
의 변화를 시공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월 강수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6∼9월의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
며, 특히 8월과 9월의 강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RCP 4.5보다는 8.5에서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RCP 8.5 시나리오에 대해 9개
GCM에 따른 모의결과를 평균하면 미래 후반기(2070∼2099년)에 8월과 9월의 과거대비 강수량 증가율이 각
각 42%와 43%로 나타났다. 유출량 또한, 8월과 9월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8.5 시나리오에
서 8월 유출량이 과거대비 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 강수량과 유출량의 변화를 분석했을 때, GCM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8월과 9월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반기 보다는 후반기로
갈수록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4. 참고문헌
Chung, I. M., Lee, J., Kim, J. T., Na, H., Kim, N. W., 2011, Development of threshold runoff simulation
method for runoff analysis of Jeju Island, J.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20(10), 1347-1355.
Kim, N. W., Chung, I. M., Na, H., 2013, A method of simulating ephemeral stream runoff characteristics in
Cheonmi-cheon watershed, Jeju Island, J.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2(5), 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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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생산을 위한 모듈형 물생산시스템 성능평가
손창선·이남수1)·김성민1)·최창형
케이원에코텍㈜,

1)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1. 서론
하천수와 지하수 등 각종 용수를 현장에서 취수하여 음용수를 생산함으로서 평상시와 재난시에 쉽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모듈형 음용수 생산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2. 자료 및 방법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내에 처리용량 5 ㎥/h 규모의 Pilot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처리성능을 평가하였으
며, 공정구성은 전처리(모래여과)→1차처리(활성탄)→2차처리(MF)→3차처리(RO)로 하였고 원수는 하천수(진
위천)와 주변 지하수를 활용하였다.

Fig. 1. 시설 전경.

3. 결과 및 고찰
원수를 하천수로 공급하여 테스트한 결과 원수의 pH는 7.43, 전기전도도 544 ㎲/㎝, 탁도 5.28 NTU, 색도
3.95도, COD농도 2.7 mg/L, T-N 1.85 mg/L, T-P 0.074 mg/L로 나타났고 RO처리수는 pH는 6.08, 전기전도도
14.09 ㎲/㎝, 탁도 0.085 NTU, 색도 0.697도, COD농도 0.489 mg/L, T-N 0.88 mg/L, T-P 0.012 mg/L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를 지하수로 공급하여 테스트한 결과 원수의 pH는 9.36, 전기전도도 675.9 ㎲/㎝, 탁도 1.1 NTU, 색도
1.36도, COD농도 3.41 mg/L, T-N 0.5 mg/L, T-P 0.012 mg/L로 나타났고 RO처리수는 pH는 6.06, 전기전도도
13.7 ㎲/㎝, 탁도 0.153 NTU, 색도 0.47도, COD농도 0.3 mg/L, T-N 0.3 mg/L, T-P 0.011 mg/L로 먹는물 수질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의 경우에 RO공정 이후에 pH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RO공정에 따른 이온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실험을 통한 회수율의 최적화를 통해 pH 감소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공인기관에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도서 및 산간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재난시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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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2D모형 강우-유출 모의에서 토양도 스케일링 효과가
Green-Ampt 손실에 미치는 영향
황지형·이형근·이길하
대구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강우-유출모형에서 토양조건은 강우유출시 침투손실로 이어지고 모의결과에도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용담댐유역에서의 실제 관측 유량과 강우-유출모형 모의결과 추정되어진 유량과의 비교를 통
해 토양 매개변수 적용방법에 따른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용담댐유역에서 2013년 중 가장 많은 강우량이 관측된 2013년 7월 2일~2013년 7월 5일(4일간) 기간의 유량
을 검증자료로 활용하였다. 강우자료는 유량관측소와 가장 인접한 강우관측소의 시강우 자료를 활용하였다.
강우-유출 모의는 FLO-2D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손실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Green-Ampt법을 사용하였다. 이
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는 산술평균법, 대표식생법, 모자이크법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강우-유출을 모의했으며
그 결과 얻어진 시간별 유출량은 실제로 관측된 시간별 유출량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강우-유출 모의 시 Green-Ampt법으로 침투를 가정하였으며 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각 매개변수를 모자이크
법으로 입력한 산정 결과와 대표식생법, 산술평균법으로 환산하여 매개변수를 입력한 유출량 산정결과를 서로
상대 비교한 결과 모자이크법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Rawl, W. J, Brakensiek, D. L., Miller, N., 1983, Green-Ampt infiltration parameters from soil data.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SCE, 109(1), 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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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상류 댐 저류에 의한 하류부 유출 영향 평가
김동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한반도의 공유하천인 임진강 상류 유역에 4월5일댐(2001∼2012년 완공, 저수용량 약 0.9억 ㎥)과 황강댐(2007
년 12월 완공, 저수용량 약 3.5억 ㎥)이 건설됨에 따라, 그 하류 유역은 댐 저류의 영향으로 물 부족 피해가 발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류 댐 운영에 따른 물 부족 피해 대응을 위해 중류 유역에 군남홍수조절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2010년 6월 완공). 따라서 본 연구는 댐 저류량의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임진교 수위관
측소에 대해 댐 건설 이전의 자연유출량을 산정하고, 비홍수기의 관측유출량과 비교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연유출량 산정을 위해 강우-유출 모형인 NWS-PC 모형을 이용하였다. 4월5일댐 건설 이전
인 1999∼2000년 기간을 검정기간으로, 2001~2005년 기간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원산관측소 등
5개 관측소와 남한의 철원관측소 등 2개 관측소의 강우량자료와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모형의 입력자료인 강
우량 자료와 FAO Penmann-Monteith 방정식을 이용하여 증발산량 자료를 1시간 단위로 구축하였으며, 모의를
통해 1시간 단위의 모의된 유출량 즉, 자연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모의된 유출량과 관측유출량에 대해 2001년
부터 2017년까지 비홍수기인 4~6월과 9~11월 기간의 유출량을 비교·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황강댐 건설 완공 이전, 즉 4월5일댐만의 영향을 받는 기간인 2001~2005년은 평균 0.369억 ㎥, 의 방류량이
발생하였으며, 4월5일댐은 전 기간, 황강댐은 2007년 12월 이후부터 영향을 받는 기간인 2006~2010년도에도
평균 0.419억 ㎥의 방류량이 발생한 결과로 볼 때 저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1~2017
년 기간은 평균 2.287억 ㎥의 댐 저류량이 발생하였으며, 이 기간은 대규모 다목적댐인 황강댐의 저류영향을
받는 기간으로 연간 저류량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기간인 2001~2017년은 평균 0.710억 ㎥의 댐
저류량이 발생하였다.
유역평균강우량
(㎜)

구분
평균
(2001∼2005년)
평균
(2006∼2010년)
평균
(2011∼2017년)
평균
(2001∼2017년)

4∼6월
9∼12월
총합
4∼6월
9∼12월
총합
4∼6월
9∼12월
총합
4∼6월
9∼12월
총합

290.4
278.7
284.5
330.9
245.9
288.4
254.7
219.8
237.3
287.6
244.8
266.2

관측값(억㎥)
(=댐 운영을 통해
관측된 유출량) (a)
3.968
7.960
5.964
6.560
7.550
7.055
1.808
1.873
1.841
3.841
5.333
4.587

모의값(10억㎥)
(=자연유출량)
(억㎥) (b)
3.785
7.404
5.594
5.702
7.570
6.636
2.993
5.261
4.127
4.023
6.571
5.297

댐 저류량(억㎥)
(=유출 부족량)
(c=a-b)
+0.183
+0.556
+0.369
+0.858
-0.020
+0.419
-1.185
-3.388
-2.287
-0.182
-1.237
-0.710

4. 참고문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data.kma.go.kr.
김동필, 2018, 임진강 상류 댐 운영에 따른 하류부 유출 영향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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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락(Rive rock)을 이용한 해수 수조에서의 암모늄염과
질산염 동시제거
김이태·윤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산호초에서 형성된 라이브락은 죽은 산호 사체로부터 형성되며 다공질의 agglomerated calcium carbonate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면은 산소와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으며 내부 다공질은 무산소조건 형성이 용이하여 표
면에는 질산화박테리아가 서식하고 내부에는 탈질박테리아의 서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암모니아로
오염된 해수 수조의 해수를 라이브락을 통해 여과시키며 암모늄염과 질산염의 제거특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해수수족관용으로 수집된 라이브락을 2- 3 cm의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Fig. 1과 같이 미생물이 충분
히 활착된 상태로 유지된 절단된 라이브락으로 충전하여 섬프의 해수를 순환시키면서 암모늄염과 질산염의 제
거특성을 관찰 하였다.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Rive rock media reactor.

3. 결과 및 고찰

Fig. 2. Removal rate of ammonium and nitrate concentration by dead rock and rive rock media..

미생물이 사멸한 데드락(dead rock)을 여재로 사용하였을 경우 Fig. 2에서와 같이 암모늄염의 제거율은 1시
간 후 43.2%의 제거율을 보인반면 질산염의 제거율은 6.3%를 보였으나, 미생물이 접종된 라이브락을 여재로
사용하였을 경우 암모늄염의 제거율이 73.2%로 향상되다. 이때 질산염도 36.4%로 제거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암모늄염의 흡착과 질산화, 탈질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암모늄염의 제거율 상승과 라이브락 기공 표
면의 무산소 영역에서의 탈질에 의한 질산염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Li, Y., Zheng, X., Yang, X., Ou, D., Lin, R., Liu, X., 2017, Effects of live rock on removal of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in coral aquaria, Acta Oceanol. Sin., 36(12), 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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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해중림 TTP를 이용한 해양환경 훼손지역 복원기술
개발
류성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 서론
제주지역은 해양 풍력발전 건설 및 항만 건설, 해양 쓰레기 증가, 갯녹음 현상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 연산호 훼손 문제, 갯녹음 발생 및 확산 문제, 연안 침
식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호와 감태와 같은 해조류의 부착 효율을 증진하는 방법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수심이 5 m 이내의 매우 낮은 지역에서도 해중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해양구조물을 디
자인하여 친환경 해중림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의 자생종인 연산호, 해조류 감태 등을 활용한 제주형 연안 녹
화 기술을 통해 해양환경 훼손지역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현장 적용지역을 위한 적지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인근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찬환경 해중림 TTP의 디자인 개념은 종전의 TTP 표면에 격자형의 홈을 내는 것으로
이때 강재거푸집의 탈부착이 원활하도록 적당한 수의 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TTP 기둥 한
개당, 횡으로 2~3개의 홈과 종으로 3~6개의 홈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친환경적 해중림 TTP의 표면에 홈
이 있으면 그 홈 사이로 감태씨줄을 고정하기 쉽고, 고정된 감태씨줄은 해수 유동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
에 감태의 뿌리가 쉽게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 의한 디자인을 시제품하여
친환경 해중림 TTP 총 10개의 시험체를 제적하여, 모자반과 감태의 해조류를 의식하여 간조시 수심 18 m 지
점에 투하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생물상 모니터링은 모자반과 감태를 해중림 TTP에 부착한 후, 2016년 7월 31일 최초 실시하였으며, 생물상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하였다.
해조류의 분류군별 평균 길이는 감태의 경우 감태 단독 이식군에서 가을에 약간 감소하다가 겨울~봄(2017
년 2~5월)에 급격히 성장였으며, 2017년 7~11월에 다시 약간 감소하였다. 모자반류의 경우 겨울~봄에 성장하
다가 여름~가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감태의 성장률이 감소한 이유는 감태의 성장 주기에서 7∼8월에 최대로
성장한 후 수온이 높아지는 8~10월에 끝녹음 현상을 겪은 후 11월부터 다시 생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
진 바와 부합한다. 또한 모자반류의 경우 겨울~봄철에 생식기관을 형성하기 위한 소지들을 형성한 후 여름에
소지들이 탈락하여 그 길이가 축소되는 성장패턴이 관찰되었다. 이식시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감태는 10월에
가근이 로프에 양호하게 활착한 상태로 고정되었으며, 순간접착제를 이용한 모자반류 역시 부착기가 성장하며
로프에 잘 부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식기관의 형성은 감태에서 2017년 11월 및 큰열매모자반에서 2017년
5월에 관찰되었다. 2017년 11월 조사에서 해중림TTP에 착생된 큰열매모자반의 유엽들이 7개체가 관찰되었는
데, 시험지 주변에는 큰열매모자반의 군락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식된 큰열매모자반에 형성된 생식기관에
서 방출된 포자가 발아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접착제 및 로프를 이용하여 다년생 모자반류를 고정하여 인공기질에 이식하는 방법은 해중림 조성의
유용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홍종현, 김문훈, 김석철, 박성배, 류성필, 연산호 육성용 어초 개발을 위한 송이 다공성 콘크리트의 적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19(4), 28-34 2005.
홍종현, 좌종헌, 용암석을 사용한 해중림 조성용 인공 조초 개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22(3),
103-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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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기반한 낙동강 하류 지역 내 강수량과 하천수질
간의 상관분석
박경덕·강동환1)·소윤환1)·김일규2)
부경대학교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

1)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2)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하천수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주변 환경 및 기상 조건에 따라 수질이 크게 변화하며, 이 때문에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수질측정망 지점 주변의 토지이용도를 기반으로 하여 대상 지역의 강수 패턴과 수질 변화를 파
악하고, 강우량과 수질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수질자료와 강수량 자료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수질측정망 결과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토지이용도 자료는 WAMIS에
서 제공하는 해상도 30 m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질측정망 지점을 기준으로 상류 500 m 정도의 토지비율
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부분의 지점은 주위에 논과 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려천3 지점의 경우 산림 지역이 27%
로 전체 지점 중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논과 밭의 비율은 각각 39%와 28%로 논밭의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상관분석은 일 강수량과 농도, 그리고 일 강수량과 부하량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일 강수량과 농도 간의 상
관분석은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강우의 영향으로 하천의 유량이 증가하여 농도가 감
소하는 현상과, 강우로 인해 토양 중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 강수량과 부하량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계성천, 광려
천3, 신반천 지점에서는 대부분 양의 상관성이 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지점에서는 강우 시 영양염
류 등의 유입으로 부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논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비료 등의 사용
으로 인해 강우 시 다량의 영양염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남강4-1과 토평천2, 그리고 황강5 지점의 경우에는 일 강수량과 부하량 간의 상관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점들의 경우 지류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류의 수질에 영향
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우와 토지이용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산
업구조, 오염원 등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일 강수량과 부하량 간의 상관분석 결과
계성천

광려천3

남강4-1

신반천

토평천2

황강5

T-P

0.604**

0.594**

0.256**

0.646**

0.131

0.265**

PO4-P

0.542**

0.542**

0.160*

0.650**

0.155*

0.455**

T-N

0.555**

0.462**

0.194**

0.645**

0.039

0.098

NH3-N

0.607**

0.564**

0.239**

0.653**

0.037

0.103

NO3-N

0.495**

0.368**

0.167**

0.639**

0.029

0.059

BOD

0.658**

0.547**

0.308**

0.658**

0.109

0.187**

COD

0.560**

0.557**

0.211**

0.654**

0.144*

0.255**

TOC

**

**

*

0.135

0.009

0.241**

0.569

0.55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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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면에서 토양수분의 공간적 변동성에 대한 영향인자
분석
곽용석·원창희·윤현철·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1. 서론
토양수분은 사면스케일에서 수문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토양수분의 공간적 분
포는 토성, 지형, 토양깊이 그리고 식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습윤한 사면에서 관측한 토
양수분 자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09년 사면에서 관측된 깊이별(10, 30, 60 cm) 토양수분 자료와 각 측정지점에 해당되는 지형인자(습윤지
수, 기여면적, 경사), 토성인자(모래, 실트, 점토, 수리전도도), 식생인자간의 공간적 상관분포를 분석하였다. 분
석방법은 영향인자와 토양수분간의 상관분석, 토양수분의 정적인 공간분포와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EOF(경
험직교함수)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Perry&Niemann, 2008).

< 연구사면 및 토양수분 측정지점 >

< 환경인자(지형, 토성, 식생)의 공간분포 >

3. 결과 및 고찰
사면의 평균적 토양수분의 습윤성 및 깊이에 따라 환경인자의 상대적인 영향정도가 달랐으며 영향인자 중
토성>지형>식생 순으로 나타났다. 깊이별 지배적인 인자 또한 사면스케일에서 토성의 영향은 매우 지배적이
였으며, 비슷한 토성을 가진 공간범위에서는 지형인자의 영향이 커졌다.

< 평균토양수분에 따른 EOF분석 결과비교 >

< 평균토양수분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성 >

4. 참고문헌
Perry, M. A., Niemann, J. D., 2007, Analysis and estimation of soil moisture at the catchment scale using
EOFs. Journal of Hydrology, 334, 388–404.

- 127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PB11)

FLO-2D에서 격자별 CN값 입력 조건에 따른 결과값 비교
이형근·황지형·이길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 서론
우리나라는 연 강우의 대부분이 여름 장마철에 내린다. 많은 강우가 짧은 기간 동안 내림으로서 홍수가 발
생하는데 매년 이로 인한 수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알아채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
홍수 추적 모형이다. 홍수 추적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FLO-2D를 이용한다. FLO-2D 입
력값에 변화를 주어 그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강우-유출 모의는 FLO-2D 모형을 사용하였고 손실을 산정하는 방법은 SCS-CN법을 사용하였따. 각 격자 별
로 존재하는 토지피복지도 분류코드와 수문학적 토양군을 우리나라 토지이용 분류기준에 따른 유출곡선지수
기준(국토해양부, 2012)을 이용하여 격자별 CN값을 산정. 산정한 CN값을 FLO-2D 격자에 개별부여하는 모자
이크법, 토지피복도와 수문학적토양군을 이용하여 나올 수 있는 여러 CN값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CN
값을 대표로 모든 격자에 입력하는 대표식생법, CN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모든 격자에 입력하는 산술평균법,
이 세 방법을 이용하여 그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CN값을 조건을 다르게 하여 입력한 결과 모자이크법의 첨두유량은 301.28 cms, 대표식생법의 첨두유량은
282.68 cms , 산술평균법의 첨두유량은 322.48 cms 로 산출되었다. 모자이크법과 산술평균법의 경우 유출량이
실제 관측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둘중 실제 관측값에 가까운 것은 모자이크법이나, 두 그래프 간의 경향이 비
슷하고 유출량 또한 큰 차이가 없다. 대표식생법의 경우 유출 시작점이 조금 뒤쪽에 있으며 첫 변곡점에서의
유출량은 비슷하나 이후에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 실제 유출과 전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CN의 대푯값(최
빈값)이 48로 CN의 산술평균값 60.49와 비교하였을 때 무척이나 낮은 수치이며 이로 인한 침투량의 차이에
의해 나온 결과로 보인다.

감사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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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광물흡착제를 이용한 폐수 중의 중금속 흡착 성능시험
임우리·함세영·이충모·김성욱1)·최은경1)·오명학2)·서승남2)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

㈜지아이,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서론
지금까지 중금속 흡착을 위한 다양한 흡착제 물질이 연구되었다. Garcıa-Sánchez et al.(1999)은 Guadiamar
계곡에서 오염토양의 정화에 적용하기 위해 점토광물 (sepiolite, palygorskite, 벤토나이트)의 중금속 흡착 능력
을 평가한 바 있다. Erdem et al.(2004)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수 정화를 위해서 천연 clinoptilolite의 흡착 거
동을 연구하였다. Ok et al.(2007)은 활성탄의 대체물로서 제올라이트와 포틀랜드 시멘트 (ZeoAds)의 혼합물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흡착제 1(clinoptilolite 함량이 대부분인 제오라이트, 포틀랜드 시멘트)과 흡착제 2
(clinoptilolite 함량이 대부분인 제오라이트, 장석, 포틀랜드 시멘트)의 등온 흡착시험과 동적 흡착시험을 통하
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수의 양이온 흡착 성능과 흡착 평형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As, Pb, Cu 및 Cd에 대한 산업광물흡착제의 흡착 성능을 평가하였다. 흡착제1(A1)은
클리놉 틸롤라이트와 시멘트의 비율이 7 : 3 으로 구성되며, 흡착제2(A2)는 클리놉틸롤라이트, 장석 및 포틀랜
드 시멘트의 비율이 4 : 3 : 3 으로 구성된다. 등온흡착실험은 초기 농도 범위 100 ~ 1000 mg/L의 중금속 시료
에 대한 흡착제의 비율을 5 ~ 10 g/L로 혼합한 후 상온에서 180 rpm으로 24시간 동안 교반을 실시하였다. 또
한 동적 흡착 시험은 두 개의 초기 농도 200 mg/L, 300 mg/L의 중금속 시료에 5 g/L 비율의 흡착제를 혼합한
후 교반하여 10, 30, 60, 180, 360, 720, 그리고 1440분 후의 잔류 농도를 측정하였다. 등온흡착실험 결과는
Langmuir(1918) 와 Freundlich(1909)의 등온흡착식에 적용하였고 동적흡착실험 결과는 유사 1차 반응식과 유
사 2차 반응식에 적용하여 흡착제에 대한 중금속의 흡착 특성 및 속도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등온흡착실험 및 동적흡착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흡착제 A1, A2 모두 중금속에 대하여 흡착능이 뛰어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시간 및 농도 대비 Pb, Cd, As 그리고 Cu의 순으로 높은 흡착률을 보이며 흡착제
A2가 A1보다 조금 더 우수한 흡착능을 갖는다.

4. 참고문헌
Erdem, E., Karapinar, N., Donat, R., 2004, The removal of heavy metal cations by natural zeolites. Journal of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280(2), 309-314.
Freundlich, Herbert. 1909, Kapillarchemie, eine Darstellung der Chemie der Kolloide und verwandter Gebiete.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Garcıa-Sanchez, A., Alastuey, A., Querol, X., 1999, Heavy metal adsorption by different minerals: application
to the remediation of polluted soil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42(1-3), 179-188.
Hvorslev, M. J., 1951, Time Lag and Soil Permeability in Ground-Water Observations, Bull. No. 36,
Waterways Exper. Sta. Corps of Engrs, U.S. Army, Vicksburg, Mississippi, 1-50.
Langmuir, I., 1918, The adsorption of gases on plane surfaces of glass, mica and platinum.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40(9), 1361-1403.
Ok, Y. S., Yang, J. E., Zhang, Y. S., Kim, S. J., Chung, D. Y., 2007, Heavy metal adsorption by a formulated
zeolite-Portland cement mixture.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47(1-2),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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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CH4 Oxidation in Tidal Flat Sediments
강정원·현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1. 서론
A large fraction >90% of all the CH4 produced in marie sediments is converted to CO2 by Anaerobic
Oxidation of Methane (AOM), which is mainly coupled with sulfate reduction and mediated by anaerobic
methanotrophic archaea (ANME) and Sulfate-Reducing Bacteria (SRB) (Egger et al., 2015). In addition, the
AOM process includes metal ion (Mn4+ and Fe3+)-dependent AOM and nitrate/nitrite-dependent AOM as
electron acceptor(Cui et al., 2015). The microbe responsible for nitrite-dependent AOM is called Candidatus
Methylomirabilis oxyfera, as it uses two nitrogen monoxide molecules to produce nitrogen and oxygen which
is then used to attack the inert methane molecule through an intra-aerobic pathway, and may catalyze AOM
through an aerobic methane oxidation pathway. However, the organism Candidatus Methanoperedens
nitroreducens is used nitrate as the terminal electron acceptor, showing a reverse methanogenesis. Therefore, the
oxidation phenomena of methane is well observed in burrowing sites of the tidal flats, where the CH4 fluxes
are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of production, oxidation and transport processes.

2. 자료 및 방법
The chamber was deployed over decapods (mud shrimp, Laomedia astacina and crab, Macrophthalmus
japonicus) burrows for ~ 2 h, and the CH4 and CO2 concentrations were continuously monitored using a closed,
diffuse CH4/CO2 flux meter. In October 2016, in situ chamber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a tidal flat
located in Cheonsu Bay on the central western coast of Korea, where much intertidal area remains around the
coastline. The carbon isotope ratios of CH4 and CO2 were measured using a trace gas-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TG-IR/MS) system (Isoprime 100, UK). In addition, methanogenic and/or methanotrophic
microorgani는 were identified by amplicon analysis.

3. 결과 및 고찰

Nitrite-driven AOM may occur within burrows (Table 1). The proposed CH4-oxidation process was supported
by the decrease in the δ13C of headspace CO2 during the chamber experiment.

4. 참고문헌
Kang, J., Koo, B. J., Jeong, K. S., Woo, H. J., Seo, J., Seo, H. S., Kim, M. S., Kwon, K., 2018, Insights into
macroinvertebrate burrowing activity and methane flux in tidal flats, proceedings of the 15th International
Coastal Symposium, South Korea, 13-18 May 2018, 68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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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nalysis Systems of Biological
Weapons for K-water Crisis Management System
Min-jeong Kim·Gyu-Cheol Lee
Water Quality Research center, K-water

1. Introduction
Terrorism means an illegal act committed by a person or group with political or social purpose in a planned
manner using biological or chemical agents to achieve its purpose or to obtain a symbolic effect.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re microorganisms or toxins that are used for the purpose of disabling or killing the enemy
troops. The dissemination of the biologcial and chemical weapons is a severe public health concern. Thus, in
this study four biological weapons such as Bacillus anthracis, Yersinia pestis, Brucella suis, and Francisella
tuleransis were selected to establish a biological agent analysis system.

2.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study, therefore, species-specific primers for these four bacteria were designed based on the target
genes presented in the protocols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specificities
in each primer were verified. The design of these target primers was purposed to implement different
applications, such as real-time PCR, conventional PCR, multiplex PCR, and etc., according to differences in
amplicon sizes.

3. Results and Discussions
The sensitivity of detecting it was guaranteed as 0.01 ng/rxn. Gene vectors that include the amplification
starters in each gene were developed to present the convenience in positive control groups and to prevent cross
contaminations between experiment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that improves the system of enriching
water samples as a portable device and establishes a system of detecting genes at a site.

4. References
Lee, G. C., Kim, M. J., Lee, H. J., Kim, M. Y., Kim, G. W., 2017, Report of research project,
KIWE-WFRC-17-05; Development of analysis system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for the K-water
crisi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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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모드분해 및 극한학습기계를 이용한 단기 물 수요 예측
서영민·김교식1)·이효진2)·박기범2)
경북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1)

경북도립대학교 토목공학과,

2)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정확한 물 수요 예측은 도시 물 공급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시 거주자들의 물 수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동모드분해(Variational Mode Decomposition, VMD)와 극한학습기계(Extreme
Learning Machine, ELM)를 결합한 단기 물 수요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지역은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용인시이다. 물 수
요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단위 물수요 시계열 자료(2008～2017)를 사용하였으며, 자기상관함수, 부분
자기상관함수 및 평균상호정보에 기초하여 모델입력변수를 결정하였다. 시계열 자료는 [0, 1]의 범위로 정규화
되었으며, 학습자료(2008～2014) 및 검증자료(2015～2017)로 분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단기 물 수요
예측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된다.
단계 1. VMD를 이용하여 물 수요 시계열을 IMF (Intrinsic Mode Function)으로 분해
단계 2. 각 IMF에 대한 모델 학습
단계 3. 각 IMF에 대한 예측치 생성
단계 4. 예측된 IMF들을 합산하여 최종 물 수요 예측치 생성

3. 결과 및 고찰
VMD-ELM 모델의 성능은 통계학적 성능지표 및 도식적 비교에 기초하여 신경망 모델(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ELM, VMD-ANN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ELM 모델은 ANN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VMD-ANN 및 VMD-ELM 모델은 ANN 및 ELM 모델보다 훨씬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었
다. VMD-ELM 모델은 모든 비교모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물 수요 예측 성능을 나타냈다. 따라서 VMD와
ELM의 결합은 강한 비선형성 및 비정상성을 가지는 단기 물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 도구가 될 수 있으
며, 도시 물 공급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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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의 비상시 용수공급
김교식·박기범1)·서영민2)·강창모3)
경북도립대학교 토목공학과,
3)
경북도의회 입법지원팀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2)

경북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1. 서론
도시지역에서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물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법과 제도에 의한
물배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용수공급 및 배분 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 한정된 수자원을 수요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5개 정수장에 대하여 원활
한 용수공급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자료 및 방법
대구광역시 정수장 5개소인 매곡정수장, 고산정수장, 문산정수장, 가창정수장, 공산정수장의 용수공급 인구
를 각각 추정하였다. 이는 대구시 인구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부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즉, 5개 정수장 중 한곳이라도 부족한 용수공급원이 발생하게 되면, 여유가 있는 정수장에서의
물을 비상공급처로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구광역시 전체인구 추이를 분석하였고, 각 정수장이 용
수공급을 하는 洞마다 인구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정수장인 매곡정수장, 문산정수장, 고산정수장, 가창정수장, 공산정수장에 대하여 인
구추정방법으로 용수공급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산정수장의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로 이어지나 그외 정수장에서 보내어지는 급수의 인구는 하향
세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곡정수장은 285,022 톤, 고산정수장은 103,957 톤, 문산정수장은 59,124 톤, 공산정
수장은 5,343 톤의 증가로 여유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가창정수장은 50,000 톤의 계획수량에서 필
요수량은 58,735 톤으로 분석되어 8,735 톤의 감소로 분석되어 고산정수장 및 매곡정수장의 여유분을 이용하
여 용수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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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유역의 갈수기 유출특성 분석
박계환·박기범1)·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일반적으로 강우와 유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홍수유출에서나 저수유출에서도 유역
의 특성인자에 따라 일정한 유출율을 가정하여 산정하고 있다. 특히 갈수기 저수 유출에서의 경우는 평균 유
출율이 40%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역의 특성이 고정된 상수라고 가정할 경우 갈수기간에 따라 유출율은
달라질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분석방법은 수자원 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댐유역의 수문정보를 기초로 하여 안동댐 유역에 일유입량을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동안의 총 40년 동안의 일유입량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체 갈수 기간의 유출특성에서 선행강우 1.0 mm 이하에서는 유출고가 강우의 크기보다 크게 나타나 1.0
mm 이하에서는 기저유출고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강우구간 30~50 mm 구간에서 선행강우
량과 유출고와의 상관관계가 0.9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안동댐 유역에서 강우와 유출의 선형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선행강우가 50.0~100.0 mm 구간에서도 선행강우와 유
출고와의 상관관계가 0.9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00.0 mm 이상에서는 선행강우와 갈수 기간의 유출고와
의 상관성이 0.64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댐 유역에서 갈수 기간의 유출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무강우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유출고가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선행강우의 크기
가 30.0~100.0 mm 사이의 강우가 갈수 기간의 평균유출과 선형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0.0 mm 이
상에서는 선형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안동댐의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물수지 분석, 용수공급계획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Cho, H. J., Kim, J. S., Lee, K. B., 2000, “Long-term Runoff Analysis Using the TOPMODEL”,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33(4), 393-405.
Im, S. S., Yoo, D. G., Kim, J. H., 2012, “Improvement of GR4J Model Applying Soil Moisture Accounting
Process and Its Application in Korea Bas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2(3),
255-262.
Kang, H. Y., Lee, S. H., Kim, J. S., 2015, “Characteristics Changes of Hydrologic Variability at Multi-Purpose
Dam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1), 123-130.
Kim, T. C., Ahn, B. K., Park, S. K., 1989, “Estimation of Effective Rainfall for Daily Streamflo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31(2), 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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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난의 분류와 대응방안의 고찰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최근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환경이 악화되는 정도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재난
의 발생에 따른 2차 3차 환경피해에 따른 재난의 연속성에 대한 대응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8월7일자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의 정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 되어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혹한, 대설, 낙뢰, 폭염,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오존,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라고 되어 있다. “사회재난은 화
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하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미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영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 정의되어 있다. 이러
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되
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
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
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
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도애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6개의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구분

재난유형

자연재난

1 풍수해 2 지진 3 대형화산폭발 3-1 적조

사회재난

4 산불 5 유해화학 물질유출사고 6 대규모 수질오염 7 대규모 해양오염
8 공동구 9 댐붕괴 10 지하철 대형화재 11 고속철도 대형사고
12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13 인접국가 방사누출 14 가축질병 15 감염병
16 정보통신 17 금융전산 18 원전안전 19 전력 20 원유수급 21 보건의료
22 식용수 23 육상화물 운송 24 GPS 전파혼신 25 우주전파 재난

실무매뉴얼만 있는 재난

정부청사, 도로터널사고 항행안전시설장애, 항공기사고, 항공운송마비
가스, 접경지역사고, 문화재 사고, 유도선사고, 해양선박사고

4. 참고문헌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20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전행정부, 20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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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저수지의 안정성 검토
최광복·박기범·안승섭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방재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수공구조물의 안정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경우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는 대상 저수지의 수가 많고 노후 되어 점검관리가 미흡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여수로 및 제체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제당에 대한 전기비저항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소규모 노후 저수지의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 저수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23개 읍면동에서 가장 많은 저수지가 분포 된 서면에 소재하고
하고 있다. 서면은 경주시 전체 저수지 441개소 중 약 18.8%에 해당하는 83개소의 저수지가 현존하며, 이중
계획저수량이 1만 ㎥ 이하의 저수지는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1만 ㎥~5만 ㎥에 해당하는 저수지
중 1945년 이전에 건설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 저수지 3곳 모두 필댐형식이며, 웨
어를 통해 자연방류되는 형식이다.
계획홍수량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필댐편), 2002』를 적용하여 200년 빈도의 저수지 유입
홍수량의 120%를 적용하였다. 금정지는 유역면적 97 ha, 계획저수용량 16,800 ㎥이다. 아곡지는 유역면적 48
ha, 계획저수용량 18,000 ㎥이다. 2018년 10월에 금정저수지와 아곡저수지에 대해 전기비저항 물리탐사를 실
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금정지 저수지 추적결과
구분
홍수위(EL.m)
월류수심(m)
방류량(㎥/s)

10.0
204.47
1.01
21.82

12.0
204.36
0.90
22.03

여수로 폭(m)
14.0
204.27
0.81
22.28

16.0
204.21
0.75
22.40

6.0
141.71
1.06
13.97

7.0
141.61
0.96
14.14

여수로 폭(m)
8.0
141.53
0.88
14.27

9.0
141.46
0.81
14.24

Table 2. 아곡지 저수지 추적결과
구분
홍수위(EL.m)
월류수심(m)
방류량(㎥/s)

4.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1, 댐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200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필댐편).
한국농어촌공사, 2018, 금정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2018, 아곡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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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주요 지류에서 생활환경 기준 수질성분의 월 변동
분석
소윤환·강동환·박경덕1)·김일규2)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1)

부경대학교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

2)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95개 지류지천 중 유량이 가장 많은 5개 지류(상류부의 내성천과 위
천, 중류부의 금호강, 하류부의 남강과 밀양강)의 생활환경 기준 수질성분을 정리하고 통계분석 하였다. 내성
천에는 14개, 위천에는 7개, 금호강에는 15개, 남강에는 14개, 밀양강에는 15개의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지류에 해당하는 관측소 중 낙동강 본류에 가장 근접한 최하류부의 관측소 자료를 이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성천3-1 관측소(ST-1), 위천6 관측소(ST-2), 금호강6 관측소(ST-3), 남강4-1 관측소
(ST-4), 밀양강3 관측소(ST-5)가 선정되었다. 5개 관측소에서 2008~2017년 동안 관측된 생활환경 기준 수질성
분(pH, BOD, COD, TOC, SS, DO, T-P) 자료의 월평균값을 산정하여 수질성분의 관측소별 box-whisker plots
를 작성하였다. pH 성분의 중앙값은 5개 지류 모두에서 6.5~8.5(매우 좋음)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pH 8.5 이상
의 높은 값들도 5개 지류 모두에서 나타났다. BOD 성분의 중앙값은 5개 지류 모두에서 5 mg/L 이하(보통)로
나타났으며, 내성천과 밀양강에서 8 mg/L 이상의 이상치가 나타났다. COD 성분의 중앙값은 5개 지류에서 7
mg/L 이하(보통)로 나타났으며, 금호강과 밀양강에서 11 mg/L 초과의 값이 나타났다. TOC 성분의 중앙값은
금호강을 제외한 4개 지류에서 4 mg/L 이하(약간 좋음)로 나타났으며, 금호강과 밀양강에서 8 mg/L 초과하는
값이 나타났다. SS 성분의 중앙값은 5개 지류 모두 25 mg/L 이하(매우 좋음)로서 낮았으며, 내성천에서 100
mg/L 초과하는 이상치가 나타났다. DO 성분의 중앙값은 5개 지류에서 7.5 mg/L 이상(매우 좋음)으로 나타났
으며, 내성천과 밀양강에서 5 mg/L 이하의 낮은 이상치가 나타났다. T-P 성분의 중앙값은 금호강을 제외한 4
개 지류 모두에서 0.1 mg/L 이하(약간 좋음)의 값을 보였으며, 금호강에서는 0.5 mg/L 이상의 높은 이상치가
나타났다. 생활환경 기준 수질성분 중 BOD, COD, TOC, T-P 성분에 의한 오염도는 금호강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판단되며, 다른 성분들은 5개 지류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내성천(ST-1), 위천(ST-2), 금호강(ST-3), 남강
(ST-4), 밀양강(ST-5)에서 관측된 생활환경 기준 수질성분에 대한 10년(2008~2017년) 동안의 자료(성분별 480
여개)를 월별로 평균하여 구한 값을 분석하였다. 내성천에서 pH, BOD, COD, TOC, SS, T-P 성분은 여름에 높
고 겨울에 낮게 나타났으며, DO 성분은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위천에서 pH, BOD, COD,
TOC, SS, T-P 성분은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게 나타났으며, DO 성분은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은 경향을 보였
다. 금호강에서 pH, BOD, COD, TOC, SS 성분은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게 나타났으며, DO와 T-P 성분은 겨
울에 높고 여름에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남강에서 pH, BOD, COD, TOC, SS, T-P 성분은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게 나타났으며, DO 성분은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밀양강에서 COD, TOC, SS 성분은 여
름에 높고 겨울에 낮게 나타났으며, DO 성분은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은 경향을 보였다. pH, BOD, T-P 성분
은 계절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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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ability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the
Abalone Mariculture Area
최양호·성기탁·서영상·이미진·박성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1. 서론
Marine aquaculture cage systems are used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oncentrating energy supply much
higher than natural ecosystems. Massive culture system and intensive food supply (and excretion) disturb the
ocean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round the aquaculture area. This study focused on the assessment and
discussion of the 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tions of oceanic conditions as well as environmental effects on
the marine aquaculture area.

2. 재료 및 방법
To understand the variability of the ocean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round the abalone marine
aquaculture area, seasonal hydrographic survey were carried out and time series datasets of hydrodynamic were
collected in the study area simultaneously.

3. 결과 및 고찰
The observed hydrodynamic data showed that the seawater movement was dominated by tidal current with
a semi-diurnal period in the study area. Depending on the water depth, the current speeds at surface and bottom
layer decreased rapidly with range of from 80 cm.s.-1 to 5cm.s.-1. Particularly, due to the abalone aquaculture
facilities(cages), the current speeds at surface layer decreased markedly. Preliminary results from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dissolved oxygen, COD, nutrients, SPM, etc) indicated that the change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urrent speed. The weaken tidal current at the surface by the dense and
massive abalone aquaculture facilities should seem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e study
area due to restriction of water-mass exchange. The 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tion of th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n the study area suggested that the increased SST in summer is associated with the
weakened cold water in the southwestern coast (JCW). The JCW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temperature of
bottom water affected by the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YSBCW). The more extended YSBCW to the
south is bound to affect the temperature of bottom water i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Southern limit of
the YSBCW in summer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SST of the northern YS in previous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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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지류지천의 수질 장기 경향 분석
정재운·김대훈·손세창·이재영·이재춘·김영석1)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영산강유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 장기적인 수질변화 추세파악이 필요
하다. 왜냐하면, 투자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수질 개선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추세분석을 위해 계절 맨켄달(Seasonal Mann-Kendall), LOWESS (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er) 분석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Yu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상류 중권역에 위치한 지류
지천 월별 수질자료와 계절 맨켄달, LOWESS분석을 활용하여 수질 장기 경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15개 지류치전을 대상으로(Fig. 1) 2012년부
터 2016년까지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
물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월1회 수질자료(BOD, T-P)를 활용하여 계절 멘켄
달 검정 및 LOWESS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계절 맨켄달 및 LOWESS 검정법을 활용하여 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15개 지류지천의 BOD, T-P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BOD는 증가 및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고(p-value>0.05), T-P는 계절 맨켄달 기울기 통계량이
0.013 mg/year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value<0.05) 증가하는 경향성
을 나타냈다(Table. 1). LOWESS 분석결과 BOD는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Fig. 1. Study sites.
2014년에 증가 이후 점진적인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T-P는 2013년에 감
소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T-P의 경우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분 퇴비, 지속적인 비료 시용으로 인해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 지류지천의 T-P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Results of Seasonal Mann-Kendall test for
BOD and T-P

Fig. 2. Trends of BOD and T-P in upper Yeongsan river watershed.

Items

Slope
(mg/year)

Trend

BOD

-0.028

NO

T-P

0.013*

UP

* : p-value<0.05

4. 참고문헌
Yun, J. H., Hwang, S., Kim, D. H., Kim, S. M., 2015, Trend analysis of monthly water quality data in
Nakdong river based on seasonal Mann-Kendall Test, J. Korean Soc. Agric. Eng., 57(6), 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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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유량측정자료에 대한 유황별 분류 방법에 대한 고찰
정재운·김대훈·손세창·이재영·이재춘·김영석1)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수계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이 2011년부터 현재(2018년)까지 꾸준히 수
행되고 있다. 수질유량 모니터링의 경우 유량의 측정 빈도, 샘플링 횟수 등이 중요한데 현재 영산강수계 지류지
천 모니터링 간격은 인력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월1회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1회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하천
의 유황별(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수질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유량자료를 활용하
여 유황구간별 분류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Kim et al., 2017).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제시된 기준의 유량조건은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권역별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월1회 유량측정 자료에 대한 유황별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류 유량자
료를 활용하여 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지류지천의 월1회 유량자료에 대한 유황별 비율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15개 지류치전을 대상으로(Fig. 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
경연구소에서 측정한 월1회 유량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준이 되는 영산강
본류 유량은 영산강홍수통제소의 광주지점의 유량을 활용하여 10년 평균 유
황곡선을 작성하고, 유황별(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유량을 산정한 후
광주지점의 유역면적으로 나누어 유출고를 산정하였다. 15개 지류지천의 월1
회 유량 측정자료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유출고를 산정하고 광주지
점과 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지류지천의 유출고를 이용하여 유황곡선을
(Fig. 2)와 같이 작성하였다. (Fig. 2)의 유출고에 따른 유황곡선을 활용하여 영
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15개 지류지천의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에
해당하는 유출고를 산정하여 유황별 비율을 분석하였다.
Fig. 1. Study sites.

3. 결과 및 고찰

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15개 지류지천의 월1회 유량
자료의 유황별 비율은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각각
27%, 23%, 29%, 21%로 나타났다. 저수량에 가장 많이 측정
한 것으로 나타났고, 갈수량에 가장 적게 측정된 것으로 나
타났다. 중권역 목표수질 기준이 저수량 이상의 유량조건임
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유황별 유량을 분류하
고 그에 해당하는 수질자료를 분석한다며 하천 유황에 따른
적절한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Flow duration curve using runoff depth(example).

4. 참고문헌
Kim, J., Park, Y., Lee, S., Shin, Y., Lim, K. J., Kim, K. S., 2017, Study of selection of segression squation
for slow-conditions using machine-learning method: focusing on Nakdonggang waterbody, J. Korean Soc.
Agric. Eng., 59(4), 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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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센서를 활용한 돌발홍수 예 ‧ 경보 고도화 연구
정도준·김미정·이한승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서론
최근 5년 사이에 캠핑인구가 8배 증가하여 약 400만명(문화체육관광부, 2016)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곡과 야
영장을 찾고 있어 산지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돌발홍수 및 집중호우에 대한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보시설을 운영 중이나 강우자료에 의존한 경보방송에 그치고 있어 신속하
고 정확한 대피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하천이나 계곡 등 돌발홍수 위험지역에 수위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수위 증가 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비용적 측면과 돌발홍
수시 파손 등의 단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계곡 및 소하천에 적합한 저가형 센서를 개발
하여 기존 고가형 수위센서와 정확도를 비교 검증하여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아두이노 우노 및 저가형 초음파 센서, LCD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수위자료 및 계측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
스틱 PC와 측정자료를 송수신 할 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송수신 체계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측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저가형 수위계측 센서 개발 및 현장설치 현황.

Fig. 2. 고가형 및 저가형 수위계측 센서 정확도 비교.

3. 결과 및 고찰
2018년 7월 3일부터 5일 12시까지 시험유역 2곳의 수위를 측정한 결과 저가형 센서가 고가형 센서보다 다
소 높게 계측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수위오차 범위의 20%이내인 6~18% 오차범위를 기록하였
다. 우리나라 소하천 환경과 개소수를 고려할 때 저가형 센서 활용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한 많은
유역에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예경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유종열, 김현일, 이장호, 양동민, 2016, “아두이노 기반 WiT (WiFi Trashcan)의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통신학
회논문지, 20(11), 2143-2148.
Seo, S. H., Jang, S. W., 2015,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mart shoes module based on Arduino”,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9(11), 269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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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대청수계 취수원 냄새물질 발생 패턴 분석
이종수·조주영·박수진·정세채1)·오은정2)·왕창근3)
K-water 금강본부,

1)

K-water 전주권지사,

2)

K-water 수질연구센터,

3)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대전·충청권 최대 상수원인 대청호는 약 400만명의 식수원으로 해마다 조류에 기인한 수질문제가 수돗물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매년 여름~가을까지 수돗물 민원이 우려될 정도의 냄새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고 있으나, 가뭄, 집중강우, 고온현
상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수계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냄새물질 발생 시기나 패턴이 급변하고 있어 정수장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 수량, 기상조건 등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거 취수원 냄새물질 패턴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예
측에 활용하고, 이를 정수장 수질관리자와 적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선제적이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촉진함으
로써 정수시설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현재 K-water에서는 대청수계에서 현도취수장(Q=980천 ㎥/d), 대청취수장(Q=250천 ㎥/d)을 운영중이며, 매주 냄새물질 등
19항목의 취수원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0년 이후의 취수원 수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냄새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청호 수질(총인 등 물환경측정망, 조류개체수), 기상자료(강수량, 일사량), 유량(저수위, 방류량 등) 등의 정기 계측‧실측 자
료를 수집하여 주간 단위로 통합하였다. 또한 심층취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계 내 성층‧전도현상을 냄새물질
거동의 주요 인자로 판단하고, 수심별 수질(수온, DO, 냄새물질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상수원 유해남조류 개체수와 취수원 냄새물질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취수원 냄새물질 농도는 대청호 남조류 개체수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높았던 해('12, '16, '17)의 냄새물질 농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표층 조류에서 발생하는 냄새물질이 취수구를 통해 유입되는 시기와 농도는 수량 데이터(저수위, 방류량, 강수량, 전
도현상 등)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적은 강수량으로 6~10월 저수위가 낮았던 해('13, '15)에는 고농도 냄새물질(일반
적으로 10 ng/L 이상) 발생 시기가 빠른 반면, 저수위가 높았던 해('10, '12, '16, '17)에는 냄새물질 농도가 낮게 유지되었다.
또한 여름철 성층현상으로 표층에 머물러 냄새물질이 수온 저하로 취수층(15~25 m)으로 내려오는 9~10월 사이에 순간적으
로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향후에는 기계학습을 통해 냄새물질 단기 예측 모델을 구축‧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매주 생성되는 데이터와 패턴 분석을 통한 냄새물질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대청수계 통합수질관리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상수원‧정수장 관리자와 공유하고 있다.

4. 참고문헌
양상용 외, 2012, 금강수계 조류발생에 따른 이취미물질 생성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재정 외, 2014, 대청호의 유해남조류 분포 특성 연구, 금강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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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토양오염현황조사 지점 선정 방법
개발
백운일·유홍덕·김덕우·정유진·신동석·이재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유역총량연구과

1. 서론
가축분뇨실태조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육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실태 등을 조
사하는 것을 말한다.(Kim et al., 2017). 이 중 토양오염현황조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 전 지역의 토양 오
염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와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 영향 파악하
는 상세조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원(축사)과의 인접 유무에 따라 오염우려 지점과 오염원의 영향이
없는 지점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토양환경오염현황조사 지점 선정 방안을 마련하
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기초조사와 상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 지역의 공간범위는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 대상과
소권역 혹은 세부유역 대상으로 세부단위 공간을 구분 하여 조사 하였다. 샘플링 지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오염
원 자료(전국오염원조사 축산계) 및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을 통해 확보한 연속지적도 자료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프로그램 내 공간분석기능(spatial analysis tools)을 이용하였다. 또한 가축
분뇨실태조사 오염현황 영향권을 설정하는데 가축매몰지역 오염조사 거리를 참고하였다(환경부, 2013).

3. 결과 및 고찰
조사 단계별 목적에 따라 기초조사 샘플링 지점 선정 기준은 대상지역의 오염원(축산계)을 중심으로 영향권
(반경300 m∼500 m)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목(전, 답) 중 오염원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점을 우선 고려하여 선
정하였고(Fig 1), 상세조사의 경우 대상지역의 면적에 따라 격자(300 m×300 m∼500 m×500 m)를 생성 하여
격자내에 포함된 토양 시료채취 대상지목(전, 답)중 1개 지목을 선정하였다(Fig 2).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 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샘플링 지점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2. 상세조사 지점 선정.

Fig. 1. 기초조사 지점 선정.

4. 참고문헌
환경부, 2013,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Kim, D, W., Ryu, H. D., Lim, D. Y., Chung. E. G., Kim, Y., 2017, Development of a Nutrient Budget Model
for Livestock Excreta Survey,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33(6), 767-779,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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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담체를 이용한 총인제거 효과
이기하·한상국·김찬승1)·김광수1)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1)

㈜엘앤더블유

1. 서론
국내 수질 관리지표에 있어 과거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하였으나, 하천과 호
소 등의 상수원 부영양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현재는 조류 등의 주요 성장제한인자인 총인(T-P)이 새로운 관리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높아진 방류수 수질기준1에 따라 기존의 고도처리보다 나은 총인처리 기술의 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소재인 미강(쌀겨)을 이용해 친환경, 고효율 총인 처리용 담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소재 담체는 제올라이트와 무기바인더, 미강결정체를 혼합하여 950℃에서 소성건조
하여 제조한 KS20(미강) 담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인측정은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을 이용해 분광광도계
(UV-1650PC, Shimadzu, Japan)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1 mg/L의 표준용액 100 mL를 직경 35 mm 길이 500
mm 의 유리컬럼관(Pyrex glass, US)에 투입하고 담체를 용량별로 투입하여 정량펌프(Miniplus3, Glison,
France)를 이용해 30 cm3/sec 의 속도로 순환시켜 진행하였다. 천연소재 담체의 총인제거 효율을 분석하여 상
용화 담체와 비교 하였다. 또한 현장사용적정성 평가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에서의 천연소재 담체의 총인
제거 효율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상용화 담체인 이산화망가니즈(MnO2)를 사용해 만든 A 담체와 수산화제2철(FeOH3)을 사용해 만든 B 담체
를 사용하여 KS20(미강) 담체와 1 mg/L(총인)를 3시간 동안 컬럼관에서 순환시켜 처리한 결과 모든 담체에서
98%의 제거율을 나타냈다. 또한 담체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목포 B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의 총
인제거 효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KS20(미강)은 78%, A, B 담체는 각각 83%, 81%의 제거율로 표준용액
을 이용한 실험보다 낮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총인 제거를 방해하는 인
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담체별 총인제거 효과
담체 종류

표준용액 제거율(%)

하수처리장 유입수 제거율(%)

KS20(미강)

98

78

A

98

83

B

98

81

총인제거 효율성평가 결과 KS20(미강) 담체에서의 총인 제거 효율은 고가의 상용화담체 동등하였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를 이용한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총인제거에 미치는 영향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S20(미강) 담체의 직경이 약 2 mm로 약 0.6 mm의 직경을 가진 상용화 담
체와 크기 차이에 의하여 약간의 제거율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자연에 존재하는 미강(쌀겨)을 이용해 만든 KS20(미강) 담체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총인제거 담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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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 미네랄 수에 의한 페놀 분해 메커니즘 해석
한상국·김지훈·조주원·정보우·김찬승1)·김광수1)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1)

㈜엘앤더블유

1. 서론
미강이란 현미를 백미로 도정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로 연간 40만 톤이 생산되지만 이중 5%가 미강유 생산
에 이용되고 있고, 3%정도가 식용, 화장품, 연료 및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나머지 92%는 대부분 농업폐
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근래에는 미강의 다양한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미강을 활용한 새로운 수처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난분해성 물질인 페놀을 대상으로 그들의 제거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미강 미네랄수는 미강분말을 소성화한 미강결정체를 3차 증류수에 w/v 5%로 전자파에 4분간 노출시켜 만
들었다. 페놀 분석은 페놀 표준용액(1.0 mg/L)을 미강 미네랄수에 넣어 진행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10 mm 흡
수셀에 옮겨 510 nm에서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UV-1650pc SHIMADZU)로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미
강 미네랄 수의 광화학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빛에 노출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강 미네랄 수는 햇빛 노출 시간 의존적으로 페놀 분해 효율을 나타내었다. 8시간 광조사결과, 약 40%의
페놀 분해 효과를 보였다. 또한 빛 파장별 비교 결과, 노란색 파장영역 (570~590 nm)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냈다. 미강 미네랄수를 1.0 ㎛와 0.45 ㎛ 유리섬유 여과지를 이용해 여과후 측정한 결과, 1.0 ㎛에서 41%,
0.45 ㎛에서 17%의 페놀 분해율을 나타냈다. 페놀(1.0 mg/L)가 존재하는 미강 미네랄 수에 EDTA(1.0%)를 첨
가하여 8시간 광조사한 실험결과 EDTA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보다 페놀 분해효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미강 미네랄 수에 존재하는 2가 금속이온과 빛의 반응이 페놀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페
놀 분해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 산소 제거제인 NaN3와 OH라디칼 소거제인 DMPO를 첨가하였다.
그 결과, DMPO 첨가 실험에서 페놀 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NaN3 실험 결과 첨가하지 않은 실험 결과
와 동일하였다. 한편 수중에 존재하는 금속이온은 광화학적 반응을 통해 라디칼을 생성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로부터 미강 미네랄수의 광조사에 의한 페놀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OH라디칼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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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대 도심하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도계수 산정
김용석·강명수·강보성·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제주도는 투수성이 우수한 지질특성으로 인해 평상시 물이 흐르지 않는 간헐천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간헐천은 상류부의 연속되는 만곡형상의 영향과 매우 불규칙한 하상 특성으로 인해 적용되는 조도계수의 불확
실성이 내제하고 있다. 특히 하상경사가 매우 급하여 상류와 사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홍수위 또는 홍수
량 산정에 대한 수치모의 과정에서 정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장실측 기반의 하천 조
도계수 산정을 통한 홍수위, 홍수량 산정에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자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북부지역의 도심을 유과하는 4대하천(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을 대상으로 하상
재료를 직접 실측하여 하상 입경을 이용한 조도계수를 산정하였다. 실측 방법은 대상하천의 현장답사 및 현장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였으며, 하천의 종단 방향으로 1 km 간격, 100개 이상의 하상재료를 표본으로 취하고 선
격자법을 적용하였다. 대상하천 하류부의 좌안, 우안은 대부분 하천 정비에 의한 제방 구축이 되었으며, 상류
부는 경사가 급한 암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상을 중심으로 구성물질의 입경과 조고를 측정하여 상류 흐름
의 영향범위를 고려한 조도계수를 산정하였다. 표본 측정 시 점 사주, 여울, 웅덩이 등 국부적으로 하상재료의
변화가 심한 구역은 피하고 가급적 해당 구역에서 보편적으로 산재된 하상재료를 선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고도별 하상재료의 분포가 매우 상의하게 분별되었으며, 조도계수 산정결과
한천 하류부의 No.1 지점이 0.0422, 중류부 No.5 지점은 0.0445, 상류부 No.10 지점은 0.0499로 분석되었다.
병문천은 하류부 No.1 지점이 0.0319, 중류부 No.5 지점은 0.0483, 상류부 No.9 지점은 0.0521로 분석되었다.
산지천의 조도계수 산정결과는 하류·중류·상류부가 각각 0.0323, 0.0370, 0.0354, 독사천은 0.385, 0.453, 0.464
로 나타났다.
향후 부정류 모형인 HEC-RAS를 이용하여 실측 유량과 수위를 적용한 조도계수를 산정한다면 보다 정밀한
조도계수를 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Fread, D. L., 1974, Numerical Properties of Implicit Four-Point Finte Difference Equations of Unsteady Flow.
HRL-45, NOAA Tech. Memo NWS HYDRO-18, Hydrologic Research Laboratory, National Weather
Service.
Lee, J. H., Yang, S. K., Kim, D. S., 2013, Estimation of Roughness Coefficient Using a Representative Grain
Diameter for Han Stream in Jeju Island, J. Environ. Sci.., 22(5), 563-570.
Park, W. B., Moon, D. C., 2010, Basic Research of Hydrological and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for
Utilization of Stream Runoff, Jeju Development Institute,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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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강우 발생시 북벽교 채수를 통한 오염부하량 모니터링
황국선·신동혁·이기환·오인권·이도현·주경민·조중식1)·장인수·최정동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충청북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1. 서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이상기후 영향을 받아 폭염 일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가뭄 일수도 증가하
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이용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비점오염원이 배출 될 경우 지표면에 오래 잔
류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강원도 일대는 많은 축사 및 농가가 있어 잠재적인 큰 비점오염원 발
생량이 상당 할 것이다. 북벽교는 강원도 남부지역 일대 주요 하천인 남한강, 평창강과 태백에서 흘러나오는 지
류하천인 옥동천 등과 같은 지방2급 하천이 합류해 다목적댐인 충주댐에 유입되는 주요 길목 초입에 위치한 충
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교량으로 비점오염에 의해 발생되는 초기 오염부하량을 측정하기 매우 좋은 위치
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상기후에 영향에 따라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오염부하량에 주요 지표인 SS, 탁도, BOD, TOC, T-N, T-P등을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돌발강우가 발생시 북벽교에서 채수를 통해 주요 지표항목의 농도를 측정해 기초데이터를 확보했다.

2. 자료 및 방법
채수의 경우 돌발성 집중강우가 일어났었던 `18.09.04 새
벽 직접 채수를 시작해 수위 상승폭을 확인하며 총 12회
채수를 했으며 이후, 강우가 끝난 뒤 5일과 7일에 다시 채
수를 하여 데이터에 활용도를 증대 시켰다. 채수한 샘플은
2L 채수통에 담고 즉시 얼음이 담긴 아이스박스로 옮겨 성
상변화를 최소화 했다. 주요 지표인 SS, 탁도, BOD, TOC,
T-N, T-P 등은 실험실 복귀 이후 즉시 측정 하여 데이터를
확보했다. 수위의 경우 환경부에서 서비스하는 ‘Smart 물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채수
시 기록하였다.

Fig. 1. 주요 위치 지도.

3. 결과 및 고찰
측정기간 동안 탁도, SS, BOD, TOC, T-N, T-P 각 항목의 평균값은 394.67 NTU, 561.21 mg/L, 4.88 mg/L,
21.35 mg/L, 2.62 mg/L, 0.022 mg/L 이였다. 탁도와 SS, BOD, TOC의 경우에는 수위의 상승 즉 강우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N의 경우에는 돌발강우시보다 강우가 끝난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T-P의 경우 비슷한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종합된 데이터의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지역적으
로 큰 비점오염원으로 생각된 것과는 달리 낮은 농도를 나타내어 줬다. 이는 높은 지역적 돌발강우에 따라 희
석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강우가 끝나게 되면 영양물질이 침전되게 되는데 다시 강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침
전물이 재부유를 거쳐 충주댐 상류로 흘러가게 된다. 따라서, 갈수기에 침전토양의 수질도 함께 측정해 데이터
를 확보하면 이상강우시 발생한 영양물질의 용출에 대한 기초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참고문헌
강원지방기상청, 2018, 보도자료(강원도 폭염일수 26.5일로 역대 1위 극값 경신).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WW.WA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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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리/수질특성
분석
황국선·박종진·서은영·김은호·이정우·조중식1)·최정동·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충청북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1.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빈번하게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본 연구의 모니터링 지역인, 영월 서강은 평창강 유역 하류로 이는 우리나라 수계에서 식수로 사용되는 중
요한 남한강 수계에 속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평수기 및 홍수기에 유량, 수
위, 수질을 측정해 수리특성 및 수질특성을 분석했다.

2. 자료 및 방법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이용해 하천에 있는 교량에서 횡단방향으로 이동하며 표면유속을 측정했으며, 하천에
단면적과 측정된 유속을 이용해 유량을 측정 했다. 수질측정의 경우 현장분석 항목인 pH, DO, Conductivity,
탁도를 수질샘플 채취 즉시 휴대용 다항목 수질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 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과 통계분석의
경우 MS 사의 엑셀(Excel)을 이용해 분석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판운 수위-유량관계곡선.

Fig. 2. 판운 수위-탁도 관계곡선.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이용해 수위-유량의 관계곡선을 분석해본 결과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 데이터를
정확성을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해본 결과 다중 상관계수가 0.99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위유량관계곡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다. 유량에 따른 수질항목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탁도의 경우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으며, 수위-유량과 마찬가지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 통계해본 결과 다중 상관
계수는 0.93을 나타냈지만, 정규 확률도를 확인해본 결과 정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였다.

4. 참고문헌
K-water, 2016, 한국수문조사연보.
K-water, 2017,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 148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PB32)

홍수기에 충주댐으로 유입하는 하천 유량 및 수질기초조사
신동혁·황국선·이창혁·이기환·오인권·이도현·주경민·서은영·김은호·이정우·
노유진·황준규·김동빈·조중식1)·최정동·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충청북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1. 서론
지구 온난화로 태풍, 열대야현상 등 다양한 기상이변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뭄 또는 홍수
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가뭄과 홍수로 인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인 하천에서도 다양한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홍수기에 충주댐에 유입되는 하천 위주로 하천의 유량에 따른 하천 유출량과 수질
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하천관리시스템과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 구간은 충주댐에 유입되는 하천인 판운교, 나전교, 남평대교에서 부수동교까지, 수위별로는 평수위, 홍
수위로 하여 측정하였다.
수위관측은 하천에 설치되어있는 자동측정망을 통하여 매분, 매시간 마다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수위관측
은 자동측정망에 따라 각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하천의 깊이에 따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하천
을 각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유량계로 3회씩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데이터를 평균화하였다.
수위에 따라 하천수 2L씩 채수하여 공정시험법에 따른 온도,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SS, BOD, TOC,
TN, NH4-N, NO3-N, TP, PO4-P를 조사하여 각 유량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 결과 홍수기로 인해 유량 증가함에 따라 탁도, SS, TOC, BOD는 증가하다가 점차 수위가 낮아지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DO, NH4-N, 전기전도도, PO4-P, pH는 영향이 없었다.
추가적으로 측정한 유속과 하천 지면의 면적을 계산하여 유량이 나오면, 홍수기 유량과 수질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1. 팔괴교 조사 결과 (대표 예시)

4. 참고문헌
박종진, 최정동, 조중식, 장인수, 2016, 평창수계의 수자원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한국과학회, 25.
양해근, 최희철, 김준하, 2005, 비유량법에 의한 하천유량 산정, 대한지리학회지, 40(3), 2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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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김정숙·이경란1)·김미란1)·진묘경2)·노다지2)·장정국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전공,

1)

㈜케이이피,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1. 서론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비점오염부하를 저감시기키 위해 설치한 유수지의 성능 및 수질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P시 U 유수지의 성능을 장·단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이다. U 유수지의 평상시 및 강우시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 오염물질별 오염부하량의 변화 및 처리효율을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부하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한 유수지의 적
절한 관리 방안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2. 자료 및 방법
U 유수지의 평상시(비강우시) 수질측정을 행하고, 강우시의 수질측정을 행하여 초기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
염부하와 저감되는 부하량을 계산하였다. 강우발생 시 수질변화 특성 평가는 일정시간 간격으로 U 유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일정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여 수질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량측정은 강우발생 시 유수지
저류조의 수위변화가 일정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유량이 유입되므로 유입된 유량을 유입시간으로 나누
어 계산하였다. 강우 전의 자료와 강우시의 수질 분석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염부하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강
우시 저감된 총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산정하였다. 평상시와 강우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특성 평가는 각
각 4회와 2회 수행하였으며 강수량은 기상청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를 이용하였다. 평상시와 강우시 채취
한 시료는 수온, BOD5, CODMn, 부유물질, 탁도, T-N, T-P, pH, DO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평상시 U 유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4회 채취하여 시료의 수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 시료는 표층
수와 저층수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표층수의 수온은 27.5℃, BOD 10.1 mg/L, COD 11.0 mg/L, SS 11.6
mg/L, T-N 15.1 mg/L, T-P 0.688 mg/L, DO 4.27 mg/L, Turbidity 4.32 NTU, pH 7.3로 나타났다. 이전의 평상
시 수질 농도와 비교할 경우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강우빈도가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
악된다. 저층수의 수온은 27.1℃, BOD 40.3 mg/L, COD 50.4 mg/L, SS 421.8 mg/L, T-N 16.3 mg/L, T-P 6.45
mg/L, DO 0.54 mg/L, Turbidity 25.4 NTU, pH 7.1로 나타났다. 저층수의 수질을 살펴보면 표층수와 비교하여
수질이 악화되어있으며 높은 SS 농도로 볼 때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우시 U 유수지는 약 3,500 m3이 유입되어 24시간 침전이 이루어진 뒤 약 700 m3이 습지로 유출되고 나머
지 2,800 m3은 인근 K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되어 방류되어진다. U 유
수지의 유입유량, 유입수 및 유출수 평균 수질을 분석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의 성능평가를 행하였다. 각
수질항목의 분석 농도는 순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전체적인 평균농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
서 본 연구용역에서는 유입수의 평균농도는 유입된 하천수의 총 부하를 계산하여 유입된 총 유량으로 나누어
평균 농도를 계산하였다. 유출수의 평균 농도도 유출된 총 부하를 유출된 총 유량으로 나누어 평균 농도를 계
산하였다. 1차 조사에서의 제거효율은 SS, BOD, COD, T-N 및 T-P가 각각 53.1%, 34.4%, 19.3%, 16.9% 및
53.0%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의 제거효율은 각각 44.6%, 38.6%, 28.3%, 33.0% 및 24.0%로 나타났다.

4. 결론
U 유수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도시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유수지가 강우시 가동되기
위한 센서로 부유물질(SS) 센서를 이용하고 있다. U 유수지의 경우에서도 파악된 바, SS 측정 센서에만 의존
하여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는 것 보다 수위변동 센서와 동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공
습지로의 유출량 증가를 통한 하수처리장 부하량 감소, 인공습지 유지용수 공급용 처리시설의 설치, 준설 및
부유물질 처리시설의 필요성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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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공급댐의 적정규모 결정
최정구·황국선·서은영·김은호·장인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저수지를 만든 것은 수천년이 되었지만, 수리적 방법으로 저수지용량
을 결정한 것은 Rippl이 mass curve analysis를 제시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Waitt, Moran, Gould 등에 의해
분석방법은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Chang(2001)은 추이확률행렬모델을 사용하여 저수지의 용량-용수공급량확률의 관계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화강 상류의 대곡댐을 대상으로 추이확률행렬모델을 적용하여 용수공급능력을 검토함으로
서 댐을 개발할 경우의 용수공급능력의 효율적인 추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Markov chain에서는 추이확률 ｐij값이 시간에 대해 독립적이며, ｐij로 만들어지는 n x n행렬, Ｐ=[ｐij]를 추
이확률행렬이라 한다.
임의의 저수지용량에 대해 물수지방정식을 적용하여 추이확률행렬을 유도하고, 이를 풀어서 저수지의 각 저
류상태의 확률 Ｐi를 구할 수 있고, 저수지의 각 저류상태에 대해 연중 적어도 한번 물 부족이 발생할 조건확
률 ｆi도 물수지방정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저수지의 zone의 수를 k라고 할 때, 저수지에 대한 연중 물 부족이 한번이라도 발생할 확률(Ｐr)은 다음 식으
로부터 얻을 수 있다.
k+1
Ｐr = Σ Ｐi˙ｆi
i=0

3. 결과 및 고찰
저수지 용수공급능력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Tank 모델로 산정한 30년간의 대곡댐 월 유입량자료이며, 이 자
료를 추이확률행렬모델에 적용하여 대곡댐의 용수공급능력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대곡댐을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저수지용량이 3×107 m3일 때 재현기간 10년의 가뭄시에는 8.9×103
3
m /day, 저수지용량이 2×107 m3일 때 재현기간 40년의 가뭄시에는 7×103 m3/day의 용수를 울산광역시에 공급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이확률행렬모델을 적용하여 산정한 저수지 용량, 방류량, 고갈이 발생할 확률(재현기간)의 관
계는 저수지의 최종설계에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참고문헌
Gould, B. W., 1964, Statistical Methods for Reservoir Yield Estimation, Water Research Foundation Australia,
Report No. 8.
Moran, P. A. P., 1955, A Probability Theory of Dams Storage System, Modification of the Release Rule,
Aust. J. Appl. Sci., 5, 117-130.
Park, J. K., Chang I. S., 2001, Deriv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PM model for the Determination of Optimal
Water Supply from Reservoir, J. of KSEA, 7(1), 57-67.
Rippl, W., 1883, The Capacity of Storage Reservoirs for Water Supply, Proc. Tnst. Civil Eng., (71), 270-278.
Waitt, F. W. F., 1945, Studies of Droughts in the Sydney Catchment Areas, Jour. I.E. Aust., 17(4-5), 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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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참다시마(Saccharina japonica
Areschoung) 엽록소 형광저해율 평가
김선진·한태준1)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1)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1. 서론
해양을 포함한 수서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종래의 이화학적 분석
은 대체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뿐 만 아니라 수계 내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혼합 독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수서 생물을 이용
한 생물검정시험법을 개발하였으나, 연안생태계의 뛰어난 1차 생산자로서 생태학적 중요성을 가진 해조류가
시험종으로 개발된 예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 사용된 참다시마(Saccharina japonica)는 다시마 목의 갈조류
로 어류와 무척추동물에게 서식지와 산란장을 제공하고 인간에게 식료품의 재료로써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
으며 한국을 포함한 중국 및 일본에 널리 분포하는 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식종인 참다시마 수
배우체의 광계 II 유효 양자 수율을 종말점으로 이용하여 13종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평가하
고 시험 생물종으로서의 기능성을 타진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독성 평가 기법을 창출하고자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수배우체 준비는 완도(34° N, 126° N)에서 채집한 포자낭을 지닌 참다시마의 포자체로부터 방출이 유도된
포자를 cover-slips에 부착시켜 최적조건에서 일주일간 배양한 후 현미경 아래에서 암·수를 구분하고 red filter
를 씌워 동일한 조건에서 한 달간 배양하였다. 참다시마 수배우체의 다양한 독성원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을
평가하기 앞서 온도, 광량, 염분, pH에 대한 최적 환경조건을 확립하였다. 수배우체의 엽록소 형광 변화를 평
가하기 위해 수서생태계의 주요 환경오염원인 중금속 8종(Cu, Hg, Co, Cr6+, Ni, Zn, Pb, Cd)과 TBT
(Tributyltin) 및 제초제 4종(Simazine, Hexazinone, DCMU, Atrazine)을 선정하여 시간에 따른 엽록소 형광저해
율을 확인하였다. 엽록소 형광측정은 Maxi-Imaging PAM chlorophyll fluorometer (Walz, Effeltrich, Germany)
를 사용하였으며, 독성 시험 결과 분석을 위해 linear interpolation method (ToxCalc 5.0, Tidepool Science,
USA)를 사용하여 NOEC와 EC50을 산출하였으며 EC50 값은 95%의 신뢰구간을 가진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국내산 갈조류인 참다시마의 수배우체를 이용하여 독성반응이 민감하고 시험방법이 간편한 생물
검정기법(bioassay)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독성 평가의 최적 환경조건은 암조건에서 pH 8, 염도 35‰,
온도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8종에 대한 시간별 수배우체 엽록소 형광저해는 독성처리 후 96시간부
터 유효 양자 수율과 농도 사이의 반비례적인 선형 관계를 나타내었다. 광합성을 저해하는 4종의 제초제의 경
우, 독성처리 후 5 분부터 독성이 나타났으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유효 양자 수율과 농도사이의 반비례 선
형관계를 나타내었다. 환경유해물질인 TBT는 노출 후 30분 내에 빠른 광합성 저해를 보였으며, 특히 Imaging
PAM 분석을 통해 저해효과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탐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엽록소 형광분석은 단 시
간 내에 비파괴적으로 독성을 평가할 수 있고 이미지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독성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유용하고 간편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Schreiber, U., Muller, J. F., Haugg, A., Gademann, R., 2002, New type of dual-channel PAM chlorophyll
fluorometer for highly sensitive water toxicity biotest, Photosynth. Res., 74, 3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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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종에 따른 냄새물질 분류 연구
이은정·김정희·김지혜·김애경·박승일
K-water 융합연구원 수질연구센터

1. 서론
최근 이상 기온과 가뭄으로 인해 조류발생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수장으로 다양한 냄새물질
의 고농도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취수원에서 냄새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대응방안 수립
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분석여건은 특정 조류와 Geosmin, 2-MIB로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류종에 따른 냄새물질 분류 및 최적 처리를 위한 통합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류종별 냄
새물질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원인물질 추정과 분석, 냄새물질 특성에 따른 효율적 수처리 방안 제시까
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자체 분석결과 검토를 통해 조류종에 따른 냄새물질과 그 외에 하천 및 수돗물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냄새들을 분류하고 임계 농도와 물질 특성 및 분석 방법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냄새물질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조류의 특징을 요약 분류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조사 결과 특히 여
름철 대표적인 남조류인 Anabaena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Geosmin 외 β-Ionone, β-Cyclocitral, 6-Methyl
-5-hepten-2-one 등의 물질을 발생시켜 흙·곰팡이 냄새를 유발시키며, 봄과 가을철 호소에서 담수적조를 형성
하는 편모조류인 Peridinium은 강한 비린내를 일으키는데 2,4-decadienal이 원인 물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조류에서 기인하는 대부분의 냄새 물질은 고도정수처리인 활성탄 또는 AOP공정으로 약 98%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향후 데이터 베이스 구축 결과를 이용하여 특정 수계에서 조류 및 냄새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석하고 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 수처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1. Tastes and Odors Associated with Algae in Water
Algae

Compounds

Anabaena

Geosmin, 6-Methyl-5-hepten-2-one,
β-Ionone, β-Cyclocitral

Aphanizomenon

Geosmin, β-Ionone, β-Cyclocitral

Microcystis

Dimethyl trisulfide, Isoprorpy disulfide,
6-Methyl-5-hepten-2-one, β-Cyclocitra,
2,4,7-decatrienal

Fragilaria

2,4-decadienal

Aulacoseira

6-Methyl-5-hepten-2-one
(E,Z)-1,3,5-octatriene, β-Ionone,
6-Methyl-5-hepten-2-one, 2,4-decadienal,
2,4,7-decatrienal,
2,6-nonadienal
2,4-decadienal

Cyanobacteria

Diatom

Flagellates

Synura
Peridinium

Odor description
musty, earthy, fruity, ester-like, violets,
moldy, tabacco
musty, earthy, violets, fruity, sweet,
fruity, tabacco
putrid, garlic, putrid, garlic, swampy,
alliaceous, onion, meaty, sulfurous,
cabbage, fruity, ester-like,
tabacco, moldy, rancid, fishy
rancid, fishy
fruity, ester-like
green, plastic, violets, fruity, fruity,
ester-like, floral, tabacco, fishy, rancid,
fishy, cucumber
rancid, fishy

4. 참고문헌
Lee, J. C., Rai, P. K., Jeon, Y. J., Kim K. H., Kwon E. E., 2017, The role of algae and cyanobacteria in the
production and release of odorants in water, Environmental Pollution, 227, 25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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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법 및 FT-IR을 이용한 먹는 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비교
김애경·김정희·김지혜·박승일·이은정
K-water 융합연구원 수질연구센터

1. 서론
최근 Orb 미디어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에서 먹는 물 중 미규제 오염물질인 미세플라스틱 검출 보도에 따라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내·외 공인 분석법이 정립되지 않
았으며 수중 미세플라스틱은 유해 오염물질의 흡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위해성 평가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으로는 염색법과 FT-IR을 이용한 정성·정량 분석법 등이 있으며 특히
염색법을 이용한 먹는 물 중 미세플라스틱 검출 수준이 FT-IR 분석법 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
법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 시료는 500 mL 용량의 시판 국외 먹는 샘물 5병을 Stainless Steel 용기에 넣어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한 후 2 L를 분취하였다. 염색을 위해 시료 2 L에 나일레드 용액(나일레드 1 mg/아세톤 1 mL)을 10 mg/L
가 되도록 주입하였으며 일정 시간 방치 후 메탈 재질의 필터(공극 45 ㎛, 직경 25 mm)에 여과·건조하였다.
건조된 메탈 필터는 450∼490 nm와 510∼560 nm 필터를 장착한 형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염색법과
비교분석을 위해 FT-IR 투과법으로 정성·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염색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시료 2 L 중 형광을 띄는 입자는 250∼300개로 조사되었으며 450∼490 nm(Fig.
1) 필터보다 510∼560 nm(Fig. 2) 필터에서 염색된 입자들이 더 선명하게 형광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여과지
를 FT-IR 투과법을 이용하여 정성·정량 분석한 결과 형광을 띄는 입자들은 플라스틱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염색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은 오차율이 크고 정성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법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FT-IR을 이용한 정성·정량 분석법 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Fig. 1. Nile Red stained particles(450∼490 nm).

Fig. 2. Nile Red stained particles(510∼560 nm).

4. 참고문헌
Sherri A. Mason., Victoria Welch., Joseph Neratko., 2018, SYNTHETIC POLYMER CONTAMINATION IN
BOTTLED WATER, DEPARTMENT OF GEOLOGY & ENVIRONMENTAL SCIENCE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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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체 수자원 개발
강명수·양성기·김용석·강보성
제주대학교 토목해양공학과

1. 서론
최근 발생되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물 부족국
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제주도는 농업용수 또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가뭄과 농업형태의 변화 등 지하수의 의존도는 가속화 될 전망이
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하수 관리 및 용수공급량의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대체수자원
개발이 시급하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용천수 및 상시하천수의 정량적인 수량파악 및 농업용 수질기준에 적절한 유
출수를 선정하고 농업용수의 일부분을 대체수자원으로 충족시켜 지하수 의존비율을 저감시키는데 목표를 두
고 수행되었다.
지하수 의존비율 저감을 위하여 연구대상기간(2017.6∼2017.11)동안 대체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용천수 (8
개소) 및 상시하천(1개소)에 대하여 초음파디지털유속계(ADC)를 이용하여 매월 2∼4회 현장 계측을 실시하
였고, 압력식 수위계(DIVER)를 설치하여 용천수 및 상시하천 관측지점의 연속적인 수위 자료를 확보하였다.
용천수 조사 범위는 과거 용천수 전수조사 및 용천수 관리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6)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어 농업용수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귀포 지역 내 8개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상시하천은 최근 진행된 ‘제주형 물순환 해석 및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국토부, 2015)의 연구 자료를 토
대로 제주특별자치도내 형성되어 있는 상시하천 9개소 중 대체수자원으로 연중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악근천을 연구 대상지점으로 선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최종 해안으로 유출되는 10개 지점에서 농업용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최소 유량 값은 각 지점별로 속
골물 6,313.3    , 조이통물 11,406.3    , 꿩망물 8,402.8    , 선궷내물 4,290.8    , 논짓물
690.8    , 대왕수 1063.0    , 작지물 7,060.4    , 하강물 1,487.6    , 악근천 1,043.6
   , 예래천 2,114.4    로 산정되었다. 또한 농업용수 활용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해수의 유입으로 인해 염소이온이 과다 검출된 작지물을 제외한 9개 지점에서 농업용수 사용 기준을 충
족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속골물, 조이통물, 꿩망물, 선궷내물, 대왕수, 악근천 등은 안정적인 유량확보 및 수질이 양
호함은 물론 접근성 까지 용이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용수 공급량의 부족과 불균형 해소 및 지하수
관리차원의 신규관정 개발을 최소화 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3, Complete enumeration for Water of Spring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6, Management plan for Water of 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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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에 적용된 중화제 적용 특성 및 고찰
구선회·정형채·박용석·심종욱1)·최영태1)
㈜워터핀,

1)

㈜JB시스템

1. 서론
2017년 9월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되었고 유예기간 2년이 지난 2019년부터 전
세계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이란 선박평형수
안의 수중생물과 미생물 등을 제거 또는 살균 처리함으로써 타지역으로부터 외래종 유입을 차단하는 기술이
다. IMO에서는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외래종 유입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해양생태계의 가
장 큰 위협인 외래종유입은 선박평형수에 의해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은 미
생물 살균을 위해 사용되는 산화제의 중화를 위해 중화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
박평형수처리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산화제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키기 위한 중화제의 종류에 따른 수성변화 및
중화효율 비교실험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Sodium Thiosulfate, Sodium Bisulfite, Sodium Sulfite 중화제 종류별 용해 전 · 후 수성 변화 비교시험 및 중
화제 종류에 따른 중화 효율 비교시험을 각각 진행하였다. 중화제 종류별 수성 변화 비교시험을 위하여
Beaker에 500 ml의 청수를 넣은 후 초기 온도를 측정하고 각각의 중화제를 2 g씩 용해시켰다. 중화제가 완전
용해된 후 온도 변화 및 conductivity 측정하였다. 중화 효율 비교시험을 위하여 수조에 해수를 담고 전기분해
처리하여 10 ppm(9.8~10.5)의 TRO를 생성시킨 후, 수조의 처리수 500 ml씩 3개의 beaker에 준비하였다. 각
beaker 별로 각각의 중화제를 투입하여 중화효율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eble 1. 중화제 종류별 수성 변화 비교
중화제

초기온도
(℃)

S. T
S. B
S. S

15.7

Teble 2. 중화효율 1차
중화제 투입량 TRO
S. T
(ml)
0
9.8

초기 conductivity
(ms/㎝)

최종온도
(℃)
15.6
15.5
16.0

비교
농도 (mg/l)
S. B S. S
9.8
9.8

최종 conductivity
(ms/㎝)
3.89
4.24
6.32

0.59
Teble 3. 중화효율 2차 비교
중화제 투입량 TRO 농도 (mg/l)
S. T S. B S. S
(ml)
0.5
10
10
10

1.0

1.9

4.9

7.3

1.0

1.5

4.1

6.1

3.0

0.1

0.1

1.1

1.5

0.2

2.1

2.4

실내온도
(℃)
19.8

Teble 4. 중화효율 3차 비교
중화제 투입량 TRO 농도 (mg/l)
S. T
S. B
(ml)
0
7.4
7.4
0.5
4.3
6.0
1.0
1.3
4.5
1.5
0.3
2.3

중화제 투입 전·후의 온도변화는 S.T와 S.B는 0.1~0.2℃ 떨어지고 S.S는 0.3℃ 상승하였다. 중화제의 미량
투입으로 용해 전·후 의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onductivity 변화는 중화제 투입 후 S.T는 6.6
배, S.B는 7.2배, S.S는 10.7배 상승하였으며, 중화효율 시험 결과 Sodium sulfite가 가장 낮은 효율을 나타냈
다. Sodium thiosulfate와 Sodium bisulfite의 중화효율 비교 시 Sodium thiosulfate가 더 높은 중화효율을 나타냈
다. Pilot시험 및 선상시험을 통해 적용성 검토에 대한 시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Koivunen, J., Heinonen-Tanski, H., 2005, Inactivation of enteric microorganisms with chemical disinfectants,
UV irradiation and combined chemical/UV treatments, Water Research, 39, 1519–1526.
Mandar P. Badve, M. P., Bhagat, M. N., Pandit, A. B., 2015, Microbial disinfection of seawater using
hydrodynamic cavita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151, 31–38.
Maranda, L., Cox, A. M., Campbell, R. G., Smith, D. C., 2013, Chlorine dioxide as a treatment for ballast
water to control invasive species: shipboard testing, Marine Pollution Bulletin, 75, 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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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40)

BWMS에서 중화장치 이용 시 중화효율성에 대한 연구
구선회·정형채·박용석·심종욱1)·최영태1)
㈜워터핀,

1)

㈜JB시스템

1. 서론
일반적인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은 미생물 살균을 위해 사용되는 산
화제의 중화를 위해 중화처리 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중화 처리장치의 구조는 외부로부터 중화제와 청수를 공급
받아 혼합하고, 물과 혼합된 중화제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와 혼합된 중화제를 메인 배관으로 공급해 주는 중화제
공급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중화제 공급부에서 밸러스트 배관으로 물과 희석된 중화제가 주입될 때, 중화제의 최적
량을 투여하기 위하여 배관의 유량 및 교반 장치에 따른 중화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화장치를 통해 중화제가 주입된 후, 배관의 거리에 따른 TRO 농도변화를 통하여 De-ballasting시
최적 유량과 중화 장치의 교반효율을 위한 와류생성장치의 변화에 따른 중화효율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배관의 유량에 따른 중화제(Sodium thiosulfate) 유량별 TRO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수 20 L에
Sodium thiosulfate 2 kg 을 섞어 중화제를 제조한 후, 전기분해장치를 통하여 TRO농도 10 ppm를 발생시킨
후, 각각 배관의 유량 200 m3/h와 300 m3/h의 조건에서 중화펌프를 조절하여 배출되는 중간부와 후단부에서
각각 채수하여 TRO농도를 측정하였다. 중화장치의 교반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와류생성장치의 형태변화
를 비교하여 각각의 TRO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중화펌프량의 변화에 따른 TRO농도 변화
중화펌프유량
9 s / 100 ml
10 s / 100 ml
14 s / 100 ml
16 s / 100 ml

중간부 TRO (ppm) 후단부 TRO (ppm)
0.8
0.7
1.0
0.9
2.9
2.8
5.5
5.2

- BWMS 유량 200 m3/h, 전기분해장치 TRO농도 10 ppm 일 때

중화펌프유량
9 s / 100 ml
10 s / 100 ml
14 s / 100 ml
16 s / 100 ml

중간부 TRO (ppm) 후단부 TRO (ppm)
1.0
0.6
1.4
0.8
2.8
2.3
5.4
4.8

- BWMS 유량 300 m3/h, 전기분해장치 TRO농도 10 ppm 일 때

Fig. 1. 와류생성장치 A 타입.

Fig. 2. 와류생성장치 B 타입.

3

각각 배관의 유량 300 m /h일 때, 중화펌프의 유량이 커질수록 TRO농도가 낮아졌으며, 200 m3/h일 때와 비
교하면 중간부에서 0.1~0.4 ppm, 후단부에서 0.1~0.5 ppm정도 TRO농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관
의 유량이 클수록 중화제의 교반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와류생성장치의 A 타입과 B 타입
을 비교하여 TRO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 ppm정도의 TRO농도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와류생성장치의 변
화보다 배관의 유량에 따른 교반이 중화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Mandar P. Badve, M. P., Bhagat, M. N., Pandit, A. B., 2015, Microbial disinfection of seawater using
hydrodynamic cavita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151, 31-38.
Maranda, L., Cox, A. M., Campbell, R. G., Smith, D. C., 2013, Chlorine dioxide as a treatment for ballast
water to control invasive species: shipboard testing, Marine Pollution Bulletin, 75, 76-89.
Moreno-Andrés, J., Romero-Martínez, L., Acevedo-Merino, A., Nebot, E., 2016, Determining disinfection
efficiency on E. faecalis in saltwater by photolysis of H2O2: Implications for ballast water treatment,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83, 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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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1)

오존 용존율을 높인 전기-페록손 공정을 이용한
아세트아미노펜 분해
이훈희·박영식1)·김동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1. 서론
최근 의약물질 및 개인 위생용품의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환경에서 ng/L 수준의 의학물질
이 검출되고 있다. 의학물질들 중 아세트아미노펜은 paracetamol이라고도 하며 감기나 독감, 해열진통제로 널
리 사용되는 의약물질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치료 용량에서는 매우 안전하지만 과량 복용시 간 손상을 일으
킬 수 있고, 아세트아미노펜과 자연 분해되어 나온 중간 생성물은 수중에서 1.8 μg/L 농도로 잔류하게 되면 독
성을 유발하여 수중 생태계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폐수처리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처리
가 어렵기 때문에 의학물질에 효과적인 처리공정이 필요하다. 최근 오존 산화 공정에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OH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Peroxone 공정이 연구되고 있다. Peroxone 공정에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는 반응성
이 높아 수송과 저장에 위험성이 있다. 과산화수소를 안정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
하여 과산화수소를 반응기 내에서 생성하여 오존과 반응하여 OH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Electro-peroxone 공정
을 이용하여 의약물질의 분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Electro-peroxone 공정
에 오존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을 액체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혼합시키고 3구 노즐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
에 분사하여 오존의 용해율을 높여 기존 공정보다 오존의 사용량을 줄이고 분해효율을 높여서 전기-페록손 공
정의 적용가능성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재료 및 방법
Electro-peroxone 실험 장치는 전기분해장치와 오존발생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기 내의 전기분해 장
치는 전극과 DC supply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전극은 DSA(Dimensionally Stable Anode) 전극을 사용하였으
며, 전극의 크기는 5×5 cm 이고, 전극 간격은 5 ㎜이었다. 반응용액 1 L, 아세트아미노펜 농도 10 mg/L, 전해
질 0.05 M Na2SO4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였고, 노즐종류는 산기관을 비롯하여 6종류의 노즐을 사용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의 농도 분석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분석 칼럼
은 LiChroCART 250-4 LiChrospher 100 RP-18 column을 사용하였다. 오븐 온도는 40℃, 검출기 파장은 248
nm, 이동상은 30%의 메탄올, 70%의 초순수를 사용했으며 유입 유량은 0.5 mL/min인 조건하에서 분석을 실
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3구 노즐의 아세트아미노펜 분해효율이 35%로 다른 노즐보다 아세트아미노펜 분해효율이 약 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액체 유량 변경 실험에서는 1914 mL/min에서 분해효율이 35%로 나타났고 더
높은 순환유량에서도 분해효율은 변함이 없었다. 오존 유량 변경 실험에서는 유량이 높아질수록 분해효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5 L/min 유량에서 약 25%의 분해효율을 나타내었다. 오존기체와 순환액체가 만나는 지점
과 노즐까지의 거리 변경 실험에서는 2 m의 관 길이에서 65%의 분해효율을 얻었고, 관이 2 m보다 길어지면
분해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극을 추가한 electro-peroxone 공정에서 0.75 A의 전압에서 약 6분
정도에서 100% 분해가 완료되어 최대 효율을 보였다.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전력을 기존
electro-peroxone 공정과 비교하면 총 사용된 전력이 약 30% 감소하여 오존 용존율을 높인 electro-peroxone 성
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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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형 광촉매반응기에 의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처리
감상규·이택관1)·이창한2)·이민규3)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한풍종합건설㈜,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산업화,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매립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침출수의 수질은
매립폐기물의 종류, 매립방법 및 매립년수에 따라 달라지며 침출수 처리를 위해 다양한 공정이 제시되고 있는
데 이는 침출수의 수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화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는 생물학적
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 과량 존재한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TiO2를 코팅한 다공성 screw형태의
지지체를 UV 반응기 내에 삽입한 screw형태의 광촉매 반응기를 활용하여 침출수의 처리 효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침출수는 제주도 B 쓰레기매립장에서 채수한 것으로 침출수를 FeCl3•6H2O로 화학응집 ․
침전실험 후 최적 조건에서 상징액을 대상으로 screw형 광촉매반응기를 사용하여 각각 0.5 L/min (16 W) 및
3.0 L/min (25 W)의 유속으로 H2O2 주입량(0, 1.54 g, 2.31 g)에 따른 처리수의 COD 및 색도를 측정하였다.
Screw형 광촉매반응기는 TiO2를 코팅한 다공성 스크루를 삽입한 UV 반응기로, 여기에는 내경 3.5 cm, 높이
40 cm인 원통형 반응기 (Reactor A)와 내경 3.5 cm, 길이 60 cm인 원통형 반응기 (Reactor B)를 사용하였다.
Reactor A에는 최대 방출 피크가 254 nm와 185 nm의 16 W UV 램프가 각각 2개씩 삽입되어 있으며, Reactor
B는 최대 방출 피크가 254 nm와 185 nm의 25 W UV 램프가 각각 2개씩 삽입되어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16 W-screw형 광촉매 반응기의 경우
pH 5의 조건에서 0.5 L/min의 유속으로 H2O2 주입량(0, 1.54 g, 2.31 g)에 따른 COD 및 색도를 측정한 결
과, H2O2 주입량 1.54 g/L에서 COD는 384 mg/L, 색도도 120도를 보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였다.
3.2. 25 W-screw형 광촉매 반응기의 경우
pH 5 및 최적 H2O2 주입량(1.54 g)에서 3 L/min 의 유속으로 수행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COD, 색도 및 pH
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최적의 COD, 색도는 각각 308 mg/L, 색도 110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였다.

4. 결 론
침출수를 FeCl3•6H2O 2.0 g을 가하여 화학응집․침전실험 후 상징액을 대상으로 16 W-screw형 광촉매 반응
기와 25 W-screw형 광촉매 반응기를 사용하여 pH 5 및 H2O2 주입량 1.54 g 의 조건에서 COD 및 색도는 각
각 384 mg/L 및 120도, 308 mg/L, 110도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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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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옥사이드(GO)를 이용한 맥신(MXene) 기반 수처리
분리막 제작
강경민·김대우
KAIST 생명화학공학과

1. 서론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와 도시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고성능 수처리 분리
막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처리 분리막의 주요 성능 지표인 높은 물 투과성
과 조절 가능한 이온 선택성을 기존의 고분자 기반 분리막 수준을 넘어선 차세대 분리막 재료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2차원 적층 구조 분리막은 고분자 대비 넓은 침수로를 가지고 있어 높은 투과율을 달성 할
수 있어 높은 물 투과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해 다양한 2차원 물질 후보군의 특성과 적층
구조 제어기술이 요원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친수성 작용기를 표면에 가지고 있는 맥신(MXene)기반의
분리막을 그래핀 옥사이드 복합체 (GO)로 층간 거리가 잘 조율된 분리막을 제작하고 성능을 확인함.

2. 자료 및 방법
불균일한 MXene의 적층 구조를 제어하기 위해 유연한 GO를 사이에 적절한 비율로 섞어 균일한 배열을 가
진 분리막을 제작한다. 다양한 비율의 GO, MXene 복함 분리막을 제작하고 XRD 분석을 통해 층간 거리의 변
화를 확인한다. 최적 조성의 분리막은 SEM분석을 통해 마이크로 스케일의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압 조건
에서의 분리막 나노 여과 성능을 확인한다.

3. 결과 및 고찰

분리막은 용매에 따른 선택성을 보이면서 나노체널을 잘 형성하였으며 GO가 혼합된 MXene 분리막은
MXene단일 분리막에 미해 나노사이즈 이상의 염료에 대해서 100%의 선택성을 보이며 선택성에 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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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유기 골격체 MOF 소재를 활용한 염료 분해능 평가
이준엽·최정학1)
㈜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염색폐수는 염색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염료 및 매염제 등이 종류가 다양하여 그 성상이 매우 복합하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공정에 의해 쉽게 처리되지 않는 대표적인 난분해성 폐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
다. 최근 금속 무기물과 유기물을 함유한 다공체로서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s)에
환경적 응용을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MOF소재는 저밀도의 다공성 구조를 나타내어 큰 비표
면적과 세공부피를 가지며 금속물질과 유기 연결체의 조성 변화를 통해 구조와 모양, 세공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매열 합성법(solvothermal processng)을 이용하여
NH2-MIL-101(Fe) 소재의 흡착제 및 광촉매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염료물질인 Indigo
carmine과 Rhodamine B에 대한 흡착과 광촉매 효율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제거효율을 평가하여 환경적 응
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NH2-MIL-101(Fe)를 합성하기 용매열 합성법을 이용하였으며, Fe를 금속 클러스터의 전구물질로 iron(III)
chloride hexahydrate, 작용기인 아미노기(-NH2)의 전구물질로 2-aminoterphthalic acid를 그리고 유기링커로서의
전구물질로 dimethylformamide를 이용하여 합성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NH2-MIL-101(Fe) 소재를 이용하여 염료물질인 Indigo carmine과 Rhodamine B를 대상으로 흡착 및
광반응에 의한 제거효율을 확인하였다. Indigo carmine의 경우 반응 시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λmax(610
nm)에서의 흡광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가시적으로도 염료 용액의 색이 점차 옅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분해 반응 전 초기 흡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 30분간 광을 조사하지 않고 반응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초기 흡착에 의한 제거율은 83.6%로 나타났으며, 가시광 조사시 180분 후 94.2%의 분해효율을 나
타냈다. Rhodamine B의 경우 λmax(554 nm)에서의 흡광도가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광반응 전
초기 30분 흡착에 의한 제거율은 70.7%로 나타났으며, 가시광 조사시 180분 후 83.5%의 분해효율을 나타냈
다. 이를 통해 NH2-MIL-101(Fe) 소재의 흡착제로서의 기능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광반응
을 통해 제거율이 점차 향상되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광촉매로서의 기능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Guo, H., Lin, F., Chen, J., Li, F., Weng, W., 2015, Metal-organic framework MIL-125(Ti) for efficient
adsorptive removal of Rhodamine B from aqueous solution, Appl. Organomet. Chem., 29, 12-19.
Khan, N. A., Hasan, Z., Jhung, S. H., 2013, Adsorptive removal of hazardous materials using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A review, J. Hazard. Mater., 244-245, 444-456.
Laurier, K. G., Vermoortele, F., Ameloot, R., de Vos, D. E., Hofkens, J., Roeffaers, M. B., 2013, Iron(III)
-based metal-organic frameworks as visible light photocatalysts, J. Am. Chem. Soc., 135, 14488-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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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모닉스 Bi-SrTiO3를 이용한 Rhodamine B 제어
김동진·김미경·김승래·최종욱·배미향·김모근1)·이정영2)·이준엽3)·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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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2)

대구보건환경연구원,

3)

㈜켐토피아

1. 서론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폐수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산업폐수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분해가 되기가 어려우
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염색 폐수는 색도와 난분해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염색폐수를 처리하는 기술로는 광촉매가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효과적인
오염물질 분해능을 보였다. 본 연구는 플라스모닉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Bi와 광촉매 재료인 SrTiO3를 사용하
여 염색폐수를 제어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presentative value
Catalyst amount
40 mg
Pollutant volume
200 mL
Concentrations
5 ppm
Light source
Hg lamp

Ethylene glycol에 Bi(NO3)3•5H2O와 C6H12O6를 용해시킨다음
SrTiO3 파우더를 첨가 한뒤 160℃ 24시간 수열합성 처리 하여 플
라스모닉스 Bi-SrTiO3 촉매를 준비 하였으며, 분해능 평가에 사용
될 대상 오염물질은 Rhodamine B 사용하였고 UV-vis을 사용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DRS 측정결과 Bi와 Bi-SrTiO3에서 SPR (Surface Plasmon Resonance) 효과를 관측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오염물질 분해능 실험결과 15분 만에 염색폐수 오염물질을 제어 하였고, SrTiO3 보다 급격히 분해능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유기오염물질 제어에 우수한 광촉매 재료로 평가 할 수 있다.

Fig. 1.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a (DRS) of pristine
SrTiO3, Bi, and Bi-SrTiO3.

Fig. 2.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Rhodamine B solution
over Photolysis, Bi, SrTiO3, Bi-SrTiO3 under Hg
lamp irradiation.

4. 참고문헌
Dong, F., Zhao, Z., Sun, Y., Zhang, Y., Yan S., Wu Z., 2015, An Advanced Semimetal–Organic Bi Spheres
g-C3N4 Nanohybrid with SPR-Enhanced Visible-Light Photocatalytic Performance for NO Purification,
Environ. Sci. Technol, 49, 12432-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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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접합 이형합성 광촉매를 활용한 수중 염료물질 제어
최종욱·김동진·김미경·김승래·배미향·신승호1)·권기동2)·이진우3)·조완근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1)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2)

구미시청,

3)

㈜대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TiO2와 같은 자외선 의존 광촉매 대신 가시광선 파장에서도 활성화되는 촉매들의 이
형합성을 통해 고효율의 수중 염료물질 제어를 연구하였다. SnS2/Ag3PO4 기작과 전자 전달을 효과적으로 중재
하는 Reduced Graphene Oxide (RGO)의 합성을 통해 메틸 오렌지 분해능의 점진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2.1. 촉매 제조
Graphite oxide 분말을 초순수에 분산시킨 뒤 SnCl4•5H2O와 CH4N2S를 용해
시켜 수열 합성한다. 이를 NaH2PO4 용해액에 첨가하여 AgNO3 용해액에 피펫
으로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려 반응시킨다.

Fig. 1. Schematic of degradation
system.

2.2. 실험 방법
10 ppm 메틸 오렌지 용액 100 ml 가 들어있는 수냉 가능한 Pyrex재질 반응
기에 광촉매 25 mg을 각각 넣고 교반하며 흡착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UV-Vis 분광측정계로 흡광도 측정을 진행한다.
흡착평형에 도달하면 가시광선 램프를 점등하고 시간대 별로 채취하여 흡
광도 측정을 진행한다. 측정이 완료되면 분광측정계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바
탕으로 각 촉매별 메틸오렌지 분해능을 비교 분석한다.

3. 결과 및 고찰
Ag3PO4 와 SnS2 는 가시광 반응 광촉매로써 어느 정도의 메
틸 오렌지 제거 효율을 나타낸다. 이 둘을 이형접합함으로서 단
일물질에 비해 향상된 제거 효율을 유도해 낼 수 있다. 그에 더
해 전자전달 중계체인 RGO를 소량 접합한 결과, 좌측의 그래프
와 같이 96%에 달하는 메틸 오렌지 제거 기작이 완성되었다.
RGO 단일 물질만으로는 광촉매 효율이 없지만, 광촉매 물질과
의 접합을 통해 전자전달 체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Fig. 2. Degradation efficiency (%) of methyl
orange under visible light.

4. 참고문헌
Luo, J., Zhou, X., Ma, L., Xu, L., Xu, X., Du, Z., Zhang, J., 2016, Enhancing visible light photocatalytic
activity of direct Z-scheme SnS2/Ag3PO4 heterojunction photocatalysts, Mater Res Bull, 8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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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E수지를 활용한 폐기물 매립지의 차수재 특성 연구
이원기·이석상·이승재·박찬영·이민규·이창한1)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차수재는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립지 기반 위에 설치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점토, 지오멤
브레인, GCL (Geometric Clay Liners) 등이 차수재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차수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차수재의 수밀성이 중요한 성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밀성을 향상시키기는 방안으로는 잠재수경성 반응이 일
어나는 슬래그 등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기물질로는 수밀성의 향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따라서 수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폴리머수지를 혼합하여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시멘트 제품에 폴리머를 혼합할 경우 골재와 시멘트 사이에 고분자필름을 형성하여 수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 실험 방법
골재는 I지역의 건조 해안사를 사용하였으며, 입도사이즈는 0.15~2 mm를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바인더로
사용된 1종 포틀랜드 시멘트(OPC)는 H사의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슬래그는 P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로슬
래그를 사용하였다. 플라이애쉬는 P지역의 미분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플라이애쉬를 정제 후 사용하였다.
차수재의 유동성 증가를 통한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olycarbonate(PC계) 감수제(superplasticizer)을 K사의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VAE분말수지는 액상에서 스프레이 건조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독일 W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3. 결론 및 고찰

Fig. 1. Water absorption of liner and materials.

차수재의 투수계수 측정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VAE수지 함량이 높을수록 투수성이 낮아 차수성능
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P-P의 투수계수는 1.1×10-9이며 VAE수지를 5% 혼입한 P-5의 경우 2.5×10-11까지
낮은 투수특성을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골재와 시멘트 사이에 형성되는 VAE폴리머 필름
이 차수재의 공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겔 공극 및 내부공극을 채워줌으로 인해 수밀성이 향상되어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방수특성결과와 같이 일정 이상 VAE수지 함량 이상이 차수재에 혼입될 경우 투수계수 감소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P-4의 투수계수는 2.8×10-11 로서 2.5×10-11의 투수성능을 가지는 P-5와 동등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흡수율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수재 공극 속에 폴리머 필름이 충분히 혼입됨에
따라 발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VAE수지의 함량은 3~4%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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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비산재로부터 제올라이트 합성시 알카리 조건에 따른
결정화 특성
안상혁·최동현·박종원·안갑환·최정학1)·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석탄계 비산재 및 화산석 등에 알카리를 처리하여 제올라이트의 합성 및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석탄 비산재를 이용하여 천연 제올라이트 보다 흡착성능 및 이온교환능
력이 우수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올라이트를 합성함으로써 상업용 제올라이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Molina and Poole, 2004; Tanaka and Fujii, 2009).
Querol et al.(2002)은 비산재로부터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Na-A, Na-X, Na-P1 등의 다양한 제올라이트를 합
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국내 H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로부터 제올라이트 A를 합
성하여 Sr 및 Cs 이온 제거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비산재로부터 용
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올라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합성조건을 도출하였다.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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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
하였다. SiO2/Al2O3 몰비를 2.5으로 하고, NaOH/Scoria 비를 0.6-2.4로 변화시키면서 합성하였다. 제올라이트
합성은 교반 및 온도가 조절되는 200 mL 부피의 스텐레스 재질의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NaOH/CFA 비를 일
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550℃에서 1시간동안 용융시키고, 소성된 시료에 NaAlO2를 일정량 첨가한 후 수용액
에서 교반하면서 숙성(30℃, 5시간) 및 결정화(90℃, 5~24시간) 과정을 거쳐 제올라이트를 제조하였다. 제올라
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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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였다.
Na-A 제올라이트는 SiO2/Al2O3 몰비를 2.5로 고정하고 NaOH/CFA 비를 0.6 - 1.8로 조절하는 조건에서 합성
된 제올라이트는 Na-A 제올라이트의 XRD 특성 피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NaOH/CFA 비에 따라
제올라이트 결정이 변화하였고, NaOH 함량이 높아지면 합성된 제올라잍의 입경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4. 참고문헌
Molina, A., Poole, C., 2004, A comparative study using two methods to produce zeolites from fly ash, Miner.
Eng., 17, 167-173.
Querol, X., Plana, F., Alastuey, A., Lopez-Soler, A., 1997, Synthesis of Na-zeolites from fly ash, Fuel 76,
79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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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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계 고정화
흡착제(PSf-SZ)에 의한 Cu와 Cs 이온의 흡착 특성
이창한·감상규1)·안갑환·이민규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공급원으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
생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은 토양이나 지하수 그리고 해수로 유입될 경우 생태계 및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에너지와 연계한 금속가공업, 화학공업, 전자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중금속 오염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오염물질은 방사능 및 생물농축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
다(Ngomsik et al., 2006; Ahmadpour et al., 2010; Joung et al., 2014). 고분자 물질인 폴리술폰(Polysulfone,
PSf)은 열적,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제올라이트를 고정화하는데 유용한 물질이며, Ma
et al.(2011)은 PSf으로 인산 지르코늄을 고정화한 비드를 사용한 경우에 수중의 중금속 이온을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Mao et al.(2006)은 PS로 활성탄을 고정화한 비드를 흡착제로 사용한 경우에 비스페
놀-A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PS로 zeolite 4A를 고정화한 비드를 흡착제로 사
용하여 수중의 Sr2+와 Cs+를 제거하는 실험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Sf 내에 스코리아로 합성한 제올라이트를 고정화시켜 새로운 복합체인 Polysulfone Scoria
Zeolite (PSf-SZ) 비드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복합제를 이용하여 Cu2+와 Cs+ 대한 흡착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H의 영향, 흡착속도, 흡착등온 그리고 공존이온의 존재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여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SiO2/Al2O3 몰비를 2.5으로 하고, NaOH/Scoria 비를 1.8로 하여 합성하였다. 제올라이트 합성은 교반 및 온
도가 조절되는 200 mL 부피의 스텐레스 재질의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NaOH/Scoria 비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
한 후 550℃에서 1시간동안 용융시키고, 소성된 시료에 NaAlO2를 첨가한 후 숙성(30℃) 및 결정화(90℃) 과정
을 거쳐 제올라이트를 제조하였다. 제올라이트의 특성은 XRF, XRD 및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 PSf-SZ 비드의 제조는 선행연구(Lee et al., 2015a)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화산 지역 특성으로 인해 다량으로 존재하는 Scoria를 이용하여 합성한 PSf-SZ 복
합체를 이용하여 Cs+와 Cu2+의 흡착능력을 평가하였다. Cs+와 Cu2+의 흡착속도는 유사 1차 속도 모델식보다
유사 2차 속도 모델식에 잘 적용되었으며, 흡착등온은 Cs+와 Cu2+은 모두 Freundlich 등온식보다는 Langmuir
등온식 더 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3 K의 조건에서 Langmuir 등온식으로부터 구한 Cs+와 Cu2+의 최
대 흡착량(qm)은 각각 53.8 mg/g와 84.7 mg/g으로 실험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얻었다. 온도의 영향에 대한
실험에서 Cs+와 Cu2+의 흡착은 자발적인 흡열반응으로써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량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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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ng, S. Y., Kim, Y. S., Cheong, I. W., Kim, J. H., 2014, Removal Metal Ions Based on Chelating Polymer,
Polym. Sci. Tech., 25(2),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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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 공정을 이용한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박영식·김가영1)·김정민1)·반상민1)·정민주1)·김동석1)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산업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물질의 오·폐수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와 같은 물질이 처리되지
않고 수계로 유입될 경우 수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하천 및 호소에서 약 3 mg/L 이상의 암모니아 농
도는 어류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고, 질산성 질소의 경우 부영양화를 일으켜 고기류의 떼죽음을 초래한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아질산성 및 질산성 질소의 전구물질로, 축산 폐기물, 질산 비료, 석유화학관련 공장 및 반
도체 제도 등과 같은 공장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어 이러한 질소성분에 대한 폐수의 수질 관리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얼마나 잘 제거하였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정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이들을 처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처리 공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기존 처리법을 대신하기 위한 고급산화법(AOPs; Advanced Oxidation Processes)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급산화법은 산화력이 매우 뛰어난 OH라디칼을 생성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펜톤산화법,
PEROXONE법, UV분해법, 오존산화법 등이 있다. 고급산화법 중 전극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방법은 위해한 약
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운전의 간편함이 있는 공정이다. 불용성 전극(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을 이용한 수처리는 양극 표면에서 전자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OH라디칼에 의
해 오염물이 파괴되는 직접 산화와 OH라디칼 생성량은 적지만 산소가 발생되는 전위 전후에서 발생하는, 하
이드로퍼 옥시칼, 과산화 수소 및 오존 등의 산화물질에 의한 간접 산화에 의해 오염물질을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분해 장치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함유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전기분해 공정의 최적조
건을 구하고 암모니아 함유 폐수처리에 대한 전기분해 공정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전기분해 장치는 전극과 DC supply 장치, 교반기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은 회분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2 L
비커에서 마그네틱 바를 이용하여 교반기로 충분히 교반을 하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양극과 음극 모두 같은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Ru, Ir, Pt 단일 성분 전극과 Ru-Ti-Ir 3성분으로 이루어진 DSA 전극을 사용하였다. 실험
시 사용한 영향인자는 전극 종류, 전류 밀도(200~1000 A/m2), 공정 결합(UV 등과의 결합), 초기농도(50~200
mg/L), 유기물(glucose, 1000 mg/L)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해 대상 물질인 암모니아성 질소와 COD 및
TRO (Total Residual Oxidants)의 발생량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회분식 실험에서 4종류의 전극 중 산화제인 TRO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극은 3성분계 전극인 Ru-Ti-Ir 전
극으로 나타나 이후 실험은 Ru-Ti-Ir 전극으로 실험하였다. 전해질로 NaCl 5 g/L인 조건에서 전류밀도를
200~1000 A/m2으로 유지한 조건에서 90분간 전기분해하여 암모니아성 질소의 분해를 고찰하였다. 200 A/m2
에서 반응 90분 후 잔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는 81.0 mg/L로 제거효율은 19%로 나타났다. 전류밀도가 400
A/m2에서 잔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는 28.9 mg/L로 71.1%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고, 전류밀도 600 A/m2에
서는 반응 시간 90분에 100%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제거되었다.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암모니아성 질소 완전
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1000 A/m2에서는 60분이 소요되었다. 실험한 전류밀도 중 1000 A/m2가 가
장 빠른 제거속도를 보였으나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를 위한 최적 조건이 아니고 전류밀도가 높을수록 전극 표
면에 코팅된 물질의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후 실험은 800 A/m2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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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 기반 합성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스트론튬 및 세슘의
흡착 제거
김도형·정하늘·황현석·서준형·이광원1)·이창한2)·이준엽3)·최정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3)
㈜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오늘날 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우리의 삶에 많은 이점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자력의
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 문제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원자력 이용에 대한 찬
반 논쟁과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630,000∼770,000
TBq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성 핵종의 처리 문제는 원자력의 이용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Hu et al., 2012).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
은 대부분 60Co, 90Sr, 137Cs과 같은 방사성 핵종과 Na, K, B 등의 비방사성 핵종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방사
성 핵종의 경우 액체 폐기물 내에서 비교적 낮은 농도로 존재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의 대부분
이 이 핵종들에 의해 나타나며(Cheon et al., 2014), 환경으로 유출 시 방사능 노출로 인해 생물체의 암이나 유
전자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석탄
비산재를 기반으로 한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고, 이를 흡착제로 적용하여 수중에서 방사성 핵종 중금속인 스트
론튬 및 세슘을 흡착 제거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의 흡착제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비산재(coal fly ash)를 활용하여 용융/수열 합성법으
로 Na-A형 제올라이트를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핵종 중금속 시약은 실험실에서 취급의 용이성을 위해 비방
사성 동위원소 시약인 Sr(NO3)2 및 CsNO3를 사용하였다. 또한 흡착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pH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2-[N-morpholino]ethane-sulfonic acid (MES, Sigma-Aldich, USA)를 완충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흡착속
도 실험과 등온 흡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반응 후 AAS와 ICP-MS를 이용하여 핵종 중금속을 정량분석 하였
다. 흡착속도 실험 결과를 Pseudo-First-Order kinetic Model (PFOM)과 Pseudo-Second-Order kinetic Model
(PSOM)에 적용하고, 등온 흡착 실험 결과를 Freundlich model과 Langmuir model에 적용하여 흡착 양상 및 특
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 Na-A형 제올라이트에 대한 스트론튬 및 세슘의 흡착은 3시간 이내에 흡착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흡착속도 모델은 Pseudo-Second-Order kinetic Model (PSOM)에 잘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reundlich 모델과 Lamgmuir 모델을 이용한 fitting에서는 Langmuir 모델에 좀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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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 B., Fugetsu, B., Yu, H., Abe, Y., 2012, Prussian blue caged in spongiform adsorbents using diatomite and
carbon nanotubes for elimination of cesium, J. Hazard. Mater., 217, 85-91.
Wu, J., Li, B., Liao, J., Feng, Y., Zhang, D., Zhao, J., Wen, W., 2009, Behavior and analysis of cesium
adsorption on montmorillonite mineral, J. Environ. Radioact., 100, 9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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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flame retardant의 연소시험, 열적성질 및
분광학적 성질
이원기·김민섭·박준현·김동현·박찬영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 서론
화재가 발생하여 고분자재료가 연소하는 경우 유독가스가 생성하므로 소재의 난연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
르고 있어 할로겐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난연제가 개발되었다. 난연제를 고분자 소재에 다량으로
첨가하면 고분자 소재의 열적 성질 및 기계적 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하히 난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재
의 물성 저하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브롬을 함유한 난연제를 광범위하게 사용
함으로써 유기고분자 수지에 난연성을 부여하였으나, 지난 1980년대에 브롬 등의 할로겐계 난연제를 함유하고
있는 수지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부터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환
경 유해성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규제의 주요 품목으로 떠오르는 난연제로는 할로겐 계열의
난연제가 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계 난연제를 포함하는 비할로겐계 난연제가 현 시점에서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산에스테르, 포스포네이트, 포스피네이트, 포스핀옥사이드, 포스파젠 등이 대표적인
인계 난연제로는 거론되고 있다.

2. 실험방법
1 L kettle을 사용하여 온도계, 콘덴서, N2 가스튜브 및 mechanical stirrer를 설치한 후 질소기류 하에서 알코
올과 phosphorous oxychloride을 사용하여 인산화반응을 선택적으로 진행하였다. 즉, 반응성이 미흡한 phenol
을 반응 초기에 먼저 투입하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반응성이 우수한 octanol을 투입하였다. 내부온
도를 100℃로 유지하여 phenol을 투입하고, 이어서octanol을 투입한 다음에 120℃로 승온시켜 반응을 진행하
였다. 이 반응은 phosphorous oxychloride의 우수한 반응성으로 인하여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반응 컨트롤이
어렵다. 합성의 반응 속도 및 반응 수율은 반응 중 생성되는 염화수소 가스를 원활하게 제거해 주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3. 결론 및 고찰

열분해 온도는 상대적으로 열안정성이 낮은 포스페이트 부분이 275℃에서 먼저 분해가 일어나고 이어서
ammonium phosphate 의 두 부분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353℃에서 분해를 확인하였다. 3300cm-1 부근의
peak로 phosphonium nitron계 난연제에서의 관능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반응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출
되어 나오는 phenol의 양으로 방향족 phosphate ester계 난연제에서의 반응의 속도 및 반응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TGA를 측정하여 285℃, 324℃ 및 431℃의 순서로 분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TPP의 경우 미반응 TPP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유는 202℃ 부근에서 분해가 발생하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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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 and Heavy Metals Removal in Seawater
Using Porous Activated Red mud Pellet (PolluFree)
김이태·윤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Introductio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emical an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ontaminants removal
porous pellet(PolluFree) manufactured by modified bauxite refinery residues, verify the removal efficiency as
well as mechanisms of the PolluFreeTM in relation to phosphate and heavy metals(Cu, Cd, Pb) in closure bay,
aquaculture farm, and ocean aquarium water environment, and assess the water quality safety of PolluFree by
government-sponsored institute lab (KORAS).

2. materials and methods
Table 1. Mineral composition of PolluFree as determined by X-ray diffraction
Hematite
Fe2O3
Quartz
SiO2
Gibbsite
Al(OH)3
Boehmite
r-AlOOH
Calcite
Ca(CO3)
Sodalite
Na4Al3Si3O12Cl
Anatase
TiO2
Whewellite
CaC2O4H2O
Cancrinite
(Na,Ca,K)8(Al,Si)12O24(SO4CO3)3H2O
Anhydrite/gypsum
CaSO4/CaSO42H2O
Hydrotalcite
Mg6Al2CO3(OH)164H2O
Hydrocalumite
Ca2Al(OH)73H2O
p-aluminohydrocalcite
CaAl2(CO3)2(OH)43H2O
Brucite
Mg3(OH)6
Portlandite
Ca(OH)2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mineralogy of the major components
in the PolluFree are shown in
Tables 1. The XRD pattern obtained
for PolluFree showed that hematite
and calcite are the major components
present. Other compounds such as
boehmite, quartz, sodalite, cancrinite,
anatase, anhydrite/gypsum, whewellite,
hydrotalcite, and portlandite are also
identified. It can be seen that
PolluFreeTM is a complex mixture
composed primarily of Ca, Fe, Al,
Si, and Mg.

3. Results and disscussion

Fig. 1. Phosphate removal efficiency as a function of
PolluFreeTM dosage rate.

Fig. 2. Heavy metals removal efficiency as a function
of PolluFreeTM dosage rate.

PolluFree can dramatically remove Cu concentration in seawater with small amount of dosing rate and thus
prevent Cu concentration accumulation caused by adding copper sulfate(CuSO45H2O). And PolluFree can
simultaneously remove phosphate and heavy metals in seawater.

4. Reference
Laure, M., Despland, Malcom W. Clark, Tony Vancov, Dirk Erler, Michel Aragno, 2011, Nutrient and trace-metal
removal by bauxsol pellets in wastewater treatment,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45, 574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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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지에서 재식거리에 따른 뚱딴지
(Helianthus tuberosus L.) 생육 및 토양 특성 변화
오양열·이정태·김선·류진희·이수환·이진모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1. 서론
간척지는 국토확장 및 국가발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내부의 물을 배제 후 인위적
인 매립 등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최근 쌀 소비감소로 인한 쌀 생산 조정제, 밭작물의 낮은 식량자
급률로 인하여 간척지를 벼 재배 위주에서 시설원예, 곡물단지 등 타작물 확대로 농업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간척지는 지하수위가 높고 배수가 불량하며, 염분 상승으로 인한 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뚱딴지는
다년생, 국화가 해바라기 속으로써, 온도의 감응성이 매우 낮으며 메마른 땅이나 비옥지를 가리지 않는 식물이
며, 내건성 및 내염성을 가지고 있어 해안지역이나 건조지대에서도 쉽게 생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2. 재료 및 방법
우리는 ’16년도 새만금 간척지에서 적응하는 뚱딴지 자원을 선발하였으며 ’17년도에는 선발된 자원을 가지
고 적정 재식거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새만금 간척지 계화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뚱딴지 (Helianthus
tuberosus L.)는 ‘영월군’에서 수집한 종자를 이용하였으며, 시험 전 토양 염농도는 표토(0~20 cm) 1.48 dS
m-1 이었으며, 재식거리는 70×25 cm, 70×50 cm, 70 75 cm 세 수준으로 4월 파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결과는 재배기간 동안 평균 토양 수분함량은 최저 7%, 최고 28% 정도의 범위를 보였으며, 5월 17일,
6월 5일 두 기간동안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토양 수분함량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토양 EC는 6월 5일을 제외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재식거리가 좁을수록 토양 EC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돼지감자 수량은 모든 질소시비
수준에서 70×75 cm처리구를 제외하고 수량이 양호하였다. 우리의 결과는 새만금 간척지에서 뚱딴지를 재배시
적정재식거리는 70×50 cm 까지로 판단되지만, 1년 이상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 한 후 최적 재식
거리를 구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뚱딴지 재식거리에 따른 염농도 증 감소량을 분석하여 뚱딴지 제
염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고찰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Geng-Mao, Z., 2008, Soil Properties and Yield of Jerusalem Artichoke (Helianthus tuberosus L.) with Seawater
Irrigation in North China Plain. Pedosphere, 18(2), 195-202.
Kosaric, N., 1985, Industrial processing and products from the Jerusalem artichoke. In Agricultural Feedstock
and Waste Treatment and Engineering, pp. 1-24, Springer, Berlin, Heidelberg.
Shim, H. H., 2011, A Study on new viliage planning in the farming zone of Saemangeum reclaimed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7(4),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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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Seam Gas Water의 용수화를 위한 섬유여과/RO
병합시스템 운전 및 탄산염 제거효율
신춘환·이동준·조민기·정현민·박성재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서론
석탄층 지하수(CSG Water: Coal Seam Gas Water)의 수익적 이용을 위한 용수 생산을 목적으로 섬유여과기
와 RO 시스템을 병합한 간이 시스템을 운전하였다. SS제거를 위한 응집제는 철염계가 알루미늄계 보다는 우
수하며 최적응집 영역의 pH 범위가 6.5~9.0로 확인된 선행 연구의 결과(환경과학회, 2017)와 연결하여 본 연
구에서는 수송 및 저장 안정성을 위한 탄산염의 제거효율을 제시하고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재료
2.1.장치 제작 및 실험 방법
간이 pliot plant는 선행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으며 응집 반응조와 2단으로 연결된 PCF에 RO를 연결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2단 PCF는 시간당 400 L, RO는 시간당 51 L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 유입유량 대비 최종 처
리유량은 12.75% 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2.2. 운전조건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PCF/RO system
influent of
PCF (L/hr)

treated water
with PCF (L/hr)

fiber volume
(cm3)

treated water for
unitvolume (L/m3·hr)

influent of RO
(L/sec)

400

414

4,500

88.9

0.115

effluent
treating
(L/hr) efficiency(%)
51

12.75

2.3. 인공 지하수 제조
Table 2. Artificial CSG water(concentration: mg/l)
COD

T-P

T-N

SS

Cl

NaHCO3

420

1.0

24

1,000(2,000)

1,000

1,700

3. 결과 및 고찰
M-알칼리도와 P-알칼리도로 구분하여 알칼리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3). 여기서 보면 OH-,
HCO3-, CO32-를 각각 측정한 결과 OH-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HCO3-가 거의 대부분임을 확인 하였고 RO공정
에서 97~98% 제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1. pilot plant운전 결과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ORP의 변화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
기 때문에 TOC로 표시된 비 이온성 유기물의 제거를 위한 산화공정을 추가한 병합장치를 설계하여 후속
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RO공정에서의 탄산염을 포함한 TDS의 제거는 conductivity 감소로부터 확인 할 수 있으며 음용수로 사
용하기 위한 TDS〈500mg/L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5. 참고문헌
석탄층 지하수처리기술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실증 plant 설계, 2016, 부산지역 녹색환경 지원센터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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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MBR 복합고도수처리장치에서의 미생물 종 분석 및
거동 연구
최영익·지현조·신대열·이슬기1)·권민지·정진희·최경식2)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도원엔지니어링,

2)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서론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국제 조약의 발표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분뇨폐수를 처리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SBR 및 MBR 복합 공정의 고도수처리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MED 인증을 받은 대용량 선박용 STP (Sewage Treatment Plant)를 Bench-scale로 변형 및
소규모로 제작하여 반응조 운전 인자를 도출하며, 생활하수 및 분뇨폐수 등에 포함된 유기물 및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데 이용되는 반응조 내 혐기 및 호기성 미생물의 종 분석과 미생물의 거동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반응조는 저류 및 혐기성조, 생물반응조, 막분리조 및 슬러지 농축조로 구성된 SBR 및 MBR 복합공정을 적
용하였다. 규격은 W : 302 mm × L : 566 mm H : 501 mm의 용량으로 아크릴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본 공정으로
는 정량펌프를 통해 유입된 원수가 유량조정 역할 및 스크린이 포함된 혐기조를 거쳐 폭기조로 유입되며, 교반
및 폭기 공정을 운전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공정을 거친 후 중공사 막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일련의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간별 처리수를 채수하여 미생물 종 분석을 실시하며, 혐기성 및 호기성 미생물의 DO
변화 및 F/M비 등에 따른 거동을 연구한다. 본 연구실험장치의 전경과 계통도를 Fig. 1, 2에 나타내었다.

Fig. 1. Picture of bench-scale STP.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Bench-scale STP.

3. 결과 및 고찰
미생물을 지표로의 활용은 형태적 특징과 운동성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성슬러지공
법에서는 원생동물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활성슬러지에서의 생물은 물리적, 화학적 환경(영양분, 영양염류, 수
온, DO, pH, 독성물질 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환경(포식 경쟁, 저해작용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며, 각 반응조 내에서 F/M비, DO, SRT 등에서 지표성이 높은 미생물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Kim, I. S., Lee, E. S., Ha, S. Y., Jeong, K. C., Koh, S. C., 2014, Harmful Materials treatment in Shipboard
sewage by SBR process with BM, J . Navig. Port Res, 38(6), 601-606.
Lee, B. J., Jung, Y. J., Min, K. S., 2003, Introduction of quantifying methods for ordinary heterotrophic
organism active biomass in activated sludge mixed liquor in MLE system, Korean Society of Water
Quality, 2003, 41-44.
Whang, G. D., Kim, J. C., 2005, Study on kinetic coefficients of nitrifying bacteria in activated sludge process,
The Journal of Industrial Liaison Research Institute, 11, 60-65.
- 176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PC14)

Bench-scale 선박용 STP의 분뇨폐수를 이용한
최적운전조건 도출에 대한 연구
최영익·신대열·사나 만수르·이승철·윤영내1)·정병길2)·성낙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ESSA,

2)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분뇨는 유기오염물질과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높아 처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227(64)에 맞추어 해상으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으로 높은 처리비용 요구 등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SBR 및 MBR 공법을 동시 적용 하였으며
과제에서는 대형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대용량으로 제작하여 세부 기작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Bench-scale의 오수처리장치를 제작하여 영양염류 제거에 대해 세부 기작을 연구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수는 부산 위생사업소에서 가져와서 사용하였다. 실험장치의 경우 Bench-scale로 설계
되었으며, 장치의 규격은 W567 × L321 × H502 mm이다. 장치 내부는 혐기조, 스크린조, 생물반응조 및 막분
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반응조 및 막분리조를 거쳐 최종 방류된다.
2.2. 실험방법
실험조건의 경우 스크린조의 스크린 폭기 시간을 10 sec/10 min 으로 하며, 생물반응조 및 막분리조의 폭기
60 min 교반 60 min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MBR의 유출펌프의 경우 7분 정지 3분 가동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 1. A front of the Bench-scale STP.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Bench-scale STP.

3. 참고문헌
KR, news final of the 64th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No.2012-IMO-13, 201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otice the2015-154th, 2015.
Lim, J. Y., Kim, J. H., 2017, Application of Microbubble in MBR Process for Night Soil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25(1), 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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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중 에탄올아민 측정방법 검토
유미선·양성봉·전승주·이병호1)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 서론
모노에탄올아민(monoetanolamine, MEA)은 무색·투명하고 암모니아와 유사한 냄새를 가지며 가연성 액체로
강한 휘발성을 가지며 물에 매우 잘 녹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노에탄올아민은 계면활성제의 합성원료,
전자재료, 절삭유·윤활유의 첨가제, 퍼머액이나 염모제의 pH조정제, 가스정제, 살충제의 첨가제 등 다양한 곳
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마시거나 흡
입하여도 신경계나 간에 장애를 줄 수 있지만, 환경 중 잔존할 가능성이 낮고 생체로의 축적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모노에탄올아민은 대형 보일러시설내의 조류방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노에탄올
아민의 잔존농도를 점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폐수 중 에탄올아민의 측정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증류수에 에탄올아민(99.9%)을 주입하여 단계적으로 표준용액을 제조한 후 벤젠술포닐클로라이드(99.9%)와
반응시켜 유도체화 시킨다. 여기에 CH2Cl2 주입하여 유도체화 된 에탄올아민을 추출하고 pH를 5로 조정한 후
탈수과정을 거친 후 GC/FID로 분석하였다. 주입된 표준물질의 농도와 분석하여 얻는 GC의 면적값으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에탄올아민이 포함된 폐수를 분석하여 폐수 중에 에탄올아민을
정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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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희석된 표준 에탄올아민 수용액을 유도체화한 표준용액을 GC로 분석하여 얻은 면적값으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0.98수준의 우수한 직선선을 나타내었다.
작성된 에탄올아민의 검량선을 이용하여 실제 폐수 중에 포함된 에탄올 아민에 대해 분석한 결과, A사 폐수
원수 중에 8,768 ppm의 에탄올아민이 B와 C라는 처리를 거쳐 5.8 ppm, 4.1 ppm으로 낮아졌으며, C처리시를
1회, 4회 추가한 경우 폐수 중 에탄올아민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4. 참고문헌
日本 環境省、モノエタノールアミンの分析法、2002.
三井化学、GPS安全性要約書、ものエタノールアミン(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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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Feasibility of Combining Two Alternative
Nutrient-rich Sources for Struvite Crystallization and
Process Optimization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ant Zin Moh Moh·Hyuna Shin·Dong-Jin Kim
Dept. Environmental Science and Biotechnology, Hallym University

1. Introduction
A procedure of struvite crystallization (phosphate fertilizer) has been proven to be an effective method in
recovering ammonium nitrogen (N) and phosphate phosphorus (P). In this study, struvite crystal was proceeded
by combining of P recovery from incinerated Sewage Sludge Ash (SSA) and N recovery from Food
Wastewater (FW).

2. Materials and Methods
Acid-pretreated alkaline leaching method was used to leach out the P from SSA with achievement in the
removal of most undesirable metals. Moreover, a quadratic statistically model of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was proposed at pH of 8-11, Mg/P ratio of 1-2, N/P ratio of 0.6-2 to predict optimization of struvite
precipitation process and 99.9% of P and 79.6% of N was recovered at pH 9.38, Mg/P ratio of 2 and N/P ratio
of 0.6. Struvite was confirmed by XRD as a major mineral precipitate with halite (NaCl) impurity.

3. Results and Discussion
98.4% of bioavailability with low level of heavy metals content of precipitated struvite showed it could be
used as fertilizer. Thereafter, two different waste types of SSA and FW provided as rich alternative source of
P and N respectively and were successfully combined together as sustainable method for eco-friendly fertilizer.
In addition, RSM 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predictive tool to make sure high recovery of both P and N.
In order to optimize both P and N recovery, process optimization was performed by numerically and
graphically. The optimal condition was predicted to be pH 9.38, Mg/P of 2 and N/P of 0.6, and PO4-P
recovery of 99.96% and NH4-N recovery of 68.90% would be obtained by the numerical calculation of the
model. Desirability was mentioned as number from (0) to (1) and the closer the number to (1), the higher the
desirability. The predicted optimal condition has desirability of 0.915 from the results. With multiple responses,
the optimum condition was graphically searched by over laying critical response contours on a contour plot,
where maximum conditions of two responses (PO4-P and NH4-N recovery) were met.

4. References
Kumar, R., Pal, P., 2015,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N and P recovery by struvite precipitation from
nutrient-rich wastewater: a review."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22(22), 17453-17464.
Le Corre et al., 2009, "Phosphorus recovery from wastewater by struvite crystallization: A review." Critical
Review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9(6), 433-477.
Lee et al., 2009, "Dose effects of Mg and PO4 sources on the composting of swine manure."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69(1-3), 801-807.
Lee, M., Kim, D. J., 2017, "Identification of phosphorus forms in sewage sludge ash during acid pre-treatment
for phosphorus recovery by chemical fractionation and spectroscopy."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51,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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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염기도 변화에 따른 잔류알루미늄의 농도 변화

PC17)

안광호·임현만1)·김원재1)·정진홍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벤처창업센터,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인 폭우, 극심한 가뭄, 조류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인한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심해
지고 있어 염기도가 더 높은 고효율의 수처리제(응집제)가 정수처리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인 상수처
리는 각 정수처리장의 원수 중 부유물질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응집여과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집제로
는 황산알루미늄(Alum), 폴리염화알루미늄(PAC, Poly Aluminum Chloride), 폴리규산황산알루미늄(PASS, Poly
Aluminum Sulfate Silicate),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PACS, Poly Aluminum Chloride Silicate) 등이 있으
며, 이중 정수장에서는 PAC가 약 58%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염기도에 따른 pH 변화
및 잔류알루미늄 농도변화 실험을 통하여 수처리의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2. 실험내용 및 방법
실험은 수돗물에 카올린을 혼합하여 탁도 10.4 NTU, pH 7.3으로 상온에서 합성폐수를 제작하고, 1 L 원수
에 염기도가 40%에서 70%인 10% PAC를 10～50 mg/L로 주입하여 Jar-test 실험을 수행하였다. 플럭생성을
위해 급속 240 rpm으로 1분, 완속은 25 rpm～65 rpm에서 5분간 교반하였으며, 20분 침전하여 상징액으로 분
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10～50 mg/L 응집제 투여량에 따른 염기도의 pH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응집제 투여량이 증가함에
따라 pH는 낮아졌으며, 40%, 50%, 60% PAC 각각 0.54, 0.5, 0.45의 pH 감소가 확인되어 높은 염기도일 때,
pH의 감소가 작게 나타났다. Fig. 2는 pH 변화에 따른 염기도의 잔류알루미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pH 6.7에
서 잔류알루미늄의 농도는 가장 낮고, 응집제 별로는 황산알루미늄의 잔류알루미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 PAC가 가장 잔류알루미늄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 고염기도의 PAC 일수록 잔류알루미늄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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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응집제 투여량에 따른 염기도의 pH 변화.

Aluminum Sulfate

0.2

Fig. 2. pH변화에 따른 염기도의 잔류알루미늄 변화.

4. 참고문헌
백종석, 1998, 국내외 수처리제의 개발현황 및 제품개발방향, 한국환경수도연구소, 4-5.
조성열, 박덕규, 김경미, 권오근, 김영주, 류재경, 이용범, 2001, 수돗물중 잔류알루미늄의 최소화방안, 충청북
도보건환경연구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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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탈취성능
이서림·민병삼·한성민·유미선1)·양성봉1)
㈜일산 기술연구소,

1)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서론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청정기의 수요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적이 관심이 높
아져 유럽과 미국 및 신흥 아시아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A가전사의 경우 기존 20개국에만 판매되던 것을
30개국으로 확대출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관심 때문에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실내공기청정기에 대
하여 미세먼지, 탈취 등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해 두었으며, 소형과 대형공기청정기의 경우에 그 시험방법들
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취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된 용액을 탈취필터에 분무하여 준비한 후 이를 공기청정
기에 장착하여 공기청정기 시험방법에 따른 FT-IR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활성탄이 도포된 콜게이트 필터에 탈취를 목적으로 첨가된 물질의 조성비 등을 수정하여 여러 용액을 제조
하고 콜게이트 필터에 분무하여 건조시킨 후 A사의 공기청정기에 장착한 후 공기청정협회의 탈취성능평가 항
목에 제시된 8 m3 챔버내에 5대 가스(암모니아, 초산,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폼알데하이드)를 주입한 후
공기청정기의 가동 전·후에 따른 챔버내 잔존농도를 측정하였다. 챔버내 5대 가스의 잔존농도는 FT-IR(Perkin
Elmer, USA)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전 5대가스의 표준가스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실에서 제조된 탈취액의 조성에 따른 공기청정기용 탈취필터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시료 #1외에는 모
두 80% 이상을 나타내어 공기청정협회에서 요구되는 70%이상의 탈취효율은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Table 1. 제조된 탈취액 조성변화에 따른 5대가스의 탈취효율
시료명
#1
#2
#3
#4

HCOH
100.0
100.0
100.0
100.0

CH3COH
44.9
81.1
87.6
85.0

NH3
100.0
97.7
100.0
100.0

CH3COOH
100.0
100.0
100.0
100.0

C7H8
90.0
100.0
100.0
100.0

감사의 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마을 지원사업(S2633406)에 일환으로 진행된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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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로부터 방사성 이온 제거용 제올라이트계 흡착제 제조
이창한·이원기1)·김성수·조석호·이민규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2)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1. 서론
석탄계 비산재 등에 알카리를 처리하여 제올라이트의 합성 및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Tanaka and Fujii(2009)은 비산재와 NaOH 수용액을 혼합하여 수열합성을 통해
SiO2/Al2O3 비를 1로 조절하여 Na-A형 제올라이트를 합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Ye et al.(2008)은 용융․수
열합성에 의해 Na2CO3/비산재 를 1.5 비로 혼합하여 고온에서 소성 후 NaOH 용액에서 수열반응을 통해 제올
라이트를 합성하였다. Walek et al.(2008)은 NaOH 농도에 따라 용해되는 비산재 양을 비교하여 결정화 온도
및 교반시간에 따른 제올라이트 합성효율을 비교하였다. Remenarova et al.(2014)은 슬로바키아 발전소에서 발
생하는 석탄회(coal fly ash)로 합성한 제올라이트에 의한 Cs 이온의 흡착량이 159.49 및 178.23 mg/g이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국내 Y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로부터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여 방사성 이온(Sr 및
Cs 이온) 제거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올라이트계 흡착제의 제조는 석탄비산재로부터 용융/수열합성법
(fusion/hydrothermal method)을 이용하여 합성 제올라이트를 제조하였다.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SEM 및 XRD,
XRF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의 구조 및 결정화도, 성분의 변화를 특정하였다. 또한, 석탄비산재로 합성한 제올
라이트를 사용하여 회분식 실험을 통해 Sr과 Cs 이온에 대한 흡착특성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SiO2/Al2O3 몰비를 2.5으로 하고, NaOH/Scoria 비를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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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와 Cs 흡착은 회분식으로 수행하였다. Sr 이온의 농도는 원자흡광광도계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로부터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제올라이트의 합성효율 및 방사
성 이온의 흡착 특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비산재와 화산재를 이용하여 NaOH/CFA 비가
0.6 - 1.8인 조건에서 Na-A와 Na-X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으며, XRD 피크와 SEM 이미지로서 제올라이트의
결정구조 및 형상을 확인하였다. 비산재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금속이온(Sr, Cs) 흡착용량은 상
용 제올라이트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참고문헌
Remenarova, L, Remenarova, L, Pipiska, M. P., Florkova, E., 2014, Zeolites from coal fly ash as efficient
sorbents for cadmium ions, Clean Tech. Environ. Pol. 16(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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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ek, T. T., Saito, F., Zhang, Q., 2008, The effect of low solid/liquid ratio on hydrothermal synthesis of
zeolites from fly ash, Fuel, 87(15-16), 3194-3199.
Ye, Y., Zeng, X., Qian, W., Wang, M., 2008, Synthesis of pure zeolites from supersaturated silicon and
aluminum alkali extacts from fused coal fly ash, Fuel, 87(10-11), 188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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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밀도와 접촉시간이 활성슬러지의 막 오염 저감에 미치는
영향
김완규·장인성1)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융합학과,

1)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MBR (Membrane Bio-reactor)은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그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과 플럭스
가 감소하는 막 오염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BR의 막 오염을 완화하기 위
해 도입된 전기응집(electro-coagulation) 공정의 중요한 운전 인자인 전류밀도와 접촉시간 및 막 오염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활성슬러지 현탁액의 농도 (MLSS)가 막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막 오염
속도를 전기응집의 운전변수인 전류밀도와 접촉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전기응집 실험은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회분식 형태로 수행되었다. 알루미늄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전극간 거
리는 50 mm로 고정하였다. 활성슬러지 현탁액이 완전혼합될 수 있도록 자-테스터로 교반하며 수행하였다. 회
분식 교반 셀을 사용하여 막 여과 실험을 수행하였고 직렬여과저항 모델을 이용하여 여과저항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MLSS가 다른 세 가지 활성슬러지 현탁액을 서로 다른 전류밀도와 접촉시간 동안 인가하는 일련의 전기응
집 실험 후 막 여과를 수행하였다. 막 여과 실험에서 얻은 플럭스 (J/Jiw) 자료를 이용하여 총 오염 저항 (Rt,
= Rc+Rf) 값과 전기응집을 수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총 오염 저항 값의 비율, Rt/R0을 계산하였다. 총 오염 저항
값이 대조군 대비 10% 감소할 때 필요로 하는 전류밀도와 접촉시간의 상관관계식을 각각의 MLSS 농도에서
도출하였다(식 1-3 Fig. 1.).
  
MLSS = 4,500 ± 300 mg/L 일 때, 
(1)

  
MLSS = 6,500 ± 300 mg/L 일 때, 


MLSS = 8,500 ± 300 mg/L 일 때,





 

(2)
(3)

t: 시간, : 전류밀도, Rt: 시간 t일 때 총 오염 저항, R0: 시간 t=0 일 때 총 오염 저항

Fig. 1. Correlation between contact time and current density to the fouling resistance (Rc+Rf).

4. 참고문헌
Beyer, M., Lohregel, B., Nghiem, L. D., 2010, Membrnae fouling and chmical cleaning in water recycling
applications, Desalination, 250(3), 911-981.
Han, S., Chang, I. S., 2014, Comparison of the cake layer removal options during determination of cake layer
resistance (Rc) in the resistance-in-series model, Sep. Sci. Technol., 49(16), 2459-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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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화 방법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TOC 처리 및
수소 생산 가능성 검토
안상우·임윤대1)·박승국1)·조용주1)
위즈이노텍㈜,

1)

㈜한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환경연구소

1. 서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수계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현행 BOD와 COD 중심의 하·폐수 방류수 수질관리 정책에서 TOC항목 신설을 통해 유기물질 관리가 강
화될 예정이다. 기존 하·폐수처리장에서 생물반응 후의 유기물로 구성된 TOC를 보다 저감하기 위해서는 고
도산화공정이 필요하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고도산화공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전기산화 공법을 활용한 방류수 내 TOC 제거 및 부생수소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A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적용한 장치는 3 ㎥/day 규모(HRT: 0.5
hr)의 전기분해 Cell로 수체의 흐름과 부생적으로 생산되는 가스 분리가 원활하게 제작하였다. 전류밀도에 따
른 수소발생량에 대한 실험은 batch실험으로 수행하였고, TOC 제거율에 대한 실험은 전류밀도 30 mA/㎠ 조
건에서 연속식으로 진행하였다.
Table 1. A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조건
지역

TOC (mg/L)

CODcr (mg/L)

EC (μs/cm)

A 하수처리장 방류수

8 ～ 14

12.4 ～ 17.9

500 ～ 800

3. 결과 및 고찰
실험결과 전류밀도별(5～30 mA/㎠) 수소생성량(2～10
L/min)은 비례관계가 있으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며, TOC 제거효율에 대한 실험
결과는 상기조건에서 각각의 방류수 대상(TOC 농도 : 8～
14 ppm)으로 했을 경우 (Fig. 1)과 같이 TOC 제거 효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전해과정에서 발생하
는 부생가스인 수소는 본 장치를 활용할 경우 순도는 9
2～96%(v/v)로 분리할 수 있었으며, 최대 생성량은 10
L/min로 검측되었다. 하지만, 수소 발생량은 방류수의 전
기전도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기전도도와 투입
Fig. 1. 방류수 농도별 TOC 제거율.
전력량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향후 B 하수처리장
현장에 상기 장치를 설치하여 연속 실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본 TOC 처리와 수소 생성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결과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조건에 따라 적정한
전기산화를 적용할 경우 TOC 제거뿐만 아니라 부생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세부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최적의 설계인자 등을 도출할 경우 TOC항목 신설 등으로 하·폐수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강화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참고문헌
An, S. W., Jung, H. S, Lee, H. K., Ko, J. G., Myoung D. W., 2017, Optimal Condition of TOC Removal
Parameter for Sewage Effluent using Electrolysis Process, Korean G대-Environmental Society, 18(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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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양 중에 살포된 농약의 지하수체로의 잠재 위험성
평가
감상규·현익현1)·이민규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경연구원,

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농산물 증대를 위해 살포되는 농약은 작물체에 부착되기도 하지만 이의 양은 적은 편이며 대부분 토양에 유
입되며, 토양 중에 유입된 농약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흡착 및 지하수체로의 이동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온계 농약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약이 주로
살포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 제주도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비이온성 농약과
이온성 농약에 대해 지하수체로의 잠재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토양채취는 용천수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농경지 14개 지점과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에 지
하수 관정이 있는 10개 지점의 농경지 등 24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하였으며, 농약은 약염기성 농약(simazine,
atrazine), 비이온성 농약(diazinon, metalaxyl, alachlor, fenitrothion) 및 이온성 농약(MCPA, MCPP, 2,4-D,
dicamba, imazaquin) 등 11종을 선정하였고, 이 들 농약의 지하수체로의 잠재 위험성은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
하고 있는 Gustafson(1989)이 제시한 Groundwater Ubiquity Score (GUS)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GUS는 지하수에서 검출된 농약의 특성을 분석하여 경험적으로 만든 지하수 중 농약 검출지수로, 이는 다음
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며, 각 농약의 유기물에 대한 흡착특성 값과 토양 중에서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GUS = log10 T1/2 × (4 - log10 Koc) (log10 T1/2은 토양 반감기(일))
GUS를 구하기 위하여 각 토양의 유기물에 대한 흡착특성이 적용된 Koc의 값은 실측하여 구하였으며, 토양
의 반감기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GUS별 농약의 용탈잠재성에 대한 상대적인 척도로는
Gustafson이 제안한 분류를 적용하였다. 즉, GUS 지수의 토양으로부터 용탈성은 1.8 미만은 improbable leaher,
2.8초과는 probable leacher 및 중간영역으로 분류된다.
GUS가 높아 용탈 가능성이 큰 순서로는 imazaquin > metalaxyl > atrazine > simazine > MCPA > dicamba
> MCPP > alachlor > diazinon > fenitrothion 순이였다. 모든 토양에서 GUS가 2.8를 초과하여 용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농약으로는 imazaquin 이었으며, 대부분의 토양에서 2.8를 초과하는 농약은 metalaxyl 이었다. 그 다
음으로 용탈가능성이 중간 정도로 용탈가능성이 있는 농약들은 atrazine, simazine, MCPA, dicamba, MCPP 였
으며, alachlor, diazinon, fenitrothion은 용탈 가능성이 낮은 농약으로 분류되었다.

4. 결 론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제주도 24지역의 농경지 토양을 채취하여 비이온성 농약 6개와 이온성
농약 5개에 대해 이들 농약의 지하수체로의 위험잠재성을 GUS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토양으로부터 용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하수체로의 잠재위험성이 큰 농약은 imazaquin, metalaxyl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간
정도인 농약들은 atrazine, simazine, MCPA, dicamba, MCPP 였으며, alachlor, diazinon, fenitrothion은 지하수
체로의 잠재 위험성이 낮은 농약으로 분류되었다.

5. 참고문헌
Gustafson, D. I., 1989, Hazard assessment groundwater ubiquity score: a simple method for assessing pesticide
leachability, Environ. Toxicol. Chem., 8, 33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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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 플라즈마 반응기에 의한 Enrofloxacin의 분해 경로
감상규·김길성1)·이민규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2)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최근 항생제의 과다사용, 오남용 및 불용 항생제의 폐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 중에서 다양한 항생제가 검출
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처리를 위해 고급산화공정(AOP)과 더불어
최근에는 플라즈마에 의하여 생성된 각종 활성종들을 이용한 플라즈마 공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액계면에서 생성되는 유전체장벽방전(DBD)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인간 및 축산용 의약품에
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환경 중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인
enrofloxacin (ENR)의 분해산물을 동정하여 플라즈마 반응에 의한 분해경로를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DBD 플라즈마 반응기는 크게 활성종과 자외선이 발생되는 DBD 장치, 외부반응기와 교
류전원 공급장치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분의 세분적인 내용은 Kim(2013)에 기술되어 있다. 대
상 항생제인 ENR (≥98%)은 Fluka사(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정제수에 녹여 50 mg/L으로 하였다.
본 반응기의 조건으로 건조공기를 유입가스로 하여 유량은 0.5 L/min, 인가전압은 20.1 kV로 일정하게 유지
시켰으며, 0～60 min 동안 일정 시간 처리 후 시료를 채취하여 고분해능의 LC-TOF-MS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분해산물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분해경로를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nrofloxacin은 플라즈마 처리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며, 60 min이 경과된 이후 피크가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플라즈마 처리 30 min 후 ENR 용액에 대하여 LC-TOF-MS를 사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ENR
의 분해는 크게 5가지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즉, 경로 A는 산화적 탈카르복시화반응
에 의하여 m/z 332.1766에 해당되는 D2(C18H22FN3O2)가 생성되며, 계속하여 헤테로고리 부분의 분열에 의해
isatin 형태의 D4(C17H20FN3O2)와 anthranilic acid 유도체인 D1(C16H22FN3O2)이 생성되는 것, 경로 B는 ENR의
N-dealkylation에 의하여 m/z 332.1405인 D6에 해당되는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 경로 C는 탈불소화 반응에
의하여 m/z 358.1762에 해당되는 D3(C19H23N3O4)이 생성, D3의 수산화반응에 의하여 m/z 374.1709에 해당
되는 D3(C19H23N3O5)이 생성되며, 경로 D 또한 수산화반응에 의한 것으로 m/z 376.1666에 해당되는
D8(C19H22FN3O4)과 m/z 392.1616에 해당되는 D9(C19H22FN3O5)가 생성, 경로 E에서는 piperazinyl의 부위의 산
화분해에 의하여 m/z 334.1563에 해당되는 D5(C17H20FN3O3)가 생성되며, 더 이상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m/z
263.0826에 해당되는 D10(C13H11FN2O3)이 생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ENR의 분해 경로를 제시하
였다.

4. 결 론
플라즈마 처리에 따라 생성되는 분해산물들을 고분해능의 LC-TOF-MS를 사용하여 화학물질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분자식과 분자구조를 예측하여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인 ENR의 분해경로를 제시한 바, 분해산물
들은 hydroxylation 또는 oxidation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5. 참고문헌
Kim, K. S., 2013,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ntibiotics degradation using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reactor, PhD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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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ing Oxygen Molecules Interacting with a Water
Surface at Different Temperatures
Matthew Stanley Ambrosia
부산가톨릭대학교

1. 서론
Two of the most essential molecules on the earth are water and oxygen. Scientists have been studying them
for centuries. In this paper a water surface and oxygen molecules were observed as they interact at the
nano-scale at different temperatures.

2. 자료 및 방법
Using molecular dynamics called NAMD, a simulation was run with a water droplet with 30,968 water
molecules and 501 oxygen molecules surrounding it in a fixed volume domain. Temperatures ranged from 280
K to 370 K. Interactions of the oxygen molecules and water surface were observed and analyzed.

3. 결과 및 고찰
Some oxygen molecules interacted with the water surface due to van der Waals forces, and some oxygen
molecules penetrated the water surface and entered the water droplet. There was a higher possibility of the
oxygen molecules to penetrate into the water surface at higher temperatures. However oxygen molecules were
more likely to interact at the water surface at lower temperatures.

4. 참고문헌
Ambrosia, M. S., Ha, M. Y., 2018, A molecular dynamics study of Wenzel state water droplets on anisotropic
surfaces, Computers & Fluids, 163, 1-6.Edzwald, J. K., 2010, Dissolved air flotation and me, Water
Research, 44(7), 2077-2106.
Edzwald, J. K., 2010, Dissolved air flotation and me, Water Research, 44(7), 2077-2106.
Lee, C.H., Ambrosia, M.S., 2016, Release of Oxygen from a Nano-sized Water Droplet Observed using
Molecular Dynamic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5(7), 927-935.
Phillips, J. C., Braun, R., Wang, W., Gumbart, J., Tajkhorshid, E., Villa, E., & Schulten, K. 2005, Scalable
molecular dynamics with NAMD, Journal of computational chemistry, 26(16), 1781-1802.
Soper, A. K. and Phillips, M. G. 1986, A new determination of the structure of water at 25 C, Chemical
Physics, 107(1),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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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정량분석법
문지선·오한빈1)
서강대학교 생체분자 질량분석 연구실,

1)

서강대학교 화학과

1. 서론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은 상온에서 증기압이 매우 높은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 VOCs는 생활화학제품,
포장재, 건축재, 토양 등 다양한 잔재물로 유입되거나 인위적으로 첨가되는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호흡기
질환, 알러지, 면역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기관들은 VOCs의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VOCs 물질별
기준치를 바탕으로 VOCs를 함유한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VOCs를 함유 제품이 다양
해지고, 제품 내 매트릭스가 다양해지면서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정량 분석법 역시 요구되고 있다. EPA에서는
GC/MS (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ry) 또는 HS-GC/MS (HeadSpace-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ry)를 분석기기로 사용하여 내부표준물법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자료 및 방법
HS-GC/MS를 이용하여 내부표준물법으로 총 26종의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의 정량을 수행한
다. 총 26종의 화합물은 구조 및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되었고, 6개의 동위원소로 치환된 내부표준물(총
6종)을 구매하였다. 총 26종의 혼합물은 Accu standard에서 구매되었으며, 이 혼합물은 다섯 농도로 희석되어
검정 용액으로 사용되었다. 생활화학제품 내 VOCs를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정량 분석하기 위하여, 대략 5 종
류의 생활화학 제품에 VOCs 혼합물을 첨가하고회수율을 얻어, 내부표준물과 각 물질들 간의 상관성 및 매트
릭스 효과에 대한 감응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총 26종의 혼합물 및 총 6종의 내부표준물을 분석하기 앞서 HS-GC/MS를 이용하여 20 종의 혼합물과 4 종
의 내부표준물을 첨가한 뒤 물질들의 크로마토그램, 질량분석 스펙트럼을 얻음으로써 VOCs 분석 조건을 평가
하였다. 분석 조건을 대략적으로 설정한 후 농도별 혼합물을 분석하여 선형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내부표준
물의 보정 여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4. 참고문헌
T.
P.
F.
O.
L.

C. Volce, Environ. Sci. Technol., 1993, 27, 709-713.
Perez-Hurtado et al, Rapid. Commun. Mass Spectrom., 2017, 31, 1947-1956.
Pelusio et at, J. Agric. Food Chem., 1995, 43, 2138-2143.
Ezquerro et al, J. Chromatogr. A, 2003, 999, 155-164.
A. Wallace et al, Atmosph. Environ., 1987, 21, 38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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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철을 이용한 과황산 활성화 반응에서 활성종에 대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반응성 증가에 대한 연구
권희원·김영훈
국립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과황산(persulfate, S2O82-)은 토양 내 높은 안정성으로 인하여 원위치화학적복원공법(ISCO)에서 펜톤산화법
의 한계를 개선하는 산화제로 평가된다. 과황산은 활성화반응을 통하여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는 활성종을 발
생시키며 유기오염물을 강력하게 분해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되는 활성종은 SO4-•이며, 용액의 pH에 따라
•
OH이 우점종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활성화법으로는 전이금속, 열, 자외선, 초음파, 높은 pH, 전자빔 등이
있으나, 토양 내에서 가용한 활성화제는 전이금속 뿐이며, 현장에서는 2가철이 사용된다. 이온상태인 2가철은
반응이 매우 급격하여 과황산의 과소모를 유도하며, 이에 킬레이트제를 함께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 영가철
(Fe0)의 경우 가장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활성화제로, 그 활성화 기작은 용출되는 2가철에 의한 것으로 평가
되며, 토양 내에서 2가철이 천천히 용출되므로 반응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관련연구
에서 영가철이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과황산 활성종에 낮은 반응성을 가지는 일부 유기물질의 반응속도가 향
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Zhao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영가철/과황산 반응이 다른 활성화법과
비교하여 반응성이 향상되는 메카니즘과 영가철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활성종인 SO4-•은 니트로(-NO2) 또는 카르보닐(C=O)기를 가지는 물질과는 낮은 반응성을 가진다(Tsitonak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나이트로벤젠(≥99%, ACS reagent)을 대상물질로 하여 과황산나트륨(≥98%,
Reagent grade)과 영가철(≥99%, Reagent grade)을 이용하여 활성화 반응을 유도하였다.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나이트로벤젠은 핵산으로 1:1 액/액 추출하여
GC/FID(7890A, Agilent)를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영가철 활성화법은 열적 활성화법과 비교하여 나이트로벤젠에 대하여 향상된 반응성을 보인다. 활성화 반응
과 유사한 조건에서 나이트로벤젠을 영가철과 반응시킨 경우 아닐린(C6H7N)으로 쉽게 환원되는 것이 확인되
었다. 환원상태인 아닐린은 과황산 활성종과 반응성이 높으므로 쉽게 분해가능하다. 즉, 나이트로벤젠의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영가철에 의한 산화종의 환원반응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상기된 할
로겐화 유기물의 반응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영가철은 과황산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난분해
성 물질의 반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과황산 활성화법의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적용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Tsitonaki, A., Petri, B., Crimi, M., Mosbk, H., Siegrist, R. L., Bjerg, P. L., 2010, In situ chemical oxidation
of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using persulfate: A review, Critical Review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40(1), 55-91.
Zhao, J.-Y., Zhang, Y.-B., Quan, X., Zhao, Y.-Z., 2010, Sodium peroxydisulfate activation by heat and Fe(II)
for the degradation of 4-CP, Huanjing Kexue/Environmental Science, 31(5), 123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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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정원의 원지
백지성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한국 전통정원의 원지는 정원의 전체적인 형태구성과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대체로 직선의 호안을 사용한 방형의 원지, 즉 방지(方池)로
써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원에 전통적으로 조성된 방형 원지의 형태적 근원에 대하여 개념
적인 접근과 디자인적 접근으로 고구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전통 한국정원으로 볼 수 있는 조선시대에 조영된 정원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역사적 사료
와 현장조사에 의한 측량도면을 자료로써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원지의 형태적 특징은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백제를
비롯한 고구려는 직선을 이용한 방형을 원지의 기본형으로 삼았는데 통일신라의 경우 자연스러운 곡선을 사용
하여 상이한 원지의 예를 보였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도 원지의 대부분이 방지로 조성되었다. 물론
원지 형태가 비정형적인 사례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정원의 원지 형태는 직선의 호
안을 사용한 방지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3.1. 원지의 개념적 형태
원지의 방형에 대한 배경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천원지방(天圓地方)은 우주 만물의 존재와 원리를 함축적으
로 나타낸 것으로 건축, 예술 등 다방면에 적용되었는데 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음과 양에 기초한 우주의 섭
리를 도형화하여 사각형 연못과 둥근 섬의 형태로 조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각형은 음을 나타내는 연못의 방지로 형상화하였으며, 양을 나타내는 원은 둥근 섬의 원도(圓島)로써 방
지원도를 완성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지를 살펴보면 방도(方島)를 포함하여 섬이 없는 원지가 과반수
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원지의 디자인적 형태
정원에 소재한 건축물은 중심적인 시설물로써 형태적으로는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
서 정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물의 형태인 사각형의 외곽선을 연장하는 세력선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평
행선을 기조로 하는 원지의 디자인이 성립되는 것이다.
원지가 정원의 중심적 존재인 건축물의 주변에 위치하여 정원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볼 때, 원지의 조
성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계설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 외곽선의 세력선과 평행
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건축물과의 거리를 설정하므로써 건축물과 관련성을 중시한 공간구성의 조화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과의 관계성을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세력선이 미치는 범위로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Baik, J., Kim, J. S., 2018, The Garden Ponds of Baekje and Asuk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27(2),
123-125.
Heo, K., 2002, Korea Garden, Dareunsesang Publishing Company, Seoul, 31, 57-58.
Jeong, D. O., Korea Garden, Minumsa Publishing Company, Seoul, 29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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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길시 공원 조성 현황과 개선안
이상걸, 조태동
강릉원주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연길시는 길림성 동부 연변현 중부에 있으며 길림성 연변주 자치주의 수도이고. 연변주의 정치경제 문화 및
외교의 중심지로서. 동북아 경제권 중심에 있다. 연길시 면적은 1748 km2이며 인구 는 약 541,000명이고 약
310,000명의 조선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57.0% 차지한다. 연길시는 매년 도시확산과 자동차 수
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96,000대에서 2018년 152,000대로 약 58%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배기 가스 배
출은 도시의 대기 질을 심각하게 저하 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서 공원조성이 요구되는데 연
길시에는 현재 시민을 대응한 공원이 한 개 조성되어 있다. HowNet Journal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공원은 문
화 유산 공원, 놀이 공원, 종합 공원, 커뮤니티공원 및 생태 공원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구
60000~90000명에 대응하여 1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 인민 공원이 공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개관하며 이를 근거로 향후 연길시 공원조성
확보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연길시에 대한 인문 및 자연환경과 공원조성 현황에 대하여 문헌고찰, 공원의 본래 기능 등에 대하여 조사
한다. 또한 현장조사 및 인터넷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원의 기능은 크게 환경보전적인 기능과 효용, 보건휴양적 기능 및 효용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길시는 현재
이상과 같은 공원의 기능에 대한 대응이 아주 미약하며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원조차 1개소로 한정되어
조성되어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HowNet Journal에서 인구 60000~90000명당 1개소의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
면 연길시는 적어도 6개소 정도의 공원이 조성되야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원의 부족에 따라 공원 본래
의 기능인 환경적 기능, 보건적 기능이 결여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길시민에 대응한 공원의 확
보는 물론이고 공원 본래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남아있다.

4. 참고문헌
1996, 2000, HowNet Journal.
2018년 연길시 교통 관리 연감.
환경과학회, 2009, 그린조경학, 148.
www.Baidu.com 연길시 기상청 공기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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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춘시 북호 (长春市 北湖）습지 공원에 대하여
표수, 조태동
강릉원주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 장춘시의 북호 습지 공원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공원은 장춘시의 남서
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 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2012년 7월 28일에 공식적으로 개장하였고 면적은 약 12
km²이며 공원조성비는 약 4800억원(중국위안화 약 30억원)이다.
장춘시의 연평균 기온은 4.6℃(2017년)이고 최고 기온은 40℃(1968년)이며, 최저 기온은 -36.5℃(1970년)를
보였다. 연간 강수량은 600-700 mm(2017년)를 보이며, 인구는 약 750만명（2017년)이다. 장춘시의 기후 특성
상 특히 겨울철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겨울은 11 월 초에 시작되어 명년4 월 초에 끝난다. 분 조사대상 지인
북해 습지 공원의 식생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공원의 주요 식물은 연꽃(Nelumbo nucifera Gaertn), 갈대(Phragmites australis), 단풍나무(Acer saccharum
Marsh), 버드나무(Salix babylonica）등 186종류이고 주요 수종은 버드나무이다.
공원 시설로써 주차장의 위치상 매우 문제가 있다. 공원입구까지 도보 약 1 km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데 노
약자와 어린아이 이용이 매우 불편하고 한편 입구로 향하는 곳에 고속도로를 통과해야하는 위험성도 내재 되
어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공원입구에 대부분 불법 주차하여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한편 인민 정부는 불
법주차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여 점차 이용률이 저하하거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원 내에 쓰레기통은 약 53개 설치되어있고 1일 청소는 2회 시행 하고 있다. 쓰레기통은 면적당 0.2 km²에
1개 설치되어있는데 쓰레기처리에 따른 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쓰레기 폐수에 따른 식물피해도 보여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장춘시 북호습지 공원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시민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북호습지공원의 개선안에 대한 기초조사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습지와 공원 등에 관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조사를 통하여 북호습지공원의 많은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주차장에서 공원입구까지 거리상 문
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이 되도록 주력해야하며 12 km²의 규모의 공원 일
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원내 쓰레기통은 전체적으로 수량의 증가가 요구되며 쓰레기 청소
도 1일 2회에서 1일 4회로 수를 증가시키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 해야한다.
또 쓰레기 폐수를 통한 식물 피해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Baidu백서북호습지공원소개https://baike.baidu.com/item/%E9%95%BF%E6%98%A5%E5%8C%97%E6%B9%
96%E5%9B%BD%E5%AE%B6%E6%B9%BF%E5%9C%B0%E5%85%AC%E5%9B%AD/7520181?fr=alad
din, 길림성, 2008, 장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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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 독도 특산식물과 일본 제국주의
임은영, 최병기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1. 서론
울릉도와 독도는 신생대 제3기에서 4기에 형성된 해양화산섬이다. 울릉도는 중앙에 위치한 성인봉(984 m)으
로부터 해안으로 대부분의 지형이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고유한 서식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크게 나뉘며, 여러 바위섬이 주변으로 산재해 있다. 두 섬 집단이 섬 형성 이후 한번도
육지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는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독특한 생물 서식환경을 형성하는데 이
바지 하였으며, 섬 크기에 비해 높은 특산종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산종 대부분의 발견과 학명
부여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식물발견과 명명 이후 한 세기가 흘러가는 동안 이들
학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또한 이들의 행위가 현재에 이르러 어떠
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울릉도와 독도는 1912년 岡本에 의해 森林狀況 및 樹木利用法 연구가 최초로 수행된 이후 연속적으로 이
루어진 이후 石戶, 中井, 吉岡, 森, 上田 山本, 植木 등의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특히 일본
대표적인 식물 대학자인 中井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식하는 특산식물의 분
포 특성과 함께 이들을 발견한 일본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하고, 각 사안들이 가지는 의미와 현재의 관점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울릉도 특산식물은 섬노루귀, 섬단풍나무, 섬현호색, 섬자리공, 울릉장구채, 섬피나무, 등 30여종에 이른다.
이들 종 가운데 takesima를 종소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은 선포아풀, 섬남성, 섬초롱꽃, 섬현삼, 섬광대수염,
섬바디 등 14분류군에 이른다. 학명을 부여한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며, 이들은 분명한 식민사관의 의도를 가지
고 학명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 식물보고서의 제목 대부분이 울릉도를 명기하고 있으며, 어
떠한 상황에서도 조선 또는 울릉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은 채 종 명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현 시대 영토 분쟁 문제로 국제법에서 우의를 가지고자 하는 독도를 지칭하는 명칭은 아닌 것으
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된 takesima를 가진 특산종 중 섬남성, 섬벚나무, 섬단풍나무, 섬꼬리풀 등의 식물은 최
소한 독도에 현재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조사 시에도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이
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과거 여러 행적을 바탕으로 독도의 영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사상과 학문적 욕구 아래 이루어졌던 신종 식물의 발견과 기록 연구는 독도가 takesima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본은 독도를 takesima로 인식하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사욕을 위한 작위적 활동으로 상황
을 모면하려 한다는 점이 드러난 다고도 볼 수 있다. 식물의 학명은 명명 이후 영속성을 지닌다. 식물명명규약
에 의해 결정된 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학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로인해 국제생물다양성보존조
약이나 CITES 등 다양한 국제법에서 이들 종은 영토와 함께 국가 간 소유권에 있어서 많은 분쟁요소가 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 종을 일본과의 공통종으로 고려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연구에서 이들 종에 대한 식
물 자원 가치가 확인된다면, 이는 또 다른 생물주권의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영토의 문제와 함께 이
들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에 봉착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 성실했던 일본식물학자의 식물명명이
현재의 일본에게는 감추고 싶은 과거로 인식될 것이다.

4. 참고문헌
이정, 2013,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1910-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Nakai, T., 1919, Report on the vegetation of the island Dagelet Island,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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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오염지역의 친환경적 토양복원을 위한 초화류
식물개발 및 현장적용
서경미·김소정·장한준·전광윤·조현정·양지·이재만·김원태1)·박재현2)·주진희·
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1. 서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폭설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설제로 염화나트륨
(NaCl)과 염화칼슘(CaCl2) 등 염화물계 제설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제설제가 물에 녹을 경우 가로수나 도
로변의 식물의 뿌리에 흡수되어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심지어 고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Fostad and
Pedersen, 1997). 또한 토양의 이온농도가 높아지면서 식물의 뿌리로부터 수분흡수를 방해하여 토양의 통기성
과 배수성도 떨어지게 된다(송근준, 2003). 현재까지 제설제 처리에 따른 식물의 생육과 생리적 연구가 이루어
져 왔지만 친환경적인 토양복원을 위한 초화류 식물개발 및 현장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설제 피해지역의 하부식생의 내염성과 제염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제설제 오염지역에서 염류저감
과 식생여과(biofilter)효과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2.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정문 기점의 가로변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반송의 황변정도를 전수조사
실시한 뒤 상, 중, 하 구역으로 제설제 피해지역을 구분하였다. 1차 실험으로 내염성에 강한 공시식물인 국화
과 3종 쑥부쟁이, 구절초, 산국, 벼과 3종 갈대, 수크령, 억새를 선정하여 각 20개씩 제설제 오염지역별로 현장
적용 식재하고, 내염효과와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대상지역에 하부 초화류 중 국화과인 쑥, 벼
과인 잔디와 강아지풀을 각각 20개씩 채취하여, 제설제 피해지역에 따른 식물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염류계
치환성양이온(K+, Ca2+, Na+, Mg2+)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현장 적용한 수종들에 대한 내염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차 초화류 식물개발 및 현장적용 실험에서 공시식물 6종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억새가 높은 생존율을 보
였으며, 국화과인 쑥부쟁이, 구절초, 산국은 생존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나 1차 현장적용 시 유래 없는 폭
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활착율이 매우 저조해, 추후 현장적용 Test-bed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
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설제 오염 지역에 하부 초화류의 염류계 치환성양이온을 분석한 결과 쑥이 다른 식물에 비해 확연하게 높
았으며, 특히 칼슘이온(Ca2+)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벼과식물인 강아지풀과 잔디는 쑥보다 낮은 수
치를 보이나 추후 좀 더 정밀한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참고문헌
송근준, 한심희, 하태주, 2003, 토양 중 NaCl 농도에 따른 느티나무의 생리적 특성 변화, 한국농림기상학회지,
5(3), 166-171.
Fostad, O., Pedersen, P. A., 1997, Vitality, variation and cause of decline of trees in Oslo center(Norway),
Journal of Arboriculture, 23, 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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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반송 황변정도에 따른 토양 및 식물체 내 염류이온의
계절별 변화
박제민·김희원·한정우·임영서·양지·이재만·김원태1)·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서론
최근 3년간 충주시의 적설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설제의 사용량이 급증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설제는 염화칼슘(CaCl2), 염화나트륨(NaCl)과 같은 염화물계가 주성분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염화칼슘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김영구, 2011). 하지만 이러한
염화물계 제설제는 토양에 집적될 경우 수목의 생육 및 생리적 반응이 억제되어 식물체 내 수분흡수를 제한하
며, 엽록소함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주진희 등 2016).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제설제와 가로수간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수고와 지하고가 높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식물체의 시료채취
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주시 가로변 가로수로 식재되었을 뿐 아니라 수고가 낮은
반송을 대상으로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른 토양 및 식물체 내 염류이온의 계절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범위 및 방법
연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충청북도 충주시 건대사거리부터 단호사까지의 가로변의 반송 식재
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제설제 피해정도의 분류는 반송의 전엽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황변정도를 기
준으로, SD (Serious Discoloration), ND (Normal Discoloration), WD (Weak Discoloration) 총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반송의 하부 토양 및 식물체를 시료의 채취 기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017)에 따라 채취하였
고, 봄, 여름, 가을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측정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의 산도(St3100, Ohaus,
Japan)와 전기전도도(3100C, Ohaus, Japan) 그리고 유도결합플라즈마(ICP OES-5300 DV, Perkin Elmer)로 염
화물계 치환성 양이온(Na+, Ca2+, Mg2+, K+)을 측정했다.

3. 결과 및 고찰
반송의 토양과 식물체의 산도와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SD지역이 가장 높았지만 세 구역의 차이는 미미
했다. 토양의 염화물계 치환성 양이온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가시적 황변정도와 유사하게 WD < ND < SD 순
으로 WD 지역에서 치환성 양이온양이 가장 낮게, SD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세 구역
에서 칼슘이온(Ca2+)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아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식물체의 치환성
양이온을 분석한 결과 가시적 황변정도에 따라 WD < ND < SD 순으로 토양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상지
의 식물체에서는 칼륨이온(K+)이 높게 측정되어 대부분의 제설제 성분이 뿌리에 축적되어 지상부에 이행된 제
설제 성분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변 가로수의 황변정도와 하부 토양은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제설제 피해정도가 심할수록 가로변의 토양 및 반송 식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김영구, 2011, 도로 제설제로서 염화나트륨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
석사학위 논문.
주진희, 박지연, 허혜, 이은엽, 현경학, 정종석, 최은영, 윤용한, 2016, 겨울철 염화칼슘(CaCl2) 처리에 따른 가
로변 3가지 상록 관목류의 생육 및 생리반응, 한국조경학회지, 44(2), 122-129.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2017, 시료의 채취 및 조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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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CaCl2) 처리농도에 따른 토양개량제와 벼과 3종의
염류 저감 상승효과
김언·김태현·박지환·이유진·양지·이재만·김원태1)·박재현2)·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1. 서론
눈으로 인한 도로나 가로변의 빙결 방지를 위해 제설제를 살포하는데, 그 성분에는 염화칼슘(CaCl2), 염화나
트륨(NaCl), 비염화물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염화칼슘을 주로 사
용하고 있다(신진호 등, 2001). 하지만 이러한 염화칼슘에는 염소이온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식물의 생장에 영
향을 끼치며, 농도 5%의 염화칼슘에서는 거의 모든 식물이 고사할 정도로 식물에 대한 피해가 크다(신승숙
등,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염화칼슘의 처리농도에 따른 갈대, 수크령, 억새 등 벼과 3종의 생육특성과 각
수종별 내염성 및 토양개량제의 제염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가로변 염해 피해지의 자생초화류 식재 시 수종선정
및 토양개량제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유리온실에서 실행하였다. 공시식물로
는 억새, 갈대, 수크령의 벼과 3종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원예용상토 외에 하이드로볼, 활성탄 2종류의 토양
개량제를 사용하였다. 실험구 조성은 염화칼슘 처리농도 비율에 따라 0 g/L(Control), 1 g/L, 2 g/L, 5 g/L,
10 g/L 총 5가지의 처리구로 구분하였다. 식물과 토양개량제의 염류저감 상승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ont.
(Plant), H.P (Hydrobol+Plant), AC.P (Active Carbon+Plant)로 조성하였다. 모든 실험구는 2주에 한 번씩 각각
처리구의 농도별로, 토양개량제 처리구는 염화칼슘 10 g/L 농도로 관수하였다. 식물생육은 초장, 엽장, 엽폭,
엽수 등을, 식물생리는 생체중·건조중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각 처리구별 토양 침출수로 토양 전기전도도
(EC), 토양 산도(pH), 염류성 치환성양이온 함량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억새, 갈대, 수크령 모두 염화칼슘 처리 농도에 따라 Cont.> 1 g/L > 2 g/L > 5 g/L > 10 g/L 순으로 생육이
양호하였으며, 수종별로는 갈대 > 수크령 > 억새 순으로 갈대가 가장 내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개
량제의 경우 H.P > AC.P > Cont. 순으로 하이드로볼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식물의 생육과 생리가 가장 양호하
였다.
전기전도도의 경우 염화칼슘의 농도처리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측정기간이 증가할수록 전
기전도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염류성 치환성양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염화칼슘의 농도가 높아질수
록 칼슘(Ca2+), 나트륨(Na+) 등의 이온농도가 증가하였으며, Cont. > AC.P > H.P 순으로, 하이드로볼이 염화칼
슘 저감효과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신승숙, 박상덕, 김호섭, 이규송, 2010,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가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환경공학
회지, 32(5), 487-498.
신진호, 허항록, 신정식, 김민영, 신재영, 2001,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16(4),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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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내 도시농업에서 해바라기 토마토 간 공영식재가
토마토의 생육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권민정·김준희·김한길·최종선·홍성진·양지·이재만·김원태1)·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서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증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
농업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열섬현상과 같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공
급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농업 및 옥상녹화가 최근 주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수준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와 견줄만하나(안철환, 2013), 높아
진 수요에 비해 효율적으로 용지를 이용한 경우가 드물며, 병해충 관리를 화학적인 약품들로 해결하며 환경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해충과 토양 및 용지를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공영식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생활 속 유휴공간인 옥상에서 현대인의 소비성향에 잘 맞아 생산과 소비가 높은 작물인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와 관상식물인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를 공영식재 식물로 선정하였다. 이
에 토마토의 생육 및 생산성을 탐색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식물의 식
재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복합실습동 건물 옥상에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구는 1.0 m(가로) × 1.0 m(세로) × 0.25 m(높이) 크기로 제작하였다. 공시식물로는 녹화지의 지속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호온성 식물이며, 조도와 광도가 강한 곳에서 잘 자라(김영희, 2004) 도시농업에 적합
한 식물인 토마토와 토마토의 지지대 역할과 토양 중금속 흡수에 효과적이며 심미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해
바라기로 선정하였다(토마토 T, 해바라기 S 약어 사용). 실험구는 식재비율에 따라 토마토 단일 식재(이하
TT), 토마토 : 해바라기 = 1 : 1 혼합식재(이하 T1S1), 토마토 : 해바라기 = 2 : 1 혼합식재(이하 T2S1), 토마토
: 해바라기 = 3 : 1 혼합식재(이하 T3S1), 해바라기 단일 식재(이하 SS) 등 5개의 실험구를 3반복으로 조성하
였다. 측정 항목으로는 식물생육(초장, 엽장, 엽폭, 엽수, 경경)과 생산성(생체중, 건조중, 열매 당도)을 측정하
였으며, 토마토 열매는 매월 마지막 주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 수확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토마토와 해바라기의 식재비율에 따른 생육측정 결과 단일식재가 모든 생육 항목에서 가장 저조한 값을 보
였고, T3S1에서 가장 우수한 생육상태를 나타내었다. 당도는 T3S1에서 가장 높았으며, 토마토 단일식재에서
가장 낮은 당도가 측정되었다. 이에 옥상녹화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해서 두 식용작물을 혼작할 때에는 토
마토 : 해바라기 = 3 : 1 혼합식재로 재배하는 것이 공영식물 식재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
단된다.

4. 참고문헌
김영희, 2004, 토마토의 품종과 재배에 관한 연구, 공학기술연구, 1-12.
안철환, 이강오, 박영주, 임성복, 김경일, 김인호, 임주호, 이보은, 윤인숙, 2013, 도시농업의 현황과 새로운시도,
도시정보, 377,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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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유형별 어린이공원의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및
관리를 위한 실증분석
박성준·김효진·김예지·한원준·최원준1)·김정호2)·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학부생,
2)
건국대학교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

1. 서론
과도한 인구밀집과 도시화로 도시공원 내의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 공간이 되고 있다(김
석진과 박미량, 2013). 또한 최근 어린이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 공원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 근린공원이나 소공원들의 경우 범죄예방설계(CPTED)
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어린이공원의 경우 연구가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주변 환경에 영
향을 받는 범죄예방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연구의 진행 또한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설계 연구가 부족한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주변환경요인인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범죄예방설계의 이용자 평가와 인식조사 통해 어린이 공원의 범죄예방설계의 적용 및 관리를 위
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충청북도 충주시 내 어린이공원 30개소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상업지역으로 구분되는 공원인 12곳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이용자평가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 진행하였다. 체크리스
트는 정량적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이용자 평가는 CPTED 원리를 중심으로 리커트척도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
였다. 현장평가의 경우 빈도분석을 통해 공원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의 경우 각 CPTED 원리
에 따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어린이 공원의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주거지역에서 자연적 감시가 다소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상업대비 높은 값으로 분석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접근통제 또한 자연적 감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정 항목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용성의 경우 주거와 상업, 주거상업지역 모두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지관리
는 주거지역에서 월등하게 높았으며, 주거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 공원의 CPTED 원리의 중요도와 이용자평가의 설문결과 모든 지역에서 자연적 감시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자평가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상업지역 순으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
답하였다. 접근통제의 경우 상업지역에서 접근통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용자평가의 경우
주거역지, 주거상업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접근통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활용성은 주거상업지역에
서 중요도가 높았다. 이용자 평가에서는 주거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응답하였
다. 유지관리 또한 주거상업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주거지역, 주거상업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김석진, 박미량, 2013, CPTED관점에서 안전한 공원 조성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3), 1336-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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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도심 관통도로의 토지이용유형별 이온지수 평가
최승용·김관무·태인석·홍진혁·윤지훈1)·김정호2)·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불투수면의 증가와, 자연피복면의 면적이 상당히 감소하면
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서 인간은 건강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이현진, 2018).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시환경문제에서 사람에게 이롭다고 하는 건강이온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용한 등, 2012). 기존의 연구에서 토지피복유형에 따른 기상이나, 도로조건 및 도심 가로수와 가로녹지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도시 내 토지이용에 관한 용도지역별 기상과 도시 내 도로 및 용도지
역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도로변의 토지이용의
용도지역별 기상특성과 양이온, 음이온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도시 용도지역별 기상특성 및 이온지수를 고려
한 친환경 도시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도시 도로변의 토지이용 유형별 이온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대상지는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
퍼스 사거리부터 충주시청 사거리까지 관통도로 매 100 m마다 측정하였다. 토지이용 유형 구분은 일반상업지
역, 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측정지점은 대상지 관통도로 4.1 km 구간을 교차로 및 100 m 간격으로 총 44개의 측정지점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열선풍속계(TSI-9545)와 순복사계(NR-LITE2), 일사계(LP02), 그리고 음이온측정기(Com-3600F)를
사용하여 기상특성과 공기이온을 측정지점마다 5반복 조사하였고, 이온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시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 시점과 종점의 시간을 활용하여 보정식을 사용하였고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날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지점 기상환경의 평균기온 분석결과 생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습도는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일사량은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생산녹
지지역, 순복사량은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녹지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공기이온의 경우, 음이온
발생량은 생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났고, 이는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결과로 사
료되었다. 양이온 발생량은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으로 나타났고, 도심지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온지수 분석결과 생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으로 나타났다.
음이온 발생량과 이온지수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비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기상특성 중 음이온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정량적 평가 및 현장적용에 따른 모니터
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윤용한, 오득균, 김정호, 2012,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여름철 도시생태 특성별 음이온 분포 및 상관성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1), 51-62.
이현진, 이동근, 김보미, 2018, 도로와의 거리에 따른 도시 근린공원의 음이온 농도 분포차이 : 서울시 양재 시
민의 숲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7(2), 152-169.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사업임(NRF-2017R1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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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형 공원의 지형구조와 식생구조에 따른 이온지수 평가
구태영·김한결·문원정·조은채·이상훈1)·오득균2)·윤용한3)·김정호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 서론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과 같은 녹지는 도시기온 저감, 대기오염의 완화, 바람길 형성 등 환경위해성을 완
화시키는 중요한 공간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 있다(김정호 등, 2015). 또한, 녹지조성형태에 따른
연구(오득균, 2017) 등 녹지에서의 기상과 음이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측정지점에 대한 주
관성을 배제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격자 그리드를 형성하여 산지형 공원의 지형구조와 식생구조를 구분하고, 기상요소와
이온지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산지형 공원 재조성 시 이용자들의 건강성을 고려한 조성
방안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 공원을 대상으로 측정기간은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시
간대는 10시부터 15시까지 진행하였다. 40 × 40 (m) 격자 그리드를 형성하여, 총 80개의 측정지점을 선정하였
다. 각 지점마다 지형구조는 계곡부(V, Valley), 능선부(R, Ridge), 사면부(S, Slope), 층위구조(단층, 다층, 초지,
나지), 식생유형(자생종 침엽수, 자생종 활엽수, 외래종 침엽수, 외래종 활엽수)으로 1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
으며, 지점마다 기상요소(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 복사량)와 이온지수(양이온, 음이온)를 각각 5반복 측
정하였다.
지면으로부터 1.5 m 높이에서 이동측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측정한 데이터간의 유의성을 도출하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DMRT를 실시하여 유형간 평균차를 검증하였다. 항목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형별 기상요소에서 기온의 경우 사면부 나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계곡부 단층 자생종 활엽수가 가장 낮았
다. 상대습도는 사면부 다층 자생종 침엽수에서 가장 높았으며, 능선부 초지가 가장 낮았다. 일사량은 능선부
나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면부 단층 자생종 침엽수에서 가장 낮았다. 복사량은 사면부 나지에서 가장 높았으
며, 사면부 단층에서 가장 낮았다.
유형별 이온지수에서 양이온의 경우 계곡부 나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계곡부 다층 활엽수에서 가장 낮았다.
음이온의 경우 계곡부 다층 자생종 침엽수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면부 나지에서 가장 낮았다. 이온지수로 분석
결과 계곡부 다층 자생종 침엽수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면부 나지에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형 공원의 지형구조와 식생구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상요소와 이온지수를 분석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 여름철에 측정을 실시하여 계절변화에 따른 이온지수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차후 계절변화에 따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 참고문헌
김정호, 오득균, 운용한, 2015, 여름철 도심지 내 대규모 공원녹지의 식재유형에 따른 음이온 발생량 비교분석
– 서울시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6(6), 19-33.
오득균, 2017, 녹지조성형태에 따른 기상변화와 음이온 발생량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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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린공원의 구조별 특성에 따른 기상 요소가 기온 저감에
미치는 영향
송상현·권동현·신용진·유나윤·박성록1)·김정호2)·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도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도시화 및 산업화를 진행함에 따라 도시
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대
응 가능한 지역으로서 도시 내 유일한 면적 녹지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황소영, 2017). 이에 따라 도시녹지의 기온 저감이 그 주변 도심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윤용한 외,
2000)가 다수 진행되어왔으나, 녹지의 피복유형과 식재거리에 따른 내부의 기온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내 근린공원의 토지피복유형 및 식재거리별 기상요소와 열환경요소를 측
정하여 근린공원 조성 시 기후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교현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지 측정 지점은 공원을 중심
으로 사방위(동, 서, 남, 북)의 15 m 지점마다 측정을 하였다. 공원 내부는 토지피복유형, 식재거리별(2m 이상,
1∼2 m, 1 m이하) 측정지점을 구분한 20곳, 외부는 주택가, 도로변, 주차장, 학교, 나지로 구분한 측정지점 28
곳으로 구분하였다. 각 측정지점마다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 복사량을 각각 5반복 측정하였고 동시에
WBGT를 측정하여 열환경을 분석하였다. 측정기간은 7월로 기상환경이 악화되는 날을 제외하고 진행하였으
며, 측정시간대는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목 식재현황은 교목으로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산수유나무, 팥배나무, 수양버드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등
136주가 생육하고 있고 관목으로는 배초향, 좀작살나무 등 246주가 생육하고 있다. 주로 자작나무가 우점하고
있고 관목류 중에서는 배초향의 식재 면적이 가장 넓게 관찰되었다.
공원의 피복유형별 측정결과는 기온측면에서 나지 > 관목 > 습지 > 교목 순으로 측정되었고, 상대습도는 교
목 > 관목 > 습지 > 나지로 측정되었다. 일사량은 나지 > 습지 > 관목 > 교목으로 나타났고, 복사량은 나지
> 습지 > 관목 > 교목으로 측정 되었다. WBGT 보정값은 습지 > 나지 > 관목 > 교목 순으로 측정되었다. 식
재거리별 측정결과는 기온은 2 m 이상 > 1~2 m > 1 m이하, 상대습도는 1 m 이하 > 1~2 m > 2 m로 나타났
다. 일사량은 2 m 이상 > 1 m 이하 > 1~2 m, 복사량은 2 m 이상 > 1~2 m > 1 m로 나타났다. WBGT 보정값
은 2 m 이상 > 1~2 m > 1 m이하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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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우점림의 개체군 동태와 천이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안승원ㆍ채수천ㆍ강희경ㆍ최효길ㆍ조용구1)ㆍ김재윤1)ㆍ장명준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수목의 생태계는 온도, 강수량, 토양형 그리고 국지적, 지리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유지되며 각각의 입지
(niche)에 개체군을 형성하여 분포한다(김종원, 2004 녹지생태학, 21-36). 일반적으로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
하는 계곡림은 주로 강수의 침식에 영향을 받은 V자형과 빙하에 의해 현성된 U자형 사면으로 구분되며, 극동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은 V자형 계곡림으로 형성되어 있다(Begon 등, 1986 Ecology). 본 연구는 V자형 계곡림
에 우점하는 극상 종(Fraxinus spaethiana Lingelsh.)과 선구 종(Pterocarya rhoifolia Sieb. Et Zucc.)의 공간적ㆍ
시간적 개체군 동태와 계곡림의 천이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4절로 구분하여 고찰하
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연구 목적과 F. platypoda와 P. rhoifolia 혼합 우점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계곡림의 산림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미기후 및 토양 특성은 계곡림의 유지관리와 천이
과정에 대한 재생산에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절, Fraxinus spaethiana와 P. rhoifolia 혼합 우점림의 계곡림의 분포 패턴과 고도(해발), 방위각, 경사각,
토양형 등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계곡림의 특정 환경요인, 즉 경사각 및 토양 유형에 의존하여 우점하는
기작을 해명하였다.
제3절, Fraxinus spaethiana와 P. rhoifolia 혼합 우점림의 유지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관의 각 층별 종 조
성과 수직적 구조, 그리고 F. spaethiana는 내음성이 P. rhoifolia보다 강하며, 생태학적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는 것을 고찰하였다. Pterocarya rhoifolia 치주는 V 자형 골짜기의 Gap에서 나타나며, F. spaethiana 치주는
Gap이 없는 임분에서도 우점하고 있다. 이 결과는 지형(임관)의 교란에 의한 Gap의 크기와 빈도가 두 종의 갱
신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4절, Fraxinus spaethiana와 P. rhoifolia 혼합 우점림이 유지되고 있는 특성으로 2종에 대한 내음성과 신장
생장을 시험ㆍ분석하여 고찰하였다. Fraxinus spaethiana와 P. rhoifolia 혼합 우점림은 계곡의 가파른 경사면에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경사면의 붕괴와 침식과 같은 지형학적 교란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각 종의 개체군 밀
도는 교란의 강도와 빈도에 영향을 받으며 개체군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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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렐라 시비가 들깻잎 생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안승원ㆍ이재면ㆍ박예근ㆍ안갑선ㆍ김조훈ㆍ홍금선ㆍ서윤경ㆍ정유섭ㆍ조용구1)ㆍ김재윤1)ㆍ
장명준1)ㆍ임덕재2)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2)

금산군농업기술센터

1. 서 론
들깨(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ssk.) Hara)는 꿀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향약집성방』에는
임자(荏子) 또는 수임자(水荏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위키백과, 2017). 원산지는 인도, 중국으로 알려져 있
다. 직접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길러서 재배하는데 5월에 파종, 6~7월에 이식, 9월에 수확한다(식품과학기술대
사전, 2008). 우리나라의 클로렐라 농업적 이용의 주요현황(농촌진흥청, 2015)은 충북 단양군, 경남 산청군에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주로사과, 딸기를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남 화순군에서는 친환경 벼재
배시 발생하는 잡초를 방제하여 벼 생육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 클로렐라(C. pyrenoidosa) 대
량배양 후 배양여액을 이용하여 토마토를 수경 재배하였을 때 수량이 증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금산군 특산작목인 들깨를 대상으로 클로렐라를 활용한 농업이 들깻잎 생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탐구하고
그 결과 및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쌈채소 들깻잎의 클로렐라 시험재배는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일원(N 36° 23′ 58", E 127° 51′36", H 156 m)
에서 규모가 각각 길이 80 m, 폭 13 m의 터널형 PE하우스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구별 시비 종
류와 처리방법은 무처리구(대조구)는 농촌진흥청의 깻잎용 들깨재배 방법(RDA, 2016)에 따라 처리 하였으며,
요소비료 시험구는 500배액과 1000배액을 각각 5일 간격으로 엽면살포하였다(표 3). 클로렐라 시험구는 100배
액, 250배액, 500배액, 1000배액을 각각 5일 간격으로 엽면살포 하였으며, 그리고 전 클로렐라 시험구에는 10
일 간격으로 클로렐라 500배액을 관주하여 조사하였다(표 3). A동은 들깻잎 정식 5일 후부터, 그리고 B동은
들깻잎 파종 5일 후부터 시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평균초장 60.5 cm A동 실험포장과 47.2 cm B동 실험포장에서 각각16개체의 절간생장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줄기를 들깻잎 수확 후와 수확 전으로 구분하여 절간길이를 측정하였다. 그림 4, 5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들깻잎 재배농가에서는 줄기 최상부 엽폭의 길이가 10~12 cm 정도 성장하면 수확하며, 아래
줄기에서 발생하는 맹아는 완전히 제거하여 주는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본 재배방법에 의한 들깻잎 생장,
즉 1차 생산은 최상부의 잎과 줄기에서의 광합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단에서 세포가 분열하여 엽장 폭이
10~12 cm로 전개(비대생장)하면 수확을 한다. 들깻잎 재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쌈채소의 생산으로 적당한
크기와 향과 맛, 식감 등을 우선하며 생산하는 기술로, 들깻잎 재배농가에 따라 수확하는 시기 등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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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의 탐방객 환경태도 분석
한재경·우형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1. 서론
경주국립공원은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불국사, 석굴암, 감은사지 등의 국가지정문화재가 51개가 위치
하고 있어 다른 국립공원보다 문화재와 자연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관리 정책의 기조인 보전과 이
용의 조화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탐방객의 환경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주국립공원은 토
함산지구, 남산지구,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대본지구,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로 총 8개의 지구가 흩
어져있어 탐방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자연보전을 위해서는 지구별 탐방객의 특성과 환경태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경주국립공원의 생물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Lee et al., 2015)이며 탐방
객의 환경태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주국립공원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탐방객
의 방문이 많은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의 탐방객의 특성과 환경태도를 분석하여 경주국립공원의 보호 정책과
탐방객 관리 전략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경주국립공원 현장조사에 적합한 측정도구로 Short form 환경 태도 설문지(Woo, 2003)를 채택하였다. 설문
문항은 환경 중심적 태도(4문항)와 인간 중심적 태도(4문항)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7일에 토함산지구(등산로, 불국사)와 남산지구(등산로, 포석정) 내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50부를 배부하여 140부를 회수하였으며 유효 설문지 132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
인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ANOVA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탐방객의 성별은 남성(49.2%)과 여성(50.8%)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20대(25.8%), 10대(19.7%), 50
대(18.2%) 순으로 많았으며 탐방객의 직업은 학생(30.3%)이 가장 많았다. 경주국립공원은 사적형 국립공원으
로 문화재 답사 등의 교육적 이유로 학생의 방문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탐방객의 성별, 연령, 직업에 따
른 환경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 탐방객의 환경태도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남산지구 탐방객의 환경태도(M=3.96)가 토함산지구 탐방객의 환경태도(M=3.7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54, p<0.05). 이는 토함산 지구의 유명 문화재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찾는 문화 탐방객
(Lee et al., 2015)과 남산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려는 탐방객의 차이 때문이다. 탐방지구 내의 조사 장소에 따른
탐방객의 환경태도에 대한 ANOVA 결과, 불국사(M=3.70)와 포석정(M=4.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고 토함산과 남산의 등산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380, p<0.05). 국립공원의 지구와 장소별 탐방
객의 환경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함산지구의 경우 관광지라는 인식보다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에 국한된 조사이지만 추후 경주국립공원의 다른 지구의 탐방객의 환경태도를 연속
으로 조사하여 8개 지구의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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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by the characteristic of districts in Gyeongju National Park.
Woo, H. T., 2003,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ttitude scale for Kore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12, 76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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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 다기능
미생물제제 개발에 관한 연구
류성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 서론
최근 우리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생물농약의 개발과 보급이다. 식물병해를 방제하
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유기합성 농약을 기초로 한 화학방제 시스템이 주가되어 왔으나 농약의 오남용, 독성,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약제내성의 출현 등에 이한 약효감소 등의 부작용이 증가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식물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생장 촉진 및 화학농약 분해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지닌 미생물 소재를 발굴하고, 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환경 친화적 다
기능 미생물제제 개발을 위한 배양 조건 확립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춘 친화경농자재 및 생물농약의 소재
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미생물제제의 단점을 해결하고 활성이 뛰어나고 스펙트
럼이 광범위한 우수한 다기능성 미생물제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지역 작물별 질병현황과 화학농약 사용 현황에 대해 문헌을 이용하여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물생장촉진, 화학농약 분해 등 우수한 토착미생물 자원을 탐색
및 확보하여 Library를 작성하였다. 선발된 미생물의 특성을 조사하여 미생물자원 라이브러리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화용 미생물자원 data base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수한 환경 친화적 다기능성 미생물을
대상으로 신규성 규명하고자 한다. 신규성 규명은 배양적, 생리․생화학적 방법과 분자계통학적 분류를 통해 신
규성을 규명할 것이다. 선발된 우수한 미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다기능성 미생물제제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고
미생물제제의 활성 검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실 및 현장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토착 미생물의 분리세균의 분리는 연속희석법에 의해 희석을 한 후 평판배양법을 이용하여 R2A배지와 NA
고체배지에서 배양을 하였다. NA 배지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기준량의 1/5 만을 첨가하여 배지를 제조
하여 사용하였다. 배양 된 세균은 colony 모양, 색깔, 크기, 생장속도를 비교하여 대표 colony를 선정한 후 단
일 colony를 확인 할 때까지 계대배양하여 순수 분리하였다. 분리된 집락은 고체배지에 3회 반복 배양하여 단
일 균주 32 종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20% glycerol 용액에 현탁하여 –70℃에 보관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환경 친화적 다기능 미생물 제제 개발 목적으로 전분, 단백질, 섬유소, 난용성 인산염에 대한
분해능과 Auxin 생성, siderophore 생산, 진균에 대한 길항성을 조사하였다. 6지역 토양 시료로부터 총 212 균
주를 분리하였고 분리된 균주 대상으로 기능성을 탐색한 결과 120 균주 중 70개의 균주가 적어도 2가지 이상
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08 균주는 전분, 단백질, 셀룰로오스, 난용성 인산염 분해능
뿐만 아니라 siderophore 생산하고 진균에 대하여 길항 능력 우수한 균주로 다기능성 균주로 확인되었다.

4. 참고문헌
Kim, Y. S., Lee, M. S., Yeom, J. H., Song, J. G., Lee, I. K., Yun, B. S., 2011, The Korean Journal of
Mycology, 39(2), 126-130.
Lee, S. J., Lee, S. E., Seul, K. J., Park, S. H., Ghim, S. Y., 2006, Plant grouwth-promoting capabilities of
diazotrophs from wild gramineous crops. Kor. J. Microbiol. Biotechnol, 34(1),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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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 맥류 주산지역 토양 및 논물특성과 조류(algae) 발생
조사
배희수·장현수·최인배·안승현·윤종탁·김욱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1. 서론
최근 여름철 고온 및 강수량 부족은 논에서의 조류(algae)가 번성하기 알맞은 조건이다. 특히 벼-맥류 이모작
논의 경우 벼 단작에 비해 투입되는 양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앙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온조건으로 조
류 대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린모 이앙 후 초기 조류의 다발생은 벼의 분얼을
억제하고 제초제의 확산이 저해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모작 논에서 이앙
시기인 조류발생원인 분석과 발생현황 조사를 통한 농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재료 및 방법
벼 이앙시기별 논물의 조류발생양상과 토양 및 수질 분석을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6∼7월에
2회에 걸쳐 전남북 맥류 주산지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논물과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N, P 등 양분함량과 화학성을 분석하였고 논물을 이용하여 조류 발생종 조사와 조류발생량의 생물학적 지표
인 클로로필-a함량을 조사하였다. 기상자료 분석은 지역별 기상대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량 연대별 강우발생
패턴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남북 맥류 이모작 지역의 논물에서 조류 발생양상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분석한결과 발생종수
는 년차간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주로 녹조류와 규조류가 주를 이루었다. 논물의 수질 차이는 벼 단작에 비해
맥류 이모작 논에서 T-P, TOC, COD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토양화학성에서는 이모작 논에서 pH와 유효인산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조류발생량의 생물학적 지표인 클로로필-a함량은 논물의 TOC, COD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토양 화학성과는 큰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앙시기인 6월의 강우량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최근 10년간 강우량은 2010년 이전을 기준으로 약 50%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이앙시기의
강우량 감소 또한 녹조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

<2017>

Fig. 1. Distribution of the algae in the rice-winter cereal crops double cropping system by two years.

4. 참고문헌
Lee, H. K., Park, J. E., Ryu, G. H., Lee, J. O., Park, Y. S., 1993, Fresh-water Algae Occurred in Paddy Rice
Fields Ⅵ. Ecology of Suspensible Green Algae and Soil-flakes and Their Chemical Control.
Weed&Turfgrass Science, 13(2), 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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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탐방객의 이용·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재경·우형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1. 서론
경주국립공원은 불국사, 석굴암 등 주요문화재를 중심으로 남산, 토함산 등의 8개 지구로 분산되어있다. 경
주국립공원의 연간 총 탐방객 수는 274만여 명으로(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
고 있다. 경주국립공원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요소에 대한 탐방객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국립공원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국립공원의 탐방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는 다수 있으나
(Seo et al, 2002) 국립공원 보호에 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보호, 탐방, 편의 요소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보호와 관리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장소는 경주국립공원지구 중 탐방객의 방문이 가장 많은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8년 8월 17일에 경주국립공원 탐방지구 내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여 140부를 회수하였으며 유효 설문지 132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보호, 탐방, 편의에 관한 항목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각 1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T-test,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ISA분석 결과, 높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우선시정 문항은 ‘생태계보호’, ‘야생동식물 보호’, ‘탐방
객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노인 또는 장애인 탐방시설’이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가야산국립공원 연구
에서 탐방객은 편의와 이용에 관한 문항들만 우선시정이 필요(Han, 2017)하다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경주국
립공원은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에 따라 환경과 탐
방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으며, 개별 국립공원 단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우
선순위가 낮은 문항은 ‘해설 프로그램’, ‘탐방지원센터’, ‘농산물 판매 행위’이다. 대부분의 해설 프로그램은 일
정 인원이 모집되어야 진행하기 때문에 단체 탐방객이 아니라면 이용이 제한적이다. 과잉노력 문항은 ‘탐방로
설치 및 관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이다. 경주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탐방
객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점현상유지
문항은 ‘자연환경과 인공시설의 조화’, ‘자연경관 보호’, ‘사찰/문화재 관리’, ‘교통 및 주차장 시설’,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 ‘전반적인 탐방 분위기’이다. 각 문항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
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그 결과 14개의 문항의 만족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았다(p<0.000). ‘농산물 판매 행위’
는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주국립공원은 탐방로와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야생동식물과 생태계
를 보호할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4. 참고문헌
Han, J. G., 2017, A comparison of environmental attitude between interest groups and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n Gayasan National Park, MS., Daegu Catholic univ.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 http://www.knps.or.kr/front/portal/stats/statsList.do?menuNo=7070020.
Seo, E. C., Sim, K. W., Lee, J. K., 2002, A study o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National Park
facilities management based on visitor characteristics, J. Kor. Inst. For. Rec., 6, 63-71.

- 210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PD5)

대하천 수서환경 변화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특성 연구
송행섭·변진수1)·오현석1)·홍성민1)·이영임1)·박정호1)·곽인실2)·주기재3)·이황구4)·
전태수5)·김호준6)
강원대학교 에코환경과학과, 1)㈜코리아에코웍스, 2)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과, 3)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4)
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 5)생태와 미래 지식인 협동조합, 6)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융합연구원

1. 서론
최근 각종 하천사업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환경 변화로 이취미 및 녹조의 번성과 특정 저서성 대형무
척추동물인 실지렁이, 깔따구, 큰빗이끼벌레 등의 대발생으로 생태계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물을 이
용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생물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한 대책수립이 필요
한 실정이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하천 및 호소의 저질층에 서식하며 하천 먹이사슬의 1차 소비자 영양
단계를 점하고 유기물 오염을 반영하는 지표종으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거나 퇴적물 오염과 같은 서식지의 교란이 나타날 경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여 종수와 개체수의 분포 등 군집구조의 차이가 뚜렷하게 변화하여 중요한 생물학적 지표로서 이용된다. 본
연구는 대하천(4대강) 사업 후 수변부 저질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분포를 파악하고 대발
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향후 이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조사대상지는 최근 대발생 지점, 수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포보(한강), 세종보(금강), 죽산보
(영산강), 강정고령보·달성보(낙동강)를 선정하였으며, 각 보별 5개 지점을 조사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기법” 등을 준용하였으며, 환
경인자와의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수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는 2018년 3월 ~ 6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하였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6월에는 2회 조사하여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보별 5개 지점의 평균 수온 17.1 ~ 20.2℃, 용존산소 8.6 ~ 10.1 mg/L, pH 6.4 ~ 9.6(범위), 전기전도도 235.1
~ 380.0 μS/cm, 탁도 4.4 ~ 13.8 FTU, T-N 5.338 ~ 6.113 mg/L, T-P 0.039 ~ 0.139 mg/L, TOC 2.6 ~ 4.0
mg/L, DOC 2.3 ~ 4.0 mg/L, Chl-a 8.6 ~ 25.6 mg/m3의 분포를 보여 급격한 수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유속은 보별 평균 0.008 ~ 0.015 m/s로 일부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점에서 흐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별 퇴적토 깊이 평균은 24.5 ~ 45.8 cm으로 대상지 모두 방류에 따른 하상변동의 영향은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분포는 5개 보에서 총 5문 9강 25목 70과 149종 13,892개체/m2가 채집되었으며,
이포보와 세종보에서 가장 많은 종수(93종), 죽산보에서 가장 적은 종수(44종)가 채집되었다. 개체수는 이포보
(2,931 ind./m2)에서 가장 많았으며, 강정고령보(1,550 ind./m2)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집구조는
이포보가 가장 양호했으며, 죽산보가 가장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시기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
척추동물의 개체수 분포 양상은 적었으며, 이포보에서 3월 조사시 개체수(평균 310 ind./m2)가 가장 많았고, 감
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특정종의 대발생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하절기 수온상승과 수문개방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함께 방류에 의한 수체의 급격한 이동 및 유속 발생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행한 “대하천 이상증식생물 발생 원인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
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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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공간정보 기반의 토양 염농도 분포 특성
김영주·류진희1)·오양열1)·이수환1)·이정태1)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1)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1. 서론
우리나라 간척지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논으로 조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농업용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의 종합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경지도 밭이나 논밭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정부에서
는 농경지의 확보를 위하여 간척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서남해안에 간척지가 65,000 ha이며, 40,000 ha의 새
만금 지구도 내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단위 간척종합 개발 사업으로 국토의
확장과 더불어 수자원 개발 및 농업용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 간척지 내
부개발계획 28,300 ha 중 8,570 ha(30.3%)가 농업용지로 조성되며, 농지이용계획 완료기간이 2030년에서 2020
년으로 앞당겨져 점진적으로 작물재배가 시작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간척지는 염분농도와 pH가 높고 유
기물 및 점토 함량이 적어서 염기성 치환용량이 적고, Na 및 Mg의 함량이 많은 반면에 Ca 함량이 적어 답리
작 작물의 생육이 어렵다. 또한, 신간척지는 토양입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위가 높아서 배수가 불
량하며 밭 상태에서는 수분이 증발할 때 염분이 토양표면에서 집적되므로 제염이 되지 않은 간척 초기에는 수
도작 재배만 가능하다. 간척지에서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먼저 염농도의 수직적, 수평적인 공간적 분포도
와 변이성 파악이 중요하며 간척지 토양은 공간적인 변이가 다양하게 분포하며 지점별로 작물 생육도 현저히
달라진다(Jung et al., 2003).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새만금 광활간척지를 대상으로 토양 특성별 공간적 염농도의 분포와 경시적인 염농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광활간척지 1,090 ha를 대상으로 GPS를 이용하여 200 m 간격으로 시료 채취지점 298 지점
을 선정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양 표토 (0~20 cm)와 심토 (20~40 cm)로 구분하여 토양 시료를 채취하
여 분석하였다. 간척지 토양의 염농도의 공간적 특성과 경시적인 변화 특성의 분석을 위한 분석 항목은 EC,
pH, 수용성 및 치환성 양이온 분석을 통하여 SAR 및 ESP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토양 염농도의 수준을 알
기위한 척도로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e)를 사용하였다. 한편, 광활간척지의 토양 염농도의 공
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Arcview 3.1(GIS software)를 이용하여 공간적 분포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통
계 처리는 R (version, 3.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새만금 광활간척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양 염농도의 경시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간의 경시적
변화에 따라 토양 염농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2014년 조사지역의 69%인 756ha의 면적이
0.3% 이하의 염농도를 나타내었으며, 2015년도 조사지역의 84%가 0.3% 이하로 낮았으며, 염농도 0.5% 이상
의 고염지역은 11%를 나타내었다. 한편, 2016년도 조사지역 염농도가 0.3% 이하의 면적은 992 ha(91%), 1.0%
이상은 65 ha(6%)를 나타내었다. 한편, 광활간척지의 토양의 이화학성을 분석하여 토양 ESP(Exchangeable
sodium ratio;교환성나트륨비)와 SAR(Sodium Adsorption Ratio;나트륨흡착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SAR과 ESP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Na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로 토양 중 염류가 집적되게 되면 토양수의 삼투압이 증가하여 물의 흡수를 저해하여 이에 따르는 양분의 흡
수가 저해되어 토양의 분산을 일으키게 되어 팽윤성이 커지고 토양의 물리성을 나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
로 작물 재배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참고문헌
Jung, Y. S., Lee, W. H., Joo, J. H., Yu, I. H., Shin, W. S., Ahn, Y., Yoo, S. H., 2003, Use of Electromagnetic
Inductance for Salinity Measurement in Reclaimed Saline Land, Korean J. Soil Sci. Fert., 36(2), 57-65.
NIAST, 2000, Methods of Soil Crop Plant Analysis.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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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저온 및 일조부족시 피해경감제 처리 효과
이희주·이진형·이상규1)·김성겸·안세웅·이희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1)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1. 서론
지구의 온도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도상승과 더불어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추는 각종 양념에 필수적으로
사용(3.4kg/인/년)되고 있어 공급량 부족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적 생산이 중요하
다. 그러나 고추가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상 발생시 피해가 심하다. 따라서 본
실험은 고추재배시 갑작스런 저온과 일조부족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슈퍼마니따’(Capsicum annum L. cv. ‘Super Manita’, Nongwoo
Bio Co., Suwon, Korea) 고추를 사용하여 2월 9일 72구 플러그트레이에 시판 경량상토를 채운 후 파종하였다.
정식은 4월 19일에 직경 12 cm, 높이 45 cm 크기인 화분에 하였고, 첨단 이상기상연구동 시설내에서 저온처
리 후 비가림하우스에서 일조부족 조건을 처리하였다. 저온조건은 낮온도 12℃, 밤온도 9℃로 설정하여 3일
동안 처리하였고, 일조부족 조건은 자연광 조건을 기준으로 무차광, 30% 차광, 60% 차광조건으로 처리하였다.
저온조건과 일조부족조건 처리 후 피해경감물질을 처리하였는데, Glutamic acid 2농도(2.5 mM, 5 mM),
Salicylic acid 2농도(1 mM, 2 mM), Brassinosteroids 2농도(50 nM, 100 nM), Sodium nitroprusside 2농도(0.25
mM, 0.5 mM), dl-2-Aminobutyric acid (20 mM), Metyl-Jasmonate (100 uM) 및 규산제(1/2000, 시판용) 등 11
처리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생육조사 결과, 첫번째 방아다리까지의 길이는 30% 차광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 24.4
cm 대비 Salicylic acid 2 mM 처리구에서 29.5 cm로 컸으며, 60% 차광조건에서는 대조구 23.7 cm보다
Brassinosteroid 100 nM 처리구에서 30.2 cm로 컸다. 엽록소함량(SPAD)은 30% 차광조건에서 Brassinosteroid
50 nM, dl-2-Aminobutyric acid 20 mM 처리구에서 큰것으로 나타났고, 60% 차광조건에서는 처리효과가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과수와 총 과실수에 있어서는 저온과 일조부족(30%, 60% 차광) 조건시 본 실험에
서 사용한 피해경감처리제를 살포하면 대조구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량 감소를 막을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추재배시 저온 및 일조부족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위해서
피해경감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Ahmed, A. F., Yu, H., Yang, X., Jiang, W., 2014, Deficit irrigation affects growth, yield, vitamin C content,
and irrigation water use efficiency of hot pepper grown in soilless culture, HortScience, 49, 722-728.
Hwang, J. M., Tae, G. S., 2001, Changes in the growth of red pepper and soil moisture according to irrigation
and cultivating methods, Hortic. Environ. Biotechnol., 42, 295-299.
Lee, H. J., Lee, S. G., Choi, C. S., Kim, J. H., Kim, S. K., Jang, Y. A., Lee, S. J., 2015, Influence of Air
Temperature and Soil Moisture Conditions on the Growth and Yield of Hot Pepper under a Plastic Tunnel
Culture, J. Environ. Sci. Intl., 24, 623-631.
Lee, S. G., Kim, S. K., Lee, H. J., Lee, H. S., Lee, J. H., 2017, Impact of moderate and extreme climate
change scenarios on growth, morphological features, photosynthesis, and fruit production of hot pepper,
Ecol. Evol., 8, 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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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limate Change in Floral Diversity of
Daphne Kiusiana and Asplenium Scolopendrium L.
Nature Habitat (Local Monument No. 18, Jeju) at
Seonheul in Jeju Island
Gwanpil Song·Sun Hee Lee·Ji Young Kim
Jeju Biological Resource Co., Ltd,

We investigate the Daphne kiusiana and Asplenium scolopendrium L. nature habitat (local monument No. 18,
Jeju) on the species for climate change in the summit area at Seonheul in Jeju Island, Repulic of Korea. Field
surveys were carried out from June to December of 2015 in various types of D. kiusianaand A. scolopendrium
nature habitat at Seonheul in Jeju Island. The average temperature in Seonheul has gone up and down
repeatedly over the year. However, an increase of 2 degrees celsius cab be observed in 2015 compared to 1998.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flora of D. kiusianaand A. scolopendrium nature habitat consisted of
a total of 248 taxa, with 80 families, 165 genera, 246 species and 2 varieties. As compared with the 229
species reported in the report of Kim et al.(1998), indicating an increase of 7 species of Pteridophyte, 3 species
of Gymnosperm and 9 species of Angiospermae. The protected wild plant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were 2 species, including Mankyua chejuense andTo be sure, steps such as periodic of monitoring
and countermeasure to preserve the flora and vegetation of Kores should be taken, including tree species
renewal for environmen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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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무의
생리적 특성
오순자·문경환·송은영·위승환·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제주도의 토양은 우리나라 토양통 405종 가운데 63종으로 약 15.6%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하며, 크게 흑색
화산회토양(21%), 농암갈색 화산회토양(41%), 암갈색 비화산회토양(17%), 산악지 토양(21%)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량성 향상 및 고품질의 작물을 수확하기 위한 토양 개선과 작물 재배 시 관리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화산회토양(흑색, 노암갈색)과 비화산회토양(암갈색)에서 월동무를 재배하였을 때 광합성,
생산성 및 무기성분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무는 근장이 짧고 근미 비대가 우수한 품종인 영동무(R. sativus var. hortensis cv. Youngdong, Nongwoobio,
Korea)를 사용하였다. 토양은 흑색 화산회토양, 농암갈색 화산회토양,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으로 채워진 라이시
미터를 활용하였으며, 토양 물리성과 화학성을 분석하였다. 광합성특성은 엽록소형광분석기(Plant Efficiency
Analyzer)와 CO2 분석장치(LCpro+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식물의 생육특성
은 파종 후 110일 후에 토양유형별로 각각 6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수확하고, 초장, 뿌리의 길이와 직경,
바이오매스, 엽수와 엽면적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식물체는 지상부와 뿌리로 구분하여 건조하고
소형파쇄기로 균일하게 마쇄하여 전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Na)과 미량원소(Fe, Mn, Zn,
Cu) 함량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월동무의 지상부와 지하부는 모두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생산성이 더 높았으며, 지하부의 당도는 높고,
경도는 낮았다. 반면에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 시에는 생산성이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 비해 낮고, 지
하부의 당도 또한 낮았으며 경도는 높았다. 광계II의 최대 광화학적 효율(Fv/Fm)은 모든 토양 조건에서 0.8이상
으로 안정된 값을 보여 식물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잎의 SAPD 값도 50이상으로
토양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O2고정률(A)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였을 때 15.9
μmol･m-2･s-1로 가장 높았고, 흑색 화산회토양과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였을 때 각각 11.1 μmol･m-2･
s-1, 9.7 μmol･m-2･s-1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월동무의 외관상 상품성을 감안했을 때 농암갈색 화산회토양
에서 월동무를 재배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T-N, P, K, Fe, Mn, Zn, Cu 함량은 암갈색 비
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무의 지상부와 뿌리에서 모두 높았다. 이는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
무가 크기는 다소 작지만 미량원소 함량이 높아 영양적 가치가 높고, 경도가 높아 저장성이 다소 높음을 나타
내주고 있다.

4. 참고문헌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NAAS), 2014, Taxonomical Classification of Korean Soils, NAAS,
Suwon, Korea.
Oh, S., Moon, K. H., Song, E. Y., Son, I. C., Koh, S. C., 2015, Photosynthesis of Chinese cabbage and radish
in response to rising leaf temperature during spring, Hort Environ Biotechnol, 56, 159-166.
Oh, S., Moon, K. H., Song, E. Y., Son, I. C., Wi, S. H., Koh, S. C., 2017, Impact of Rising Global
Temperatures on the Growth, Mineral Composition, and Photosynthesis of Radish in a Winter Cropping
System. Hort Sci Technol, 35,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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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 and Total free-Sugar Contents Increase
in Hot Pepper ‘Muhanjilju’ under Mild High
Temperature Regimes
Soonja Oh·Eun Young Song·Seung Hwan Wi·Kyung Hwan Moon·
Seok Chan Koh1)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1)
Department of B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Hot pepper (Capsicum annuum L.) originated from tropical regions requires high temperatures for vegetative
growth and fruit development. Favorable temperatures for the growth of hot pepper are in the ranges 25-28°C
(day) and 18-22°C (night). Temperatures below 15°C reduce overall plant growth, as well as flowering and
fruit set, whereas temperatures above 30°C severely increase small, diseased, or deformed fruit, resulting in low
quality frui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emperature on the vegetative growth, fruit
development, fruit yield of hot pepper, etc. and determined the contents of free sugars and capsaicinoids of hot
pepper fruit under various temperature regimes.

2. 재료 및 방법
Seeds of hot pepper ‘Muhanjilju’ were sown in 50-cell plug trays filled with commercial bed soil and
germinated under natural light and approximately 20/15°C day/night temperatures in a greenhouse. Seventy days
after sowing, the seedlings with 8~10 true leaves were transplanted into plastic pots and acclimated for 10 days
in chambers controlled to 20°C, and 800 μmol/m2/slight (16h light). Then, ten randomly selected acclimated
seedlings were transferred to chambers controlled at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15°C, 20°C, 25°C, or
30°C). After 80 days under each temperature regimes, morphological and ph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
attached on the 5th/6th node of the main branch of hot pepper plants were observed during the entire growth
period. The free sugars were analyzed using HPAEC-PAD. The capsaicinoids were analyzed using UPLC
equipped with an ACQUITY UPLC HSS T3 column.

3. 결과 및 고찰
The temperature range of 20~25°C was favorable for vegetative growth and fruit development. However, a
temperature of 30°C reduced fruit development, including fruit set and fruit growth, although it enhanced
vegetative growth, and a temperature of 15°C caused short plant height, a small number of branching nodes on
the main branch, and elongated fruit. At 20~25°C and 30°C, the fruit development period was shortened by
9~16 and 22 days,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at of plants grown at 15°C. Furthermore, the fruit color
change was advanced significantly at 20~25°C and 30°C. Nevertheless, a high temperature of 30°C not only
reduced the total number of fruit, but also increased the number of short or malformed fruit. Furthermore, the
total free-sugar content of red ripe fruit increased significantly at 20~25°C, and the capsaicinoid content of red
ripe fruit increased with the temperature in the range 15~30°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emperature range
of 20~25°C is favorable for the vegetative growth, fruit development, and fruit quality of hot pepper.

4. 참고문헌
Song, E. Y., Moon, K. H., Son, I. C., Wi, S. H., Kim, C. H., Lim, C. K., Oh, S., 2015, Impact of elevated
temperature based on climate change scenarios on growth and fruit quality of red pepper (Capsicum
annuum L.). Kor J Agri For Meteor, 17(3), 2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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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과 3종 억새, 수크령, 갈대 종자의 염화물계 제설제의
농도처리에 따른 발아특성 비교
양지·박재현1)·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1. 서론
내염성식물은 토양 중 염분을 흡수하고, 식물체 내에 염분을 축적시키는 Biological pump 역할을 한다(손재
권 등, 2016). 또한 특수한 표피구조인 낭모 및 염성의 형성에 의해 흡수된 염을 액포에 축적하여 체외로 제거
시킨다(김진아 등, 2002). 본 연구는 내염성식물의 대표적 수종인 벼과식물 중 억새, 수크령, 갈대 종자를 대상
으로 국내 평가기준에서 제시된 제설제 중 염화칼슘(CaCl2)과 염화나트륨(NaCl)의 농도 처리에 따른 종자발아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설제 피해지역에서 식물학적 토양 제염용 biofilter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 각 종자의 발아한계농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의 공시재료는 2017년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를 사용하였다. 발아실험 전
종자는 건조 후 정선하여 4℃ 저온처리를 72시간 실시하였으며, 표면소독을 위해 치아염소산나트륨 1% 용액
에 3시간 침지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종자의 발아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경 90 mm의 petri-dish에 여
과지(Whatman filter paper No. 2, 100mm)를 깔고 각 종자 40립씩 4반복 치상하였으며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각각을 증류수 1L당 0(Control), 1, 2, 5, 10 그리고 15 g 농도별로 4ml씩 처리 한 후 2일에 한번 분주하였다.
처리된 종자는 23±1℃로 설정된 생장상(Growth chamber, JSGC-420C, JS Research inc., Korea)으로 옮겨 배양
하였으며 1주일 간격으로 petri-dish를 임의배치 하였다. 발아수는 30일 동안 2일 간격으로 조사하였으며, 자엽
이 2 mm 이상 출현하였을 때 발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발아조사 결과는 발아율(Percent Germination, PG)과
평균발아일수(Mean Germination Time, MGT)로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염화칼슘(CaCl2) 처리 시 억새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발아가 확인되었으나, 1 g/L에서 15.83%로 가장 높
았으며, 대조구 13.33%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CaCl2 농도가 높아질수록 발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크령의 CaCl2 처리 발아율은 2 g/L에서 치상 후 18일이 지난 뒤 1.67%의 발아율을 보였으나, 그 외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모두 발아하지 않았다. 갈대는 CaCl2 처리 1 g/L에서 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
며, 대조구와 2 g/L 처리구에서 0.83%로 동일한 발아율이 조사되었고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발아하지 않았다.
이는 억새종자가 2 g/L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인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염화나트륨(NaCl)처리 시 억새는 1 g/L에서 15%, 2 g/L에서 8.33%, 대조구, 5 g/L, 10 g/L, 15 g/L에서 각각
7.5%, 5.83%, 3%, 0% 순으로 발아율이 조사되었다. 수크령의 경우 2 g/L에서 1.67%, 5 g/L에서 0.83% 발아하
였으나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발아하지 않았다. 갈대에서는 1 g/L처리에서 1.67% 발아하였고 대조구에서
0.83% 발아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발아하지 않았다.
평균발아일수는 억새종자에서 CaCl2, NaCl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수크령과 갈대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4. 참고문헌
김진아, 추연식, 이인중, 배정신, 김인숙, 추보혜, 송승달, 2002, 명아주과 3종 식물의 염 환경에 대한 적응특성
의 비교, 한국생태학회지, 20(3), 171-177.
손재권, 송재도, 신원태, 이수환, 류진희, 조재영, 2016, 간척지 염해토양의 특성과 제염기법, 한국유기농업학
회, 24(2), 2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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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원지 물놀이지역의 항생제 내성 대장균 분포
이해근·김영훈1)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1)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대장균(E. coli)은 인간을 포함한 온혈동물의 장내에 대량으로 서식하는 균이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신체 부
위에 침투해 증식하게 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물놀이 용수의 수질평가를 위해 대장균과 장구
균(Enterococci)을 수인성 질병 발생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물놀이 시설에서 분리되는 대장균 중에
서 인체감염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대장균에 대하여 보고가 되고 있다1). 현재 의료산
업·축산업·농업·양식업 등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중의 항생제가 하·폐수 처리 과정
중 분해되지 않고 자연계로 배출되면서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는 항생제 내성균(antibiotic resistant bacteria)
이 출현하게 되었다. 항생제 내성균은 온도 변화에 따라 항생제 내성률이 서로 다름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
서 보고되었으며2), 기온이 상승한다면 병원성 유전자나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세균 간 이동이 빨라지므로 보
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소재 유원지를 대상으로 주변 오염원과 계절별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대장균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자연 유원지의 시료 채취 대상은 경북 북부 지역 5개의 시·군 15개소와 남부지역 3개의 시·군 5개소로 이루
어졌다. 시료 채취 시기는 물놀이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각 2회, 비수기인 3월, 4월, 5월, 6월, 9월은 각 1회로
구성하였다. 자연 유원지의 수질분석은 유기물 지표 항목과 영양염류 지표 항목을 따라 분석하였다. 미생물 수
질분석의 경우, 총 대장균군(total coliforms)과 분원성 대장균군(fecal coliforms)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미
생물 시험관 법을 사용하였다. 항생제 내성 시험은 디스크 확산 법으로 시험하였으며, 항생제는 Ampicillin
(AMP, 10 ㎍), Ciprofloxacin(CIP, 5 ㎍), Amkacin(AK, 20 ㎍), Cephalothin(KF, 30 ㎍), Ampicillin/Sulbactam
(SAM, 20 ㎍), Sulphamethoxazole/Trimethoprin(SXT, 25 ㎍), Chloramphenicol(C, 30 ㎍), Nalidixic Acid(NA,
30 ㎍), Tetracycline(TE, 30 ㎍)을 사용하였다. 결과 판정은 National Committee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NOCLS) 기준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오염원은 유원지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행락객과 등산객 쓰레기, 생활하수, 축사인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의 검출 결과는 8월에 높은 평균농도를 나타낸 COD, 탁도 및
총 유기탄소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된 대장균의 항균제 내성 검사 결과는 총 18주 5종의
항균제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었으며, 내성 균주 중 2종 이상의 항균제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없었다.
휴가철 8월과 9월에 대장균의 검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와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빈도는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나 유원지를 많이 이용하는 휴가철 행락객의 오염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8, Outbreak of cryptosporidiosis associated with a water
sprinkler fountain-Minnesota, 1997, MMWR Morb Mortal Wkly Rep., 47(40), 856-860.
Guardabassi, L., Danilo, M. A. L. F. W., and Dalsgard, A., 2002, The effects of tertiary wastewater treatment
on the prevalence of antimicrobial resistant bacteria, Water Res., 36, 1955-1964.
Sutherst, R. W., 2004, Global change and human vulnerability to vector-borne diseases, Clin. Microbiol. Rev.,
17(1), 136-173.

- 218 -

한국환경과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7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7, 2018

PD13)

국내 폐금속광산의 지역별 중금속 오염특성 분석
권희원·서정민1)·배수진·김정진1)·김영훈
국립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1)

국립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1. 서론
폐금속광산은 폐석이나 광미와 같은 광업부산물이나 갱내수, 산성광산배수 등의 유출에 의하여 주변 환경에
심각한 중금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농작물 등 2차 노출경로에 의해 광범위한 오염 확산이 우려된다. 국
내에 산재된 폐금속광산은 2016년 기준으로 확인된 수가 총 2,428개소에 달하며, 이 가운데 1,536개소에 대하
여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된 폐금속광산 가운데 672개소에서 광산 및 주변토양에서 비소, 카드
뮴, 납 등 중금속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환경백서, 2017). 1990년대 이후 각 폐금
속광산에 대한 다수의 오염조사와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는 폐금속
광산 주변 오염부지의 다각적인 오염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사된 폐금속광산의 중금속 오염
특성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중금속 오염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평가된 자료의 수집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취하였으며, 전국 104개소의 폐금속광산을 대상으로 크게 5개 권
역(강원·경기·인천, 충남·북, 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폐금속광산의 중금속 오
염특성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광산의 일반이력(위치, 광종, 폐광시기, 복원사업 여부 등)과 토양, 수질
등 환경분석 자료이다. 평가방법은 중금속 12종(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망간, 아연, 알루미늄, 크롬, 니
켈, 육가크롬, 시안)에 대하여 토양과 수질시료를 구분하여 각 오염기준에 대한 기준치 초과율로 오염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준치 초과율은 수집된 전국 또는 지역별 시료 수에 대한 오염기준치 초과 시료 수의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평가된 시료 수는 전국: 5,368개, 강원·경기·인천: 1,185개, 충남·북: 1,546개, 전남·북: 648개, 대
구·경북: 734개, 부산·울산·경남: 1,255개이다.

3. 결과 및 고찰
평가된 전국의 폐금속광산 104개소 가운데 86개소(82.7%)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으며, 26개소(25.0%)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60개소(57.7%)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소별로는 비소
(40.4%), 카드뮴(39.4%), 아연(36.5%), 납(30.8%), 구리(26.0%), 니켈(22.1%)의 순으로 오염사례가 확인되었다.
지역별 오염특성은 강원·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비소와 니켈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기준치 초과율을 보여준
다. 충남·북 지역의 경우 납, 아연, 니켈이 평균치를 상회하며, 전남·북 지역은 비소의 토양오염율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납, 카드뮴, 구리, 아연에 대하여 두드러진 토양오염특성을 보여주며, 부산·울산·
경남의 경우 카드뮴과 구리, 아연에 대하여 전국 평균치를 다소 상회하는 기준치 초과율을 보여준다. 수질의
경우 전체 폐금속광산 중 28개소(26.9%)에서 수질오염기준(먹는물수질기준 및 하천수술기준)을 초과하였다.
원소별로는 납(10.6%), 비소(9.6%), 카드뮴(5.8%)의 수질오염이 확인되었다.

4. 참고문헌
환경부, 2017, 환경백서.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NIER-2018-0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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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하논습지의 식물상 특성
최병기·송국만·김찬수·현화자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1. 서론
하논은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로 전체적인 지형이 완만한 함몰형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화
구는 대부분 함몰지 중심부에 습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생물 및 고기후 변천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저장하
고 있는 공간으로 고려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다수 연구에서도 하논은 제주도 뿐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고유
한 자연환경자원으로 평가되어 관련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하논의 완만한 지형과 용천수로부터
공급되는 수량에 의해 형성된 습지환경에 대해서는 생물종의 제한된 기록 외에 상대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평
가가 미흡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 생태계의 복합성 창출에 가장 높은 기여를 보이는
식생과 그 식생을 구성하는 습지식물 및 주변식물에 대해 현황을 기록하고 하논습지가 이들 식물로 인해 가지
는 국내 습지로서의 특징과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하논습지 및 인접지역에 대해 식물상 조사와 식생조사가 이루어졌다. 식물상은 계절별로 7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선행연구와의 결과비교를 통해 하논습지의 전체 식물상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습지를 구성하는
종의 식물계절을 바탕으로 습지가 가지는 생태계의 연속성을 논의함으로써 하논습지의 고유성을 재평가하고
자 한다. 식생 조사는 군단 수준의 상관형 조사와 우점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하논습지 전체 지형 내
에서 식생의 배분을 확인함으로써 습지고유식생과 주연부 식생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의해 확인된 하논습지 식물은 90과 232속 284종 26변종 5품종으로 총 31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Ⅱ급식물인 삼백초와 함께 적색목록 식물인 담팔수나무(NT), 섬오갈피나무(VU), 측백나무(LC, 식),
삼백초(EN) 등 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희귀식물은 나도생강, 담팔수, 등에풀, 물질경이, 섬오갈피나무, 녹나무
등 9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특산식물은 참으아리, 섬오갈피나무, 할미밀망, 개나리(식) 등 4분류군이었다. 식
물구계학적 특이식물 중 팔손이나무, 담팔수나무, 섬오갈피나무, 나도히초미, 녹나무, 돌잔고사리, 후추등, 까마
귀쪽나무, 산유자나무, 송악 등은 난온대 또는 아열대성 기후지역이라는 식물지리적 특성에 의해 분포하는 종
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종 평가를 넘어 하논습지에 분포하는 물질경이, 애기가래, 가래, 백운풀, 물별이
끼, 뚜껑덩굴, 쇠털골, 외풀, 올챙이고랭이, 물달개비, 가는네잎갈퀴, 사마귀풀 등의 식물은 제주도에서 하논습
지 일대에서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종들로써 지역생태계에 있어 하논습지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추가적인 가
치평가를 반증한다. 이들 식물의 대부분은 논잡초 또는 정수식물 종들로써 인위식물(anthropogenic plants)로
고려되나, 인공습지를 제외한 정수습지가 거의 발달하지 않는 제주도에 있어 지역적으로 매우 희귀한 생물분
포지역임을 의미한다. 그로인해 제주도에서 이들 종에 의존된 많은 생물들에게는 하논습지가 필수적인 의존관
계를 지닌 생태계로 고려된다. 또한 겨울철 감소한 강수량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표수 공급이 이루어
지는 하논습지는 지역생물 종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피난처로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생물지
리적으로 아열대성 기후대에 위치해 있어 식물 한계생장온도를 연중 유지함으로 인해 사계절 상록의 환경을
지속하며, 그로인해 파생된 다양한 생태계가 연속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대부분의
습지가 동계에 계절적 휴지기를 맞이하는 것과 대응되어 국내 유일의 고유한 습지 환경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4. 참고문헌
서귀포시, 201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기본계획,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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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생산 흑 마늘의 무기질 함량 분석
조용구ㆍ오태석ㆍ장명준ㆍ안승원1)ㆍ김창호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구근식물로 독특한 향과 매운맛으로 인해 향산 조미
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량의 유기 황 화합물이 존재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흑마늘은 통마늘을 고온 항온기에 일정시간 숙성시켜 마늘의 자체 성분과 효소 등에 의해 진한 흑
갈색으로 변한 것으로 마늘의 강한 냄새와 매운맛이 감소되는 반면 점도가 높아지고 감미와 산미가 조화를 이
루어 마늘 섭취를 용이하게 만든 대표적인 마늘 가공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생산 흑마늘의 생리황성
을 비교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충남 서산·태안에서 재배된 것을 서산의 농업회사법인산야
원㈜를 통해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흑마늘은 실험실에서 꼭지부분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2회 세척한
다음 자연 건조하여 물기를 제거하였고 찐 마늘은 세척․건조된 생마늘을 2중 찜솥을 이용하여 100℃에서 20분
간 가열하였다. 흑마늘은 가열 숙성기에서 스테인레스스틸 용기에 담아 50∼90℃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약 200시간 숙성시켜 사용하였다. 시료 0.5 g + HCl 0.5 mL + HNO3 5 mL을 혼합하여 Microwave를 이용하
여 전 처리한 후 최종 volume을 50 mL에 맞춘 후 분석하였습니다. ICP 로는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마늘의 Cu는 코끼리흑마늘이 0.10 mg/L 가장 높게 나왔고 육쪽마늘을 뺀 일반마늘보다 흑마늘에서 조금씩
높게 나왔다. Zn도 코끼리흑마늘에서 0.18 mg/L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B는 육쪽마늘에서 0.04 mg/L 대서마
늘과 육쪽마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Na 육쪽흑마늘에서 다른 마늘 보다 2~3배 많이 나왔고 K도 육쪽흑마
늘에서 코끼리마늘보다 7배 높게 분석 되었다. P는 코끼리마늘에서 2.93 mg/L 가장 높게 나왔고 육쪽마늘 보
다 7배 높게 분석 되었다. Si는 육쪽마늘에서 47.42 mg/L로 코끼리마늘보다 5배 많이 분석되었으며, Ca는 육
쪽마늘에서 0.15 mg/L로 분석되었다. Fe은 육쪽마늘에서 8.41 mg/L로 Mg은 대서마늘에서 2.96 mg/L로 분석
되었다. 대서마늘은 제외하고 코끼리마늘과 육쪽마늘은 흑마늘이 일반마늘 보다 무기질 함량이 높게 나왔다.
Table 1. Analysis of the minerals content of garlic

(unit: mg/L)

Daeseo garlic

Daaeseo Black
garlic

Elephant Garlic

Elephant Black
Garlic

Yukjjok
Garlic

Cu

0.02

0.03

0.05

0.10

0.04

-

Zn

0.13

0.13

0.02

0.18

0.03

0.14

Yukjjok
Black Garlic

B

-

0.03

-

0.02

-

0.04

Na

0.07

0.04

0.05

0.06

0.05

0.15

K

0.64

0.70

0.48

0.64

1.23

3.33

P

2.89

2.69

2.85

2.93

0.48

0.77
47.42

Si

14.18

11.47

9.64

15.32

20.16

Ca

0.03

0.06

0.03

0.13

0.02

0.15

Fe

2.51

2.86

1.07

2.73

1.91

8.41

Mg

0.38

2.96

0.27

0.39

0.23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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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6)

인삼 병해 방제를 위한 Burkholderia pyrrocinia LA101
선발
조용구ㆍ김창호ㆍ오태석ㆍ장명준ㆍ안승원1)ㆍ나상권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인삼은 한곳에서 장기간 재배하므로 토양에서 오는 생리장해와 병해충의 피해도 받기가 쉽다. 인삼에 많이
발생하는 병중 지상부 병에는 잎과 줄기에 발생하는 인삼 점무늬병(Alternaria panax), 인삼 탄저병
(Collectotrichum sp.), 인삼 잘록병(Pythium spp., Rhizoctonia solani) 등이 있으며, 인삼의 모든 부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으로는 인삼 역병(Phytophthora cactorum), 잿빛 곰팡이병(Botrytis cineria) 등이 있고, 뿌리에 발
생하는 병으로는 균핵병(Sclerotinia spp.) 인삼의 뿌리끝썩음병(Fusarium oxysporum) 등이 피해를 주고 있으
며, 인삼의 재작이나 연작 재배시 발생되는 인삼병으로는 뿌리썩음병(Cylindrocarpon destructans)이 발생하고
있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서는 인삼에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균에 대하여 길항력을 가지며, 인삼 생장에 도움을 주는 토양
미생물의 일종이고, 그람음성의 진정세균인 Burkholderia 속 세균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까
지 2년간 우리나라에서 인삼재배가 가능한 금산군, 대전광역시,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익산시, 영광군, 남원
시, 고창군, 무주군, 진안군, 당진시, 논산시 등 전국 28개 시·도 지역에서 2년생에서 6년생의 근권 토양으로
부터 2008년 90개, 2009년 60개 총 150개의 토양 시료들을 수집하였다. 토양시료의 채취는 인삼재배 년생별로
인삼의 근권 토양을 시료 당 500 g씩 토양 채취 도구를 이용하여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토양은 5±1℃의 냉장
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인삼 재배시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에 대해 친환경적인 방제수단을 강구
하고자 인삼포장으로 부터 유용한 길항세균을 분리하여 형태학적, 생리화학적 그리고 분자생물학적인 종 동정
을 수행하였다.
전국의 150개 인삼포장들로부터 총 150개의 세균을 분리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점무늬병균, 잿빛곰팡이병균,
잘록병균, 뿌리썩음병균 등에 대해서 배지상 높은 길항력을 나타내는 Burkholderia pyrrocinia LA101 균주를
최종 선발하였다.
B. pyrrocinia LA101 균주는 간상형의 그람 음성 세균으로 API kit test 결과와 16S rRNA 및 rec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Burkholderia pyrrocinia로 동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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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7)

인삼의 주요병 발생 및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
조용구ㆍ김창호ㆍ오태석ㆍ장명준ㆍ안승원1)ㆍ나상권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우리민족 고유의 약용작물로 약용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해외 수출 등으로 가장 주요 주요한 농작물중의 하나이며, 2014년 재배면적은 25,000 ha 내
외 이고, 4년 근(백삼)이나 6년 근(홍삼)에서 수확한다. 인삼은 내한성이 강한 작물로 생육적온이 20℃전후이
며 반음지성 식물로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해가림 시설을 해주어야한다. 그리고 한곳에서 장기간 재배
하므로 토양에서 오는 생리장해와 병해충의 피해도 받기가 쉽다.

2. 재료 및 방법
길항미생물 B. pyrrocinia LA101의 생장가능 온도범위와 최적 생장온도를 조사하였다. 길항균을 NB 배지에
150 rpm으로 72시간 동안 진탕배양 시킨 후 배양액을 1 ㎖ 취하여 9 ㎖ 멸균수에 섞어 연속적으로 107까지
희석한 후 희석액 별로 0.2 ㎖를 취하여 NBA 배지에 도말하여 배양 온도를 10±1℃에서 40±1℃까지 5℃씩 차
이를 두어 배양하였다. 온도별 균의 밀도는 배양 5일후 생성된 단일 콜로니를 NA 배지에 107 cfu/㎖까지 희석
평판하여 30±1℃에서 3일간 배양 후 형성된 콜로니수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B. pyrrocinia LA101 균주는 10±1℃에서 40±1℃ 범위에서 생장이 가능하였으며, 생장최적온도는 30±1℃로
나타났고 3일차 배양액에서 최고의 균밀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pH 5.0-7.5 범위에서 생장이 가능하였고 pH
7.0에서 밀도가 가장 높았다.
주요 병원균들에 대한 B. pyrrocinia LA101 배양액을 이용한 혼합 농도별 균사생장 억제율을 조사한 결과
10% 혼합액에서 A. panax, B. cinerea, R. solani, 그리고 C. destructans 등에서 각각 56.6%, 79.7%, 58.1%,
53.3%로 나타났으며 혼합 농도가 높아질수록 억제율도 증가했다.
B. pyrrocinia LA101의 농도를 2.3×107 cfu/㎖의 접종원 처리농도를 이용한 인삼포장에서의 병발생 방제효
과는 점무늬병에서는 64.2%, 잿빛곰팡이병에서는 65.4%, 모잘록병에서는 50.1%, 뿌리썩음병에서는 50.1%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선발된 길항미생물(B. pyrrocinia LA101)과 배양물질은 인삼주요 병해
에 대한 친환경 미생물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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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껍질(Skate Skin)유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경구
섭취가 체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대조군 비교 인체적용시험
김상호·백장미·이호규·강건희·노정숙1)·정갑섭1)·이상엽2)
영산홍어㈜,

1)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

부산대학교 가정의학과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에 따른 생명의료산업과 기술의 발전, 건강 관리 기법 개발 필요
성이 커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식품소재의 인체에 대한 생리 작용과 기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문에서도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제지방량과 근력 및
체지방량을 감소시켜 신체구성을 더욱 향상 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본 연구진은 홍어껍질 유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통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인체시험은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대조식품 비교 인체시험으로 디자인되었다. 자의에 의해 인체시험
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면,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건강식품 또는 의약품을 복용중인
연구대상자의 경우 복용을 병용하며 선정 및 제외기준에 적합한 연구대상자에 한하여 시험군 대조군으로 1:1
무작위 배정되었다. 무작위배정된 연구대상자는 시험용 식품과 복용일지 등을 배부 받고 매일 2회 고지된 방
법대로 복용하고 0일, 6주, 12주째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변수에 대한 측정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인체시험은 홍어껍질 콜라겐펩타이드 섭취 시 체지방 감소 기능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서 성인 90명을 대상으로 본 인체시험용 식품 투여 전/후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변수를 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시험 대상 품목인 홍어는 이미 일반식품으로도 널리 섭취되고 있으므로 그 안전성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시험에서 안전성 위해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사료
된다.
유효성 평가변수 분석에서는 기대하였던 기능성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유효성 변수인 DEXA를 통한 체지
방량(g)이 대조군에 비해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 연구 등을 통하여 안전성 및 체지방 감소에 대한 유효성 검증 자료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4. 참고문헌
Guidance for Industry - Estimating the Maximum Safe Starting Dose in Initial Clinical Trials for Therapeutics
in Adult Healthy Volunteer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2005, Pharmacology and Toxicology,
19.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2015, Collagen peptide supplementation in combination with resistance training
improves body composition and increases muscle strength in elderly sarcopenic men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114, 123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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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기반 학생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학교 환경 경영
방안
최인학·김창만1)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1)

대구대학교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1. 서론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감성
과 창의성도 함께 필요한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배움을 즐기는 행복한 교육’으로 패러다임
을 바꾸는 STEAM교육을 통하여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교과서 개편 및 논술 비중의 확대하였다. 그 결과
STEAM기반 운동과 미술 치료, 동식물 매개치료, 음악 치유, 푸드 태라피 등의 다양한 접근에서 그 효과를 입
증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STEAM 교육을 적용한 음악교과 수업연구에서 사회적 단절에 의한 비행청소년들
에게 음악적 치유효과가 매우크다.”고 보고되었다(박, 2017). 이는 예술과 내재되어 있는 풍부한 감수성과 상
상력을 접목하여 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
2014).
그러나 이러한 STEAM교육이 자리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과 학제와 과목간의 융합이 급선무이
다. 더욱이 OECD국가들 중 최고의 우수한 두뇌를 가졌지만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학교 환경 경영 개선을 위한
치유적인 컨텐츠와 교수법의 개발은 미진하다. 따라서 당면한 학교 환경 경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교육 주체
들의 주 생활 공간인 학교환경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러한 문제들의 치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동물 매개 치유와 음악 치유를 3년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무작위로 적용하였고, 그 치
유 효과의 당위성과 개연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학교 환경 경영의 치유적 접근 방법으로 동물 매개 치유는 연구자의 R&E 수행결과에서 참여 학생들의 자긍
심과 자아 효능감 및 과학적 태도 등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음악 치유는 매 학기 초 강의
시작과 종료 시점 강의에서 선별한 곡을 외부에서 레슨을 받고 연주하였다. 또한 연주과정에서 배경 음악의
컨텐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미디어 자료를 제공하였다. 결과 분석은 주별 과학적 글쓰기 과제의 피드백 과정
에서 자아존중감, 긍정적 태도, 창의적 사고에 관한 반응을 써스톤 척도에 의한 계통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동물 매개 치유에서는 애견들의 사육관리를 통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치유효과를 분석하였다. 인
지적 측면에서는 지적호기심과 관찰력이 향상되었고, 집중력과 과학적 판단력이 상승되었다. 사회적 측면에서
는 이타적 이해심 향상과 사회화가 촉진되었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심리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정서와 감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치유에서는 학습 분위기 조성과 수업 중 강화 수단으로서 유의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나
났다. 또한 수업 정리 단계와 단원 말 정리 단계에서 심리적 안정과 반성적 사고를 유도 할 수 있었고, 특히
선발 경쟁시험에서는 격려와 지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동물을 매개
치유와 음악적 치유적 접근은 창의 융합적 인재양성의 목적을 둔 학교 환경 경영방안으로 당위성과 개연성을
갖는다.

4. 참고문헌
김주풍, 2014, 선별된 악기연주 및 앙상블을 통한 비행청소년들의 음악적 치유, 교정담론, 8(2).
박제현, 2017, STEAM 교육을 적용한 음악교과 수업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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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애등에(Hermetia illucens)를 육계사료에 첨가 시 육계전기
사양단계(0~2주)의 생산성 변화
정태호·최규성·임연지·유리·지상윤1)·김기현1)·이희삼2)·박관호2)·최인학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1)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 서론
최근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에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애등에(Hermetia
illucens) 유충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친환경적 접근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동애등에 유충은 유기성 폐
기물에서 높은 밀도로 발생하지만, 유충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유기 폐기물과 관련된 여러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사료원료로서의 영양학적 가치와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태복과 최훈근, 2002; 이
상훈 등., 2009). 그러나, 동애등에를 육계사료에 첨가하여 육계생산성을 평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애등에 분말을 육계사료에 첨가하여 육계전기 사양단계인 0~2주령의 생산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시험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정안농장의 동물복지윤리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승인 후 실시되었다. 공시
축은 1일령 육계(Abor Acres) 병아리 400수를 공시하여 4처리구, 4반복, 반복당 25수로 하였다. 처리구는 대조
구(일반 육계전기사료), 동애등에 분말 0.1%(T1), 0.5%(T2) 그리고 1% (T3) 총 4처리구였다. 계사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구성된 개방식 계사였고, 각 pen은 210 × 130 cm로서 깔짚(왕겨)을 8 cm 두께로 동일하게 적용하였
다. 육계전기사료는 조단백질 함량이 21%인 사료로 0∼2주 동안 급여하였다. 계사의 온도, 점등 그리고 환기
시스템은 성장단계 따라 자동조절 되게 하였다. 사료와 물은 사양기간 동안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다. 육계생산
성은 증체량, 사료섭취량 그리고 사료요구율(FCR) 항목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주와 2주에서 각 처리구의 증체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다른 처리구보다 동애등에 분말 0.5% 처리
구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사료섭취량 역시 다른 처리구와 비교 시 동애등에 분말 0.5% 처리구에서
적었다. 대조구, 동애등에 분말 0.1% 및 1% 처리구의 사료요구율은 동애등에 분말 0.5% 처리구 보다 약간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육계전기 사양단계(0∼2주)동안 동애등에 분말 0.5%를 육계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육계생산
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비율로 보여진다.

4. 참고문헌
이태복, 최훈근., 2002, 지렁이사육상 자동화장치개발 및 활용,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춘계학술대회 143-150.
이상훈, 윤인숙, 김인덕, 김 문경, 백송이, 최영철, 황석조, 김종길, 최지영, 김원태, 박병도, 유동조, 장병귀, 김
지혁, 김동욱., 2009, 환경정화 곤충(동애등에. BSF)을 이용한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 경 분해시스템 개
발, 농림수산식품부 연구보고서.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협동과제명: 동애등에 유래 기능성 물질 첨가 사료의 육계 급여 효과 검증
연구, 협동과제번호: PJ01400001201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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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
사례-트리플래닛의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 파밍을 중심으로
홍민경·김종대1)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MBA,

1)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과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발 주체로 부상한 사회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BOP (Base/Bottom
of the Pyramid)를 가치사슬 단계에 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봄
으로써 그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로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기업적 운영 원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저(底) 개발 국가에서 그 효율이 더욱 크며, 본질적으로 작은 경제 체제를 지향하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적 순환 고리를 창출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개발도상국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 문제인 빈곤감축 문제에 이러한 모델이
기여할 공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를 위해 KOICA의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에 참여한 혁신형 사회적기업인 트리플
래닛의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 파밍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해당 기업은 CTS 사업 참여 기업 중 Seed 2
(시험단계)에서 Seed 3(정착단계)으로 넘어간 사례로, 사업적 모델로서의 성공요인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치사슬의 이해관계자 역할 기여도를 분석하였으며, 임팩트 측정을 위해 투입산출-결과-임팩트 논리 모형(Input-Output-Outcome-Impact)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 결과, 트리플래닛의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 파밍” 사례는 사회적기업도 개발협력에서의 사회문제 해
결 및 빈곤 감축에 공헌할 수 있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기적인
목표 대비 성과 지표는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장기적인 임팩트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Seed 3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2단계 사
업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가장 적합한 이혜관계자를 발굴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가치사슬
을 개선한 것이다. 둘째,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크라우드 파밍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에 도입한 것이다. 셋째, 크라우드 파밍에 참여한 개인이 기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농장
주가 될 수 있다는 스토리와 현지에서 생산된 커피를 리워드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
수준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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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Bio Active Pigment Fabricated Electrospun
Hybrid Mat for Enhanced Antimicrobial Activity via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Molecule
Sunirmal Sheet·G.GnanaKumar1)·YangSooLe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
Department of Physical Chemistry, School of chemistry, Madurai Kamaraj University

A mixture nanofibrous membrane containing of polyurethane, dextran and redox-active bio pigment natural
compound (pyocyanin) with 1 wt% are facilely obtained using direct conventional horizontal electrospinning
method. Th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howed that bead-free smooth round
fibers with crumpled surface morphology for the pyocyanin-loaded membranes. The roughness of the
membranes was increased after incorporation of pyocyanin which was perceived through Atomic Force
Microscopy (AFM). The addition of pyocyanin has turned the hybrid membrane into hydrophilic. Further, the
thermal behaviours and mechanical stability of hybrid membranes was investigated. Hybrid fibers containing
pyocyanin showed an initial burst release and further sustained release profile. The antibacterial test revealed
that membranes mixed with pyocyanin were effective in inhibiting the 98.54% and 90.2% growth of E.coli and
S. aureus. The sustainable release of pyocyanin from fibers significantly declined the viable cell number. The
physical contact of hybrid membranes with bacteria caused cell shrinkage and disrupts the cells morphology.
The pyocyanin incorporated with fibers was found to stimulate the oxidative stress through the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Further, FAC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apoptotic cell death due to oxidative stress.
Hence, the hybrid pyocyanin nanofibers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efficient antimicrobial material in
various applications like disinfectant wiping, food packaging and protective textile industries.

References
El-Zawawy, N. A., Ali, S. S., 2016, Pyocyanin as anti-tyrosinase and anti tinea corporis: A novel treatment
study. Microb. Pathog, 100, 213-220, DOI: 10.1016/j.micpath.2016.09.013.
Sill, T. J., von Recum, H. A., 2008, Electrospinning: applications in drug delivery and tissue engineering.
Biomaterials, 29, 1989-2006, DOI: 10.1016/j.biomaterials.2008.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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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반 미래형 침수대응 기술개발 방향
김미정·정도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서론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의 대형화, 집중화로 인한 도시유역의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천의 상
하류 및 내외수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한 도시침수 예‧경보 및 고도화를 통해 재난상황대응분석지원 기술개발
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자료 및 방법
현재,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산지하천, 도시유역은 대부분 미계측 유역이며 강우자료만을 기
반으로한 예‧경보로 정확도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수위계측은 고가의 설치비용
과 유지관리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기반의 IoT, 인공지능기술이 발전 중이며, 저가형‧
고성능 센서기반 계측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각종 수위‧유속자료를 빅데이터화하다면 인공지능학습을 통한
유역개념의 통합형 침수 예‧경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과 및 고찰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된 산지‧소하천‧도시침수 관련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분석하
고, 저가형 센서기반 예‧경보 프로토타입 및 향후 인공지능기반의 침수 예‧경보를 위한 연구기획 방향을 제시
하였다.

4. 참고문헌
Marusa Spitalar, Jonathan J. Gourley, Celine Lutoff, Pierre-Emmanuel Kirstetter, Mitja Brilly, Micholas Carr,
2014, Analysis of flash flood parameters and human impacts in the US from 2006 to 2012, Journal of
Hydrology, 519, 863-870.
Rebecca E. Morss, Kelsey J. Mulder, Jeffrey K. Lazo, Julie L. Demuth, 2016, How do people perceive,
understand and anticipate responding to flash flood risks and warnings? Results from a public survey in
Boulder, Colorado, USA, Journal of Hydrology, 541, 64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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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형 헤테로 접합 촉매 Cu2O/TiO2를 이용한 가스상
자일렌의 분해효율 평가

PE1)

이준엽·김선진·박상희·김도훈·조완근1)·최정학2)·신승호3)
1)

㈜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3)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경북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다양한 광반응 나노소재 중 Cu2O는 p-type 반도체로서 2.0∼2.2 eV의 band-gap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서 태
양에너지변환 및 촉매로서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가시광 흡수, 소재합성의 간편성, 낮은 band-gap, 높은 촉매
활성도, 경제성, 안정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와 정공간 재결합률이 높아 단
독소재로서 환경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TiO2와 같은 촉매와 결
합을 통해 전자와 정공간 재결합률을 높여 광촉매 활성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type 반도체
인 TiO2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광촉매로서 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환경적 적
용에는 자외선에서만 활성을 나타내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
경적 합성법들 중 초음파 합성법을 이용하여 Cu2O와 TiO2을 결합시켜 개별 소재가 가지고 있는 광학적 효율
과 촉매로서의 활성도를 개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가스상 Xylene를 대상으로 분해효율을 평가하여 광촉
매로서 환경적 응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Cu2O/TiO2를 합성하기 위해 초순수에 Cu2O의 전구물질인 Copper(II) acetate monohydrate 일정량을 첨가한
후 TiO2 전구물질인 titanium(IV) isopropoxide 일정량을 교반조건에서 한방울씩 첨가한 후, probe type 초음파
기를 이용하여 29.0 ㎛ 강도 조건에서 초음파 처리 후 세척과정과 소성조건을 거친 후 최종 P-N형 헤테로 접
합 광반응 나노촉매가 합성되었다. 또한 100 ppb xylene의 광촉매 분해효율 확인을 위한 광원으로 daylight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유량은 1.0 L/min의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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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efficiency(%) of
gaseous o-xylene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합성법을 통해 가시광 유도 광
반응 나노소재를 합성하여 가스상 자일렌에 대한 분해효
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시광 조사 조건에서 Cu2OTiO2의 자일렌에 대한 분해효율은 평균 85%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pure TiO2의 경우 평균 53%로 나타남에 따라
가시광 조사조건에서 Cu2O-TiO2의 광촉매 활성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초음파 합성법을 이
용한 p-n type 헤테로 접합 광촉매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광촉매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 시험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Talebian, A., Entezari, M. H., Ghows, N., 2013, Complete mineralization of surfactant from aqueous solution
by a novel sono-synthesized nanocomposite(TiO2-Cu2O) under sunlight irradiation, Chem. Eng. J., 229,
3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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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제형 2단 경화형 형상기억 폴리우레탄의 합성 및 분석
임동혁·이원기·이승재·박찬영·이창한1)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형상기억물질이란, 일정한 형태의 물질을 변형하였을 때, 열이나 빛 혹은 그 외의 자극을 가했을 때 외력의
작용 없이 물질 내부의 힘에 의해 다시 본래의 형태로 돌아오는 물질을 말한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
은 연질세그먼트와 경질세그먼트의 미세상분리 구조를 이뤄진 대표적인 고분자로 형상기억능력이 발현되기
쉬울 뿐 아니라, 각각의 세그먼트의 단위를 바꾸기 용이하여 폭넓은 물성 범위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기억능력의 향상을 위해 2단계 가교 구조, 물리적 가교와 화학적 가교를 형성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고분자를 설계하였다. 먼저 그룹간의 물리적 가교인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말단에 아크릴 그룹을 도입하여 용제없는 환경 친화적인 UV경화가 가능하도록 고분자 구조를 설계하여 합성
하였다. 얻어진 고분자를 UV경화 정도에 따른 형상기억능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폴리우레탄을 합성하기 위해 폴리올로 poly(ε-caprolactone) diol (MW = 1,000)을 90℃에서 감압·탈포하여
사용하였고, 디이소시아네이트로 4,4'-methylene dicyclohexyl diisocyanate, 쇄연장제로 ethylene diamine을 사용
하였다. 반응의 촉매제로 dibutyltin dilaurate을 사용하였다. 2차 경화를 위한 아크릴레이트기의 도입을 위해
2-hydroxyethyl acrylate를 캐핑제로 사용하였으며, 개시제로 methyl benzoylformate를 사용하였다. 반응열 제어
와 점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N,N-dimethylformamide를 용매로 사용하였다.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반결정성 고분자인 PCLD를 이용하고 PU를 합성하고, UV 경화를 통해 2차 가교를 형성함으
로써 양방향성 회복능력을 가진 Multi-shape memory PU를 합성하고 경화 과정이 SMPU의 형상기억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FT-IR 분석 결과 PU의 합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또한 아크릴레이트기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여, UV경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화진행 결과, 고상에서 2차 경화를 진행하게 되
어, 사슬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교의 형성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를 이용하여 2차 가교의 형성시기와
위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차 가교의 형성시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시간을 분배하였고 이를 통해 나타난 SMPU의 형상기억능력은 고정능력 및 회복능력에서 각각의 경향성을 나
타낸다. 연신 이전, 경화시간이 짧을수록, 연신 후인 두 번째 기억상에서 가교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연신 고정
을 제거한 후 변화 정도를 나타낸 고정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첫 번째 기억상에 대한 가교도가 상대
적으로 낮기 때문에 하중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 점차 시편이 길어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실험결과를 통
해 기존의 단방향성 회복능력을 가진 SMPU의 개선방향을 확인하였으며, 양방향성 회복능력을 가진 기존
SMP보다 더욱 간단한 배합으로 합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SMA만이 활용되는 로봇이나
인공관절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를 고분자로 대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상에서의 UV
경화를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SMP 뿐 아니라 UV경화시스템을 활용하는 다양한 소재의 산
업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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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tonin Restores Mucin Depletion Induced by V.

vulnificus
Young-Min Lee·Ji-Yun Kim·Jeong-Bae Park·Do-Wan Kim·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1. 서론
Melatonin has a variety of biological functions, but a functional role of melatonin in the regulation of
intestinal mucin (Muc) production during bacterial infection has yet to be well describ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melatonin in the Muc2 repression elicited by Gram-negative bacterium V. vulnificus.
The recombinant protein (r) VvpM produced by V. vulnificus significantly reduced the level of Muc2 in human
mucus-secreting HT29-MTX cells. The repression of Muc2 induced by rVvpM was significantly restored by
treatment with melatonin (1 μM), which had been inhibited by the knockdown of melatonin receptor 2 (MT2)
coupling with Gαq and NCF-1. Melatonin inhibited the PKC-mediated phosphorylation of ERK responsible for
region-specific hypermethylation in the Muc2 promoter in rVvpM-treated HT29-MTX cells. In mouse models of
V. vulnificus infection, treatment with melatonin exhibited an increased survival rate and maintained the level
of Muc2 expression in intestin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melatonin acting on MT2 inhibits
hypomethylation of Muc2 promoter to restore the level of Muc2 production in intestinal epithelial cells infected
with V. vulnificus.

2. 참고문헌
Gagnon, M., Zihler Berner, A., Chervet et al., 2013, Comparison of the Caco-2, HT-29 and the mucus-secreting
HT29-MTX intestinal cell models to investigate Salmonella adhesion and invasion. J Microbiol Methods,
94, 274-279.
Jeong, H. G., Satchell, K. J., 2012, Additive function of Vibrio vulnificus MARTX(Vv) and VvhA cytolysins
promotes rapid growth and epithelial tissue necrosis during intestinal infection. PLoS Pathog, 8, e1002581.
Lee, M. A., Kim, J. A., Shin et al., 2015, VvpM induces human cell death via multifarious modes including
necroptosis and autophagy. J Microbiol Biotechnol, 25, 302-306.
Sing, h. M., Jadhav, H., R., 2014, Melatonin: functions and ligands. Drug Discov Today, 19, 14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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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Glycoprotein Isolated from Rhus Verniciflua
Stokes Blocks Apoptosis Induced by V. vulnificus
Do-Wan Kim·Jeong-Bae Park·Ji-Yun Kim·Young-Min Lee·Sei-Jung Lee·
Moon-Ki Park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1. 초록
Rhus Verniciflua Stokes (RVS) has traditionally been used for both the preservation of antique furniture and
the healing of inflammatory diseases in Korea. In this study, we carry out to investigate the cellular mechanism
of 36 kDa glycoprotein isolated from RVS in apoptosis induced by anaerobic Gram-negative marine bacterium
Vibrio (V.) vulnificus in HCT116 colon epithelial cells. Recombinant protein (r) VvhA produced by V.
vulnificus stimulated the apoptosis in HCT116 cells by activating phosphorylation of Protein Kinase C (PKC)
through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However, RVS glycoprotein inhibited
production of ROS as well as activation of PKC in rVvhA-stimulated HCT116 cells. Interestingly, we found
that RVS glycoprotein has inhibitory effects on phosphorylation of c-Jun N-terminal kinase,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phosphorylation of nuclear factor-kappa B and expression of cleaved caspase-3 in HCT116
cells treated with rVvhA. Moreover, RVS glycoprotein normalized the ratio of Bax/Bcl2 increased by rVvhA.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RVS glycoprotein inhibits the apoptosis induced by rVvhA via
inhibition of ROS-mediated signal events in HCT116 cells.

2. 참고문헌
Ko, J. H., Lee, S. J., Lim, K. T., 2005, 36 kDa glycoprotein isolated from Rhus verniciflua Stokes fruit has
a protective activity to glucose/glucose oxidase-induced apoptosis in NIH/3T3 cells. Toxicol In Vitro 19,
353-363.
Lee, S. J., Jung, Y. H., Oh, S. Y., Song, E. J., Choi, S. H., Han, H. J., Vibrio vulnificus VvhA induces
NF-kappaB-dependent mitochondrial cell death via lipid raft-mediated ROS production in intestinal
epithelial cells. Cell Death Dis 6, 1655.
Lindsay, J., Esposti, M. D., Gilmore, A. P., 2010, Bcl-2 proteins and mitochondria--specificity in membrane
targeting for death. Biochim Biophys Acta 1813, 532-539.
Yang, B., Johnson, T. S., Thomas, G. L., Watson, P. F., Wagner, B., Furness, P. N., El Nahas, A. M., 2002,
A shift in the Bax/Bcl-2 balance may activate caspase-3 and modulate apoptosis in experimental
glomerulonephritis. Kidney Int 62, 130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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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Glycoprotein Isolated from Cudrania Tricuspidata
Induces Proliferation of Human Epithelial Cells by
Activation of Protein Kinase C
Jeong-Bae Park·Do-Wan Kim·Sei-Jung Lee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서론
Cudrania tricuspidata Bureau (CTB), a species of Moraceae plant, has been used for treatment of bruise
recove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75 kDa glycoprotein extracted from the CTB
has regulatory effect on the proliferation of human colon epithelial HT-29 cells. We found that CTB
glycoprotein activated the phosphorylation of protein kinase C alpha (PKCα) by increasing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production in HT-29 cells. CTB glycoprotein activated c-jun n-terminal kinase (JNK) responsible
for the phosphorylation of transcription factor,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In addition, CTB glycoprotein
induced NF-κB-dependent expression of cell-cycle-related proteins (CDK2, CDK4, cyclinD1 and cyclinE)
during it promotion of cell prolifera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CTB glycoprotein induces NF-κ
B-dependent cell proliferation via ROS production by activation of PKCαand JNK in HT-29 cells. We suggest
that CTB glycoprotein has therapeutic potentials agent for the growth of human colon epithelial cells.

2. 참고문헌
Lee, H. J., Ryu, J. M., Jung, Y. H., Oh, S. Y., Lee, S. J., Han, H. J., 2015, Novel Pathway for
Hypoxia-Induced Proliferation and Migration in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Involvement of HIF-1α,
FASN, and mTORC1. STEM CELLS, 33(7), 2182-2195.
Lee, S. J., Lim, K. T., 2009, Glycine- and proline-rich glycoprotein regulates the balance between cell
proliferation and apoptosis for ACF formation in 1,2-dimethylhydrazine-treated A/J mice. MOLECULAR
AND CELLULAR BIOCHEMISTRY, 325(1-2), 187-197.
Lee, S. J., Yun, C. C., 2010, Colorectal cancer cells-Proliferation, survival and invasion by lysophosphatidic
acid. INTERNATIONAL JOURNAL OF BIOCHEMISTRY & CELL BIOLOGY, 42(12), 190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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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폴리올에 의한 우레탄 발포체의 합성 및 물성 연구
이원기·김민섭·손동환·김희로·박찬영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 서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U발포체는 노화과정에 의하여 물성이 열화하고 성능 특성이 현저히 저하한다. 따라
서 가수분해, 광산화, 열 산화 등의 노화를 통하여 중합체 사슬의 결합이 절단된다. water content와 높은 온도
는 urethane과 urea 결합의 가수분해성 절단을 일으켜 polyester polyol foam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
로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 우선 premix 단계에서 단량체(polyol), 계면활성제, 발포제 등을 함께 균일하게 혼합
한다. 이어서 가교제(diisocyanate)와 촉매를 premix에 첨가하여 중합반응이 일어나고 동시에 발포가 시작되는
데 이와같은 2단계의 연속 공정을 거쳐 PU foam이 제조된다. 대개 한 단계로 각각의 원료를 함께 mixing함으
로써 생산현장에서는 중합과 foam팽창이 즉각 시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성폴리올에 의한 우레탄 발
포체의 합성 및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Polyester polyol은 동아화성에서, 변성polyol는 Toagosei사에서 구입하였다. 1 ℓ 3-neck round flask에 polyol
을 500 g을 넣어 70℃에서 용융시킨 다음에 온도계와 진공 펌프를 연결하여 mantle 히터에서 내부온도를 9
0℃로 유지하면서 magnetic bar로 교반해 degassing하여 사용하였다. Polyester polyol의 분자량 2000 g/mol이
고 MDI의 분자량은 250.25 g/mol, 당량은 125.125 g/mol을 나타내었다. PU foam의 발포 process로는 과량의
isocyanate가 catalyst, surfactant 및 blowing agent가 포함된 polyol의 나머지 부분과 반응하는 quasi-prepolymer
법을 이용하여 foam을 제조하였다.

3. 결론 및 고찰

실험에 사용된 acrylic polyol의 기본 구조는 Figure에 나타내었다. UH-2032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IR
spctrum을 측정하였다. 변성폴리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증가하고, set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발열특
성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Tg 또한 polyol이 첨가되어도 물성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발열특성의 경우와 유사
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변성 polyol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주사슬의 길이는 짧은 데 비하여 상
대적으로 곁가지 성분이 많아져 분자운동이 방해받아 hard character에 기여함으로써 hard segment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순물은 기핵제 역할을 하여 foam의 안정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hardness가 약해
질 수도 있다. 찢어짐이 한쪽으로 생길 경우 셀이 조밀하고 셀 벽이 두꺼운 skin 층에서 찢어지므로 셀의 올바
른 불포와 균일한 셀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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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로의 대기 흐름에 따른 멸강나방의 이동 분석
최낙중·김현주·김양표1)·박연기·이봉춘·김상민·김신화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1)

고창군농업기술센터

1. 서론
아시아 지역에서 이동성 해충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방제적
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에서의 이동성 해충의 발생 밀도 변동을 탐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결과적
으로 방제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멸강나방은 국내에서 월동이 불가
능한 해마다 해외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해충으로 벼를 비롯한 화본과 식물들을 가해한다. 멸강나방은 해
외(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중국이 발생지로 추정)에서 기류를 타고 비래하여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발생량을 예측하기 힘들다. 중국 내에서 장쑤, 안후이, 허난, 산둥, 산시성 등 밀 재배지역에서 발생밀도가 높
고, 1대 성충이 5월 하순부터 최성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멸강나방의 야외 밀도 변동을 알아내기 위
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기 흐름 분석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시기와의 관계를 파악하면 주 비래시기를 결정
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방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2. 자료 및 방법
멸강나방의 발생 밀도를 조사하기 위해 서해안의 멸강나방 상습발생지역 중 3지역(전북 고창, 부안, 김제)을
선정하여 성페로몬트랩을 설치하였다. 트랩의 최초 설치일은 4월 2일이었으며, 7일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다. 멸강나방의 비래 개체군과 정착하여 증식된 개체군을 구분하기 위해 발육영점온도와 유효적산온도를 트
랩이 잡힌 날짜와 조합하여 확인하였으며, 중국에서 국내로의 대기의 흐름은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제공하는
분석영상(대기운동벡터 영상이미지 분석 자료, 동아시아 지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동성 해충은 일반적
으로 고도 1∼2 ㎞ 이하의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압은 1,000∼700 hPa, 대기운동은 중국에서 발생
하여 전북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중심으로 영상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분석영상과 멸강나방의 발생 밀도 변화
를 비교하여 이동 경로와 비래시기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멸강나방의 발생 조사 결과, 1차 발생일은 4월 10일, 2차 발생일은 5월 29일로 조사되었으며, 발생일 기준으
로 발육영점온도와 유효적산온도를 적용하여 다음 세대의 성충 발생일을 분석하였다. 조사기준일별 성충 발생
일은 4월 10일은 6월 11∼12일, 5월 29일은 7월 8∼9일로 예측되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멸강나방의 발생 최고밀도를 나타낸 후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4∼5월에 페로몬트랩에 잡힌
멸강나방은 비래한 개체군으로 판단된다. 4월 2일 이후부터 대기운동을 기록하였으며 멸강나방이 대량으로 포
획된 기간(5월 20일∼6월 5일)에 중국에서 국내로 대기운동을 확인한 결과, 5월 22∼23일, 5월 23∼24일, 5월
28일, 5월 30일, 6월 3∼4일 등 총 6회에 걸쳐 산둥, 장쑤성 지역에서 전북지역으로 대기운동이 확인되어 중국
에서 멸강나방이 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대기운동
은 국내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수한 대기환경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주 비래원
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멸강나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중국 내 발생시기와 그에 따른 대기의 흐름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확실한 분석을 위해 중국과 국내에서 동일 기간에 발생한 멸강나방에 대한 유전분
석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Jiang, X., Luo, L., Zhang, L., Sappington, T. W., Hui, Y., 2011, Regulation of Migration in Mythimna separata
(Walker) in China: A Review Integrating Environmental, Physiological, Hormonal, Genetic, and Molecular
Factors. Environ. Entomol., 40, 51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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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농도가 Methylomonas methanica 성장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이태·윤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Methylomonas methanica는 메탄산화효소로서 pMMO (particulate methane monooxygenase)와 sMMO
(soluble methane monooxygenase)를 동시에 발현하는 메탄산화균으로서 환경에서의 응용 활용 가능성이 높은
메탄산화균이다. 본 연구는 메탄의 농도가 Methylomonas methanica의 성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NMS 배지용액 200 ml가 들어 있는 350 ml 프라스크에 넣고 실리콘 마개로 프라스크 입구를 막고 메탄가스
를 주사기를 통하여 상부 150 ml의 공간에 20%(V%) 넣은 후 파라필름으로 밀봉한 후 진탕 배양기에서 배양
하였다. 배양온도 30℃, 교반속도 250 rpm으로 설정하여 성장특성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메탄산화균의 비증식속도 최고치 μmax는 0.14 hr-1이며, 메탄의 반포화농도 Ks는 1.1 mg/l였다. Fig. 1과 Fig.
2를 보면, 낮은 메탄농도에서 비증식속도(μ)는 S(메탄농도)에 거의 비례하고 있으며, S가 포화농도에 도달하면
μ는 최대가 되고(μ=μmax), 더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메탄을 제한기질로 사용하는 메탄산화균의 경우 메탄
(액상)농도가 1.1 mg/l 미만의 농도에서는 미생물의 비증식속도를 제한하므로 1.1 mg/l 이상의 농도를 유지해
주어 메탄이 제한기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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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inetics constants Ks and μmax for methanotrophs.

1

Fig. 2. Determination of specific growth rate on methane
concentration.

4. 참고문헌
Patel, S. K. S., Kumar, V., Mardina, P., Li, J., Lestari, R., Kalia, V. C., Lee, J. K., 2018, Methanol production
from simulated biogas mixtures by co-immobilized Methylomonas methanica and Methylocella tundrae,
Bioresource Technology, 263,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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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마토그로소 지역의 농업기후지대 구분
정명표·심교문·김용석·강기경·박혜진1)·안중배1)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마토그로소 지역의 농업기후지대를 구분함으로써 대상지역의 농업기상특성 분석의
기초정보를 확보하여 대상 지역의 기상관측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브라질 마토그로소 지역의 농업기후지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미국 항공우주국의 전 지구 모델링 및 동화 센
터(MERRA)의 1981-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월평균기온 및 월강수량,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모형의 해발고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해발고도는 200 m 이하, 200-500 m, 500 m 이상,
최난월 평균 기온은 30℃, 연강수량 600 mm, 1000 mm를 농업기후지대 구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해당지역은 9개의 농업기후지대로 구분되었다. 해당지역의 2017년 월평균기온 (℃)
은 최근 5년(2012-2016) 평균보다는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월강수량 (mm)은 농업기후지대별로
편차가 컸으나 최근 5년 대비 적은 특징을 보였다. 월일사량 (MJ/m2)은 최근 5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였다.

4. 참고문헌
Cayan, D. R., Kammerdiener, S. A., Dettinger, M. D., Caprio, J. M., Peterson, D. H., 2001, Changes in the
onset of spring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Bull Ameri Meteorol Soc., 82, 399-415.
Rienecker, M. M.., Suarez, M. J., Gelaro, R., Todling, R., Bacmeister, J., Liu, E., Bosilovich, M. G., Schubert,
S. D., Takacs, L., Kim, G. K., Bloom, S., Chen, J., Collins, D., Conaty, A., da Silva, A., Gu, W., Joiner,
J., Koster, R. D., Lucchesi, R.,. Molod, A., Owens, T., Pawson, S., Pegion, P., Redder, C. R., Reichle,
R., Robertson, F. R., Ruddick, A. G.., Sienkiewicz, M., Woollen, J., 2011, MERRA: NASA’s moder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limate, 24, 362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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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지작물의 재배적지 구분 연구
정명표·심교문·김용석·강기경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 서론
현재 노지작물의 재배적지는 토양, 기후 등 개별 조건에 의해 각각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어서 농업현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농작물의 재배적지 구분은 토양, 기후 등 각종 환경조건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기후정보와 토양정보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배적지 분포도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장단위 상
세 서비스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
는 토양기반 재배적성도 서비스는 작물특성에 따른 기후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립원예특작과학
원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에서는 기후조건만을 기준으로 10개 작목에 대해 재배적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토양 및 기후 통합 조건에 의한 노지작물의 재배적지 기준을 재검토 및 재설정하고,
각 작물의 재배적지 구분 방법론(최대저해인자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에 대한 실증 연구를 2018년
부터 수행하고 있다.

2. 결과 및 고찰
과수작물, 식량작물, 채소작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재배적지 구분이 수행될 것으며, 향후, 작물별 재배적지
분포도의 농장단위 상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요인

토양요인

기후‧토양 통합

3. 참고문헌
Brinkman, R., Young, A., 1976, A framework for land evaluation, FAO.
Holzkamper, A., Calanca, P., Fuhrer, J., 2010, Evaluating Climate Suitability for Agriculture in Switzerland. 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Environmental Modelling and Software. 610. http://scholarsarchive.byu.edu/
iemssconference/2010/all/610.
Zolekar, R. B., Bhagat, V. S., 2015, Multi-criteria land suitability analysis for agriculture in hilly zone: Remote
sensing and GIS approach.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118, 3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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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분사형 유체 이송 이젝터(EJECTOR) 성능 개선
손병현·조혜진·박재홍1)·민윤식1)·정유진2)·정종현3)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1)

㈜금강씨엔티,

2)

금강환경이엔지,

3)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1. 서론
이젝터란 장치 내의 유체를 장치 내에서 흡인하여 배출하는 일종의 펌프로 압력을 갖는 물·공기 등을 분출
구로부터 고속 분사하여 진공을 발생시켜 주위에 있는 유체를 유인 및 이송시키는 일종의 제트 펌프의 역할을
함에 따라 별도의 에너지 소비가 없고 저압 환경(1,000 mmAq 이하)에서 유체의 이송이 가능한 장치이다. 설
계 오류 시 이젝터 내부에 vortex나 cavitation 등이 형성되어 고속으로 이동하는 유체가 양압 환경하에서 목적
하는 유체가 역류하거나 급격한 기화로 팽창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되는
대부분의 이젝터는 정확한 엔지니어링 없이 설계된 바, 대부분 설치 초기에 이송 유체가 역류되는 등의 문제
점을 안고 있어 본 연구개발을 통해 이젝터의 최적화 설계 변수 확립은 물론 설계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이송
용량 증가를 위한 scale-up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젝터의 규격 표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하여 30 LPM급 액체 이송용 이젝터를 대상으로 압력 1,000 mmAq 이하에서 역
류현상 없이 원활한 분사가 가능한 저압 분사형 이젝터의 설계 조건을 확립하고자 함.
Numerical scheme for CFD simulation : i)Standard k-ε turbulence model & Energy equation, ii)Species
transport & reaction model : Eddy-dissipation for De-volatilization, iii)Finite volume method, iv)Numerical
scheme : 1st order upwind difference scheme, v)SIMPLE algorithm, vi)Particle tracking method

3. 결과 및 고찰
기류분포

약품 공급 라인으로의 역류 현상
없는 것으로 확인됨

압력분포

기류가 이젝터 통과 후 20 m 덕트를 통과
하는데 발생하는 압력은 약 1,500 mmAq 수준

약품 공급 라인에 음압 형성됨 =>
역류 현상 없음을 재확인함

차압 최소화 및 역류 방지를 통해 원활하게 목적 유체를 이송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참고문헌
오금석, 2017, “노즐의 형상 변화에 따른 이젝터의 유동특성에 관한 CFD 해석”, 경상대학교대학원 에너지기계
공학과 석사학위논문.
Yoon et al., 2015, “Performance analysis of OTEC power cycle with a liquid vapor ejector using R32/R152a”,
Heat and Mass Transfer, 15, 159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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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미생물전기화학공정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회수 기초
연구
신춘환·최기충1)·유재철2)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수엔지니어링,

2)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1. 서론
미생물전기화학장치(Microbial Electrochemical System; MES)는 미생물을 촉매로 이용하여 유기물에 잠재되
어 있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식물의 광합성과
MES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Plant-M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lant-MES는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에서 생산되는 유기물 중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유기물들은 뿌리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된다. 식물뿌
리 근처에서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이러한 유기물을 분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자와 수소이온이 발생
한다. 전자와 수소이온은 각각 외부도선과 토양을 통해서 환원전극부로 이동하게 되며,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
는 환원전극부에서 산소를 전자수용체로 사용하여, 전자와 수소이온과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식물과 미생물전기화학공정
을 활용하여 전기에너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습지나 물가에 서식하는 동의나물(학명: Clatha minor NAKAI)과 스킨답서스
(학명: Scindapsus aureus) 2종을 LED 식물 재배기에 심었다. 산화전극으로는 흑연팰트(25 ㎠), 환원전극으로
는 탄소천(25 ㎠)을 사용하였으며, 외부저항 100Ω으로 연결하였다.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전기에너지 회수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로를 연결하지 않은 조건 및 식물 없이 회로가 연결된 조건을 대조군으로 사용하
였다. 전압발생량은 전압계를 이용하여 1일 1회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순응기간을 지난 후, 외부저항 100 Ω에서 스킨답서스(S. aureus)를 이용하는 S-MES의 전압발생량(평균
7.91±5.9 mV)은 동의나물(C. minor)을 이용하는 C-MES보다(1.98±0.6 mV) 약 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전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식물을 이용해서 미량의 전기에너지
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전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스킨답서스를 이용하는 S-MES의 최대전력밀도는 약
3.36 mW/m2(산화전극면적)이었으며, 동의나물을 이용하는 C-MES의 최대전력밀도는 약 1.43 mW/m2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식물-미생물 전기화학공정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속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면,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Deng, H., Chen, Z., Zhao, F., 2012, Energy from plants and microogranisms: Progress in plant-microbial fuel
cells, ChemSusChem, 5, 1006-1011.
Schamphelaire, L. D., Bossche, L. V., Dang, H. S., Hofte, M., Boon, N., Rabaey, K., Verstraete, W., 2008.
Microbial fuel cells generating electricity from Rhizodeposits of rice plants, Environ. Sci. Technol., 42,
3053-3058.
Strik, D. P. B. T. B., Hamelers, H. V. M. H., Snel. J. F. H., Buisman, C. J. N., 2008, Green electricity
production with living plants and bacteria in a fuel cell, Int. J. Energy Res., 32, 870-876.
Trimmers, R. A., Strik, D. P. B. T. B, Hamelers, H. V. M. H., Buisman, C. J. N., 2010. Long-term
performance of a plant microbial fuel cell with Spartina anglica, Appl. Microbiol. Biotechnol. 86, 97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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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효율적 당화효소 선정 연구

PE13)

윤영한·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우리나라의 식 문화는 곡물과 셀룰로오스 기반으로서 가정에서는 일정하게 유기성 폐기물이 배출되고 이러
한 유기성 폐기물이 종류별로 잘 수거되면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화
(Saccharification) 및 발효(Fermentation)과정이 요구된다. 당화는 녹말 및 셀룰로오스를 가수분해 시켜 녹말당,
목재당으로 전환시켜 환원당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환원당 생산 방안
이 요구된다.

2. 자료 및 방법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당화 방안 선정을 위하여 효소에 의한 당화방안을 검토하였다. 경기도 P시 바이오
센터로부터 임의의 음식쓰레기 샘플을 대상으로 Viscozyme L (VL), Sprizyme Plus FG (SP)를 이용하여 당화
되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Viscozyme L은 곡류 및 야채, 식물의 당화를 위한 복합효소로서 pH 3.3-5.5, 25-55℃
에서 최적 활성을 갖고 Sprizyme Plus FG는 곡류 및 전분질의 당화를 위한 효소로 pH 4.2-4.6, 60-63℃에서
활성을 갖는다.

3. 결과 및 고찰
다음 표는 당화효소 종류별로 2%(w/w)의 효소를 주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당화시킨 후 변화된 총당에 대하
여 대조군 대비 전환된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1. Results of total sugar change rate on Saccharification enzyme
Sample No.

Pretreat. method

pH

Total sugar change rate, %

1

Control

5.01

-

2

Viscozyme L (VL)

4.95

41.38

3

Sprizyme Plus FG (SP)

4.98

24.56

4

VL + SP

5.05

59.47

곡물 및 야채류를 당화시킬 수 있는 VL을 단독으로 넣은 #2의 샘플이 SP만을 넣은 #3 샘플의 결과보다
16.82% 더 높은 총당으로 당화되었고 VL과 SP을 함께 주입한 샘플보다는 34.91% 높은 양의 총당이 전환되었
다. P시의 바이오센터에서 채취한 음식물쓰레기는 선별 이후에 탈수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채취된 것으로 전
분류는 침출수와 함께 일부 세척되어 잔류량이 적고 대부분의 성분이 야채 및 채소류인 것으로서 SP에 의한
당화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원성상에 따라서 효과적인 당화를 위한 당화효소의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Deshpande, M. V., 1992, Ethanol production from cellulose by coupled saccharification/fermentation
usingSaccharomyces cerevisiae and cellulase complex fromSclerotiun rolfsii UV-8 mutant.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36(3), 227.
Wang, P., Singh, V., Xue, H., Johnston, D. B., Rausch, K. D., Tumbleson, M. E., 2007, Comparison of raw
starch hydrolyzing enzyme with conventional liquefaction and saccharification enzymes in dry‐grind corn
processing. Cereal Chemistry, 84(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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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of Hermetia illucens Peptide Extract for
Potentiating Vaccination Against the Avian Influenza in
Broiler
Sang-Yun Ji·Kwan-Ho Park1)·Ki-Hyun Kim·Heui-Sam Lee1)·
Gyu-Sung Choi2)·Yeon-Ji Lim2)·Ri Yu2)·In-Hag Choi2)·Tae-Ho Chung2)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
Division of Integrated Biotechnology, Joongbu University

1. Introduction
Avian Influenza (AI) is one of the greatest concerns in the poultry industry because it is highly contagious
and causes significant poultry mortality(Shortridge et al., 1998). Thus, effective vaccines are needed to increase
the poultry immunity against avian influenza. To our knowledge,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on the use of
Hermetia illucens peptide extract as an avian influenza vaccinein broiler chicken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vian influenza (H9N2) vaccine on Hemagglutination Inhibition (HI) titer in broiler chickens fed Hermetia
illucens peptide extract for 3 weeks.

2. Materials and Methods
Forty-eight 21-day-old broiler chicks were divided into 4 groups (n=4 with 3 replicates per group): control,
0.1%, 0.5%, and 1% feed additives. All broilers (n=48) were subcutaneously vaccinated via the lateral thorax
and the HI titer was measured. Diet and water were supplied ad libitum during the experiment. All data were
analyzed by the SAS GLM procedure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means of all groups were
compared by the Tukey’s test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a probability level of P<0.05.

3. 결과 및 고찰
After 6 weeks, broilers in the 0.1% feed additive added group had similar HI titer to that of control. The
0.5% feed additive added group showed the most effective protective effects (P<0.05), followed by the 1% feed
additive added group. In conclusion, 0.5% and 1% Hermetia illucens peptide feed additive added diet before or
after H9N2 vaccination improved HI titer in broilers.

4. References
Shortridge, K. F., Zhou, N. N., Guan, Y., Gao, P., Ito, T., Kawaoka, Y., Kodihalli, S., Krauss, S., Markwell,
D., Murti, K. G., Norwood, M., Senne, D., Sims, L., Takada, A., Webster, R. G., 1998, Characterization
of avian H5N1 influenza viruses from poultry in Hong Kong, Virol., 252, 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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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산업 실태에 관한 조사
이동섭·박진식·문추연·이재용1)
경운대학교 보건바이오학과,

1)

경운대학교 항공신소재공학과

1. 서론
경상북도 내 환경산업 업체들의 지역적 분포, 분야별 특성, 업종 유형화, 기술수준, 경쟁력 등 경상북도 환경
산업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산업 지원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DB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내 환경산업 현황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통계 기초자료확보하고,
경상북도 내 환경산업 업체들의 지역적 분포, 분야별 특성, 업종 유형화, 기술수준, 경쟁력 등 경상북도 환경산
업 실태를 조사하여 환경산업 지원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내용은 환경부 환경산업 통계조사 및 여타 산업 관련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조사 항목 선정 및 보완하
고, 조사 항목 설계 시 환경산업기술원, 경상북도, 기업 등 행정과 기업의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조사 항목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구분

조사 항목

사업체
일반사항

∙사업체 개요,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총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및 영업비용, 유형고정자산 잔액, 연간
투자액, 연간 수출액 등

사업체
환경관련사항

∙업종종류, 환경산업부문 매출액, 환경산업부문 매출액 비중, 환경관련 주요 활동 및 생산품, 환경산업
부문 유형고정자산, 환경산업부문 연간투자액, 환경산업부문 수출액, 환경산업부문 수출품, 환경분야
종사자수(종사자수, 자격증소지자, 환경분야 직무별·학력별 종사자),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특
허, 저작권, 주요 기술 등), 자체 교육과정 운영 여부 등

3. 결과 및 고찰
대분류 업종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관내 산업체 118개 업체(3개 업체 무응답 배제)는 기타가 37.87%
로 가장 높았으며, 차 순위로는 설계·시공업(36.69%), 제조업(13.02), 측정대행업(8.28%), 정화업(4.14%)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응답대상자 118개 업체 중 2개업을 영
위하는 곳은 36개 업체이며, 3개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15개 업체였고, 기타 업종 중 주관식 서술 설문응답 결
과 하수처리시설관리, 환경관리대행, 보링·그라우팅, 지하수 영향조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측정 업체 등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적 재산권 보유현황 조사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없는 걸로 응답하였으며 이로 인한 해외 수출에 대한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참고문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제3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안(2013~2017).
EBI, 2016,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EBI, 2017, EBI Report 3000 The Global Environmental Market.
JEMU, 2015, Global Environmental Markets and the UK Environmental Industry Opportunities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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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logical Effects of Biocompatible Nanoparticle
through Hybrid Ethosome
Seon Yeong Chae1)2)·Kyu-jin Lee1)·Sun Young Park2)·Geuntae Par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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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This study made empty ethosomes of the control. The prepared empty ethosomes were compared with
resveratrol hybridized ethosomes, hybrid ethosome encapturing gold nanoparticles through resveratrol. The
incorporation efficiency for resveratrol was measured on resveratrol hybrid ethosomes. First, this work
successfully created a hybridized ethosome containing resveratrol. Based on these results, we designed a
synthesis that encapturing gold nanoparticles into the ethosome. It is very simple and nontoxic. The gold
nanoparticles in the ethosomes were produced consistently and maintained their inherent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e formation of gold nanoparticles in the ethosome can be demonstrated by comparison of the size
of the peaks measured by DLS. The only ethosome's size is observed at the peak. The completed ethosomes
turned to light purple and showed absorbance at the original wavelength of 540 nm. The size and zeta potential
were also measured using a DLS. When we analyzed at images using TEM, it showed mostly spherical shapes
and confirmed the crystallinity of gold nanoparticles through SAED pattern. This study enhanced the potential
of existing gold nanoparticles in terms of antioxidant effects and permeabilit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application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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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observed the induction of HO-1, NQO1, and the activation of Nrf2 on Lutein treatment. As is known,
important roles of HO-1 and NQO1 are to protect cells from various stres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HO-1
induction via Lutein activated cellular protective or/and anti-oxidative effects. We confirmed the SIRT1, SIRT3
expression regulation of Lutein in H2O2 treated ARPE-19 cells. SIRT3 was increased by H2O2 and Lutein
treatment, this data that Lutein is associated with inhibition of senescence. Also, the phosphorylation of SIRT1
was increased after treatment with H2O2 and Lutein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refore, our data indicated
that Lutein effectively protected against H2O2-induced senescence via up-regulation of SIRT1, SIRT3.
I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Lutein, prevents H2O2-induced cellular senescence by oxidative stress
by scavenge cellular ROS and decreased SA-b-gal positive cells. Furthermore, Lutein up-regulated the HO-1
and NQO1 and protected ARPE-19 cells. Also Lutein restored cell cycles though p53-p21 pathway regulation,
Lutein up-regulated the SIRT1 and SIRT3, it protected ARPE-19 cells against cellular senescence by oxidative
stress. Therefore, Oxidative stress induced cellular senescenc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pathogenesis of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However, we confirmed that Lutein involvement
about senescence regulation and protective of ARPE-19 cells. Therefore, it may be a potential therapeutic
strategy for treatment of retinal-bas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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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를 활용한 수축저감형 시멘트의 특성 평가
조용광·남성영·김춘식·조성현·이형우·안지환1)
한일시멘트 환경소재팀,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1. 서론
현대사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부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환경 및 자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부산물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시멘트
산업은 성분이나 제조공정 측면에서 이러한 요구의 부응하는데 매우 적합한 산업으로 관련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 포틀랜드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이하 OPC)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탄
성율이 작아서 경화 중 수화열에 의한 온도 응력과 건조수축에 기인하여 쉽게 균열이 발생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화시 적당한 팽창성을 발현하여 수축량을 보상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팽창반응을 일으키는 CSA (Calcium Sulfo Aluminate)를 제조
한 후 일정함량을 OPC에 대체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CSA클링커를 합성하기 위한 출발원료는 석회질 원료로 1종 OPC의 원료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또한 알루
미나질 원료로 발전소 부산물을, 산업공정 부산물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그리고 석고원료로 인산부산석고를
선택하였다.
Table 1. CSA시멘트 구성 배합표
구 분
OPC
CSA 샘플 1 (순도14~18%)
CSA 샘플 2 (순도22~26%)
CSA 샘플 3 (순도30%이상)

OPC
100
90
90
90

CSA
0
10
10
10

3. 결과 및 고찰

Fig. 1. CSA시멘트의 응결시간.

Fig. 2. CSA시멘트의 길이변화율.

응결시간 측정결과 CSA시멘트의 경우 순수 OPC대비 응결시간(종결시간 기준)이 15~22% 단축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길이변화율 측정결과 35일 기준으로 순수OPC대비 CSA시멘트의 경우 최대 11% 건조수축안정성
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멘트에서 발생되는 균열을 저감하는데 있어
기초 연구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탄소자원화 국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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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화된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폐광산 채움재의 제조 및 평가
조용광·남성영·김춘식·조성현·이형우·안지환1)
한일시멘트 환경소재팀,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1. 서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산업부산물이 발생되고 있다. 산업부산물은 고로슬래그, 제강슬
래그, 석탄재 등이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산업부산물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연소 후 발생되는 석탄재이다.
석탄재는 비산재와 바닥재로 나누어지며, 발생량의 70~80%는 비산재로알려져 있다.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특
성은 연소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분탄 연소방식(Pulverized coal Combustion, PC)과 순환유동층보일러
(Circulating Fluidzed Bed Combustion, CFBC)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로 구분할 수 있다. CFBC보일러의 경우
PC보일러와 달리 저급석탄 사용이 가능하며, 연소온도가 낮아 친환경 발전소로 인식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화력발전소 석탄재의 경우 주로 콘크리트 원료 등으로 사용되
고 있지만 CFBC발전회의 경우 물성저하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되어왔다. CFBC석탄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움재가 검토되고 있다. 석탄재를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 분야로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BC발전회를 활용하여 광산채움재 배합을 설계하고 물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용출을 억제하기 위해 탄산화(CO2고정화)시킨 CFBC비산재와 바닥재의 함량 변화에
따른 광산채움재의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채움재 양생방식은 기건양생과 밀봉양생으로 구
분하였으며, 소요되는 단위수량, 압축강도 등을 확인하였다.
Table 1. 광산채움재 배합설계
구분
Plain
CFBC-1
CFBC-2
CFBC-3
CFBC-4

OPC
9.0
9.0
9.0
7.2
6.3

CSA
1.0
1.0
1.0
0.8
0.7

PC Fly ash
90.0
-

CFBC 비산재
90.0
60.0
62.0
63,0

CFBC 바닥재
30.0
30.0
30.0

유동화제
0.25
0.25
0.25
0.25
0.25

3. 결과 및 고찰
단위수량 확인결과 비표면적 차이로 인해 Plain과 비교하여 단위수량이 최대 64%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C-fly ash의 경우 구형의 입자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CFBC석탄재의 경우 부
정형 형상을 가지고 있고 미연탄소분에 의해 흡수되는 물의 양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압축강도의 경우 재굴착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ACI-299R(미국)의거하여 2.1~8.6 MPa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각 배합별 압축강도 측정결과 단위수량이 가장 높은 배합 CFBC-1을 제외한 나머지 배합의 경우
ACI-229R에서 규정하고 있는 2.1~8.6 MPa 사이를 만족하는 압축강도가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밀봉양생
과 기건양생의 압축강도를 비교한 결과 밀봉양생한 경우 장기압축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밀봉양생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화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수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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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점토광물을 이용한 공기오염물질 관리 적용성 향상 방안
연구
이준호·신상천·이지형·박상수·홍성준·도재상·나채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위한 국민들의 생활의 질 개선 요구는 산업의 발전과 경제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 등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와 실내공기오염 등 생활공간과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오염은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다양한 과학적 제어기술 개발이나 정책적 관리를 필
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경상북
도 포항과 봉화지역에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제올라이트와 일라이트 등 천연점토광물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주요 악취유발 물질과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흡착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악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천연점토광물(제올라이트, 일라이트)의 흡착 및 탈착특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300℃ 회화로에서 4시간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Zeolite와 Illite 각 10 g이 충진된 2종의 Tedlar Bag에
악취 표준가스(H2S, NH3) 2종,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준가스(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
틸벤젠) 5종을 각각 주입하여 악취공정시험기준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와 시간에 경과
에 따른 농도를 측정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올라이트를 응용한 VOCs 흡착능 평가에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탄화수소류 물질들은 측정 6시간
정도에서 최고 97% ~ 77% 흡착효율이 측정되었고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시험시작 4시간 정도
에 최고 흡착효율이 각각 91.5% 와 79.6% 측정되었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들 물질들의 탈착이 측정되
었다. 일라이트를 이용한 흡착실험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 두 물질 모두 시험시작 5시간 정
도에 최고 흡착효율이 각각 81.1% 와 59.8%로 제오라이트 보다 다소 낮은 효율이 확인되었고 시간이 경과됨
에 따라 이들 물질도 탈착이 측정되었다. 주요 악취유발물질인 황화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흡착효율 측정에
서 황화수소는 제올라이트 흡착에서 시험시작 168시간에 83.9%, 일라이트는 96.9% 정도의 흡착효율이 측정되
었다. 암모니아는 시험시작 1시간 후 제올라이트와 일라이트에서 각각 96.7%, 94.3% 정도의 흡착이 측정되었
으며 이후 시간대별 연속 측정에서도 탈착이 측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이들 천연점토광물은 휘발성유기
화합물 등의 탄화수소류 물질의 제거에는 지속적 흡착효과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황화수소 등의 유기황화합물
이나 암모니아 등의 악취물질에 대하여 지속적인 흡착이 확인되고 흡착된 오염물질의 탈착도 측정되지 않아
이들 물질들에 대한 천연점토광물의 흡착특성을 적용하여 향후 제올라이트와 일라이트 등의 천연광물은 악취
제거 공정 개발이나 실내공기공기질 개선 등에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소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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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후 발생되는 악취물질 처리 시스템 개발
신승호·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1. 서론
인간은 예로부터 다양한 먹거리를 찾았고, 현재에도 맛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식사 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는 현재 매립, 소각,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화로 처리되는 중이다. 그 중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화는 친환경
적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처리시간의 장기화, 미생물에 의한 분해 시 발생되는 악취는 현재 퇴비화 방법
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단축, 악취의 저감 등을 주요 연구
목표로 하여 자체 시스템을 제작 후 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제작
Fig. 1에 나타낸 장치모식도와 같이 고온 미생물을 이용하여, 최적
의 발효실에서 내부 교반기능을 장착하였다. 그리고, 온도센서를 통
해 내부 최적의 고온을 항상 유지하도록 제작하여 음식물이 지닌 수
분을 상대적으로 빨리 기화하고, 자체적으로 생산된 특수 미생물이
퇴비화 속도를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2.2. 악취처리시스템 제작
다량의 수분함유로 인한 악취물질의 제어가 불가능한 점을 극복하
고자 내부에 펠티에소자를 이용한 냉각시스템을 운영하고, 친수성
악취물질은 상부의 워터펌프를 이용하여 물에 흡착시키고, 그 이외
의 악취물질은 활성탄을 이용하여 다단구조로 흡착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Fig. 1. Schematic of degradation system.

3. 결과 및 고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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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암모니아의 농도가 낮은 형태로 존
재하기 때문에 변화수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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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rol of Odor compounds under the
Deodorization System.

Jo, W. K., Kim, J. T., 2009, Application of visible-light
photocatalysis with nitrogen-doped or unmodified
titanium dioxide for control of indoor-level volatile
organic compound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64, 36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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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UPA1)

봄철 고농도 발생시 대기에어로졸입자의 입경별 질량농도
특성
김민경·강태원·박준영·김지은·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 론
대기에어로졸입자(atmospheric aerosol particles)는 다양한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물리화학적
생성과정 등을 통해 통상 입경 수 nm에서 100 μm까지 넓은 범위로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발생기원은 크게 입
경 1 μm 이하의 미세입자(fine particles) 영역의 경우 각종 연소과정이나 대기 중 가스→입자상으로 전환된 2
차 입자들 그리고 약 1 μm 이상의 조대입자(coarse particles) 영역은 토양, 해염, 꽃가루 등 자연적 발생원에서
주로 기원되고 있다(Willeke과 Whitby, 1975; Sienfeld과 Pandis, 1998). 또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나
국지적, 지구적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입경별 크기나 물리화학적 조성 등에 따라 크게 다르며, 특히 많
은 독성학 연구에서 미세입자가 조대입자보다 더 강한 독성학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Donaldson
등, 1998).
최근 국내에서는 전국단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회적 환경문제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PM10 또는 PM2.5
농도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 에어로졸입자의 인체영향, 발생원 규명 등의 측
면에서는 입경별 농도 시료채취를 통한 보다 상세한 대기 중 거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Nanosmpaler를 이용하여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봄철(2017년 및
2018년)을 대상으로 진주시 대기중 에어로졸입자의 입경별 대수정규분포 및 PM10/PM2.5/PM1/ PM0.5/PM0.1별
질량농도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단 임팩트는 Nanosampler(Kanomax사 Model 3180, Japan)를 사용하였다. 본 샘플러는
입구로부터 유입된 에어로졸입자를 1~4단 임팩트(>10 μm, 2.5~10 μm, 1.0~2.5 μm, 0.5~1.0 μm)과 관성필터
(0.1~0.5 μm) 및 back-up(< 0.1 μm) 필터를 통해 분리 포집하여, 대기중 PM10/PM2.5/PM1/PM0.5/PM0.1별 질량농
도 분포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포집유량은 대기 중 UFP입자의 농도가 미량임을 감안하여 필드에서 UFP입자
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포집할 수 있도록 통상 임팩터들의 유량(20~30 L/min)보다 비교적 큰 40 L/min의 흡
인유량으로 설계되어있다.

3. 결과 및 고찰

(a) Normally

(b) High concentration of fine particle

(c) Asian Dust

Fig. 1. Mass size distributions of atmospheric aerosol particle in 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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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해양환경
UPB1)

태풍솔릭의 경로에 따른 최대강우와 최대바람의 변화
문태균·김동일·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본 연구는 2018년 8월 22일부터 25일 사이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강수와 바람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전국 주요기상 관측지점의 일최대강우량, 1시간 최대강우량, 10분 최대강우량 그리고 최대풍속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최대강우량, 1시간 최대강우량, 10분 최대강우량 그리고 최대풍속자
료를 전국 94개 지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참고문헌
기상청, http://www.weat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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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B2)

삼옥교 유량에 따른 수위와 수질오염의 상관관계 분석
김은호·서은영·이정우·이기환·오인권·이도현·주경민·황국선·신동혁·최정동·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영월 동강수계에 위치하고 있는 삼옥교 수위국을 대상으로 공업, 농업, 식품, 의료등 여러 분야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수재해 예방을 위해 평수기와 홍수기의 유속 및 수질조사를 실시해서 수위와 수질오염의 상관
관계를 분석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평수기와 홍수기 때 교량 위에서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이용해 수계의 상류방향 아래 30°로 향해 초당 1회 10
번 측정을 3회 반복해 교량 5 m 단위로 전 구간을 측정해 산출한 값과 동시에 시간별로 측정되는 수위의 값을
이용하여 유량을 구한다. 수질측정 시에는 공정시험법에 따른 온도,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SS, BOD,
TOC, TN, NH4-N, NO3-N, TP, PO4-P를 조사하는데 이중 현장분석 항목인 DO, pH, 탁도, 전기전도도를 측정
하기 위해 안전하게 교량 위에서 물을 채워올려 즉시 분석을 실시한다.

Fig. 1. 삼옥교 유속측정 방법.

Fig. 2. 삼옥교 채수 및 수질측정.

3. 결과 및 고찰
전자파유속계를 이용한 수위 값과 유량 값을 엑셀 프로그
램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위-유량 관계 곡선
을 분석해본 결과 수위-유량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하였다. 수질분석결과 pH, DO가 전기전도도나 탁도
에 비하여 유량과의 상관관계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K-water, 2016, 한국수문조사연보.
K-water, 2017,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Fig. 3. 삼옥교 수위-유량관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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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B3)

득량만 북부 해역의 육상기원 오염물 분포와 영향범위
안삼영, 김유진, 조은비, 양의정, 김지은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서론
득량만은 전라남도 고흥군과 보성군에 위치한 해역으로 만의 폭이 좁아지는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도
시나 공업단지 같은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중요한 피조개, 새고막 등의 산란장과 서식장소로 이용
되고 있다. 허가된 양식면허는 전체 1,231건으로 면적은 31,207 ha이며 주요 패류 양식 종은 새고막류(ark
shell)와 바지락(Short-neck clam)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기원 오염원의 종류와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득량만 북부해역의 육상오염원을 조사하여
해역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014년 5월 득량만 북부에 산재한 육상기원 오염원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는 강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갈수기에 실시하였다. 오염원의 위치(위경도), 종류, 오염원의 크기, 방출수량, 방출수의 분변계 대장균수
를 조사한다. 또한 방류량과 분변계대장균 값으로부터 오염원이 해역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득량만 해안가를 따라 산재하는 육상오염원은 모두 221 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기간 방류수가 있는 곳은
26개소였다. 하천수가 35개소, 생활하수 39개소, 농업용수가 57개소, 하수처리장 방류수 1개소, 도로배수관이
89개소였다. Fig. 1은 전수조사지점을 나타내며, Fig. 2는 방류수가 있는 지점 가운데 분변계 대장균값이 높게
검출되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오염원을 나타낸다. 단일 오염원으로 조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점은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의 구룡천이었다. 한편, 고흥군 남양면, 과역면, 두원면으로 둘러싸인 득량만 안
쪽에는 여러 개의 주요 오염원이 있어서 이것들이 모두 득량만 안쪽의 반 폐쇄된 해역으로 방류되므로 해역
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득량만 상부 해수에 대해 3년간 조사한 분변
계대장균값을 보면 득량만의 왼쪽 부분(중간의 좁은 수로를 기준으로 만을 좌우로 나누어 볼 때)에서 216회
조사한 분변계대장균의 90thpercentile 값이 3.93 MPN/100mL인 반면, 오른쪽 반폐쇄적인 곳의 해수시료 144개
에 대해 측정한 분변계대장균값의 90thpercentile 값은 5.63 MPN/100mL 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Fig. 1. 득량만 북부해안가에 있는 육상오염원.

Fig. 2. 주요육상오염원의 영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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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폐기·환경화학
UPC1)

산처리 석분과 키토산 코팅석분을 이용한 지하수내
비소/납 흡착
류태욱·김오진·신소희·정경호1)·송건호2)·서승우·이태룡·오상화3)·김홍태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1)

㈜칠보건설,

2)

㈜대웅환경산업,

3)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식수원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비
소로 오염된 식수원을 음용한 후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석분(stone powder)은 지역별로
구성하고 있는 주요 암석에 따라 상이한 성질을 가지나 조경용으로는 화강암 및 현무암이 많이 쓰이고 있다.
석재와 관련된 석가공업체는 800여개로써 약 2,000,000 톤의 석재를 가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
는 석분 슬러지의 양은 약 1,500,000 톤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발생한 석분의 일부만 순환
골재로 이용될 뿐이며 대부분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강암 폐석분을 이용하여 지하수내 비소를 제거하기 위한 기본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철
함량이 많은 석분을 이용하여 산처리와 키토산 개질작업을 실시한 후 비소 흡착능력을 분석하였다. 비소의 경
우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 및 아프리카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저렴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재료 : Stone powder는 경상북도 영천시 OO석재가공공장에서 발생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주로 화강암
석분이었다. 또한 키토산 코팅석분을 제조하기 위하여 게껍질 유래 키토산을 구매(Daejung Co.)하였다. 석분표
면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양이온들은 수소이온의 치환하기 위하여 1 M HCl과 초순수로 반복하여 세척하였다.
석분에 대한 키토산 코팅은 전처리된 석분에 아세트산에 녹인 키토산을 넣고 밤새(overnight) 교반하여 코팅시
킨 후 상온에서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석분에 의한 비소 흡착실험 : 지하수에서 일반적으로 비소의 오염농도는 1 mg/L미만이나 심한 경우에는 수
십 mg/L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저(0.1~1 mg/L)/중(1~10 mg/L)/고농도(10~100 mg/l) 범위의 비소에 대하여 흡
착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방법은 전처리석분 또는 키토산 코팅석분 1 g을 50 mL 튜브에 넣고 비소용액을 채
운 후 200 rpm에서 하루동안 교반하여 흡착량을 분석하였다. 흡착실험 결과분석을 위하여 등온흡착모델
(Freundlich model, Langmuir model, DR model 등)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석분의 물리화학적 성질 : SEM-EDS 분석결과 전처리 석분과 키토산 코팅석분은 모두 비균질한 조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인트마다 성상이 모두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XRD와 XRF 분석결과 Fe2O3 성분
이 각각 4.0%와 3.5% 나타났다.
흡착실험결과 : 전처리 및 키토산코팅 석분에 대하여 저농도 범위의 비소(0~1 mg/L)를 흡착한 결과 전처리
석분의 경우 최대 약 20 mg/kg까지 흡착이 일어났으나 키토산 코팅석분의 경우 최대 10 mg/kg으로 나타나 오
히려 감소하였다. 중농도 범위의 비소 (1~10 mg/L)를 흡착한 결과 전처리 석분은 최대 82 mg/kg까지 흡착이
일어났으며 키토산코팅 석분은 최대 70 mg/kg까지 비소를 흡착하였다. 고농도 범위 (10~100 mg/L)에서는 전
처리 석분은 변동이 심하였으나 최대 144 mg/kg 비소를 흡착하였고, 키토산코팅 석분은 최대 249 mg/kg으로
나타나 고농도의 경우 키토산 코팅 석분이 더욱 많이 일어났다.

4. 참고문헌
Gupta, A., Yunus, M., Sankararamakrishnan, N., 2013, Chitosan- and Iron-Chitosan-Coated Sand Filters: A
Cost-Effective Approach for Enhanced Arsenic Removal, Ind. Eng. Chem. Res., 52, 2066-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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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양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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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양이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0 ml 용량의 Serum Bottle에 Fe(0)(Daejung사)을 각각 1g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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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을 PTFE
filter(Advantec사, 0.2 μm, 13 mm)로 여과한 후에 HPLC(Futecs사)를 이용하여 Endosulfan diol 용액을 분석한
다. 여러 가지 양이온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시약으로 Cl- 이온을 공통으로 갖는 NaCl, KCl, MgCl2, CaCl2
과 SO42- 이온을 공통으로 갖는 CuSO4, Na2SO4, FeSO4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20 ppm Endosulfan diol 용액에 Fe(0)을 1 g 첨가하고, NaCl, KCl, MgCl2, CaCl2 을 넣은 경우
Endosulfan diol의 농도변화를 보여준다. 1가 양이온인 Na+, K+ 이온이 있는 경우가 2가 양이온인 Ca2+, Mg2+
가 있는 경우 보다 Endosulfan diol의 분해가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20 ppm Endosulfan diol
용액에 Fe(0)을 1g 첨가하고, CuSO4, Na2SO4, FeSO4을 넣은 경우 Endosulfan diol의 농도변화를 보여준다. Na+
이온이 있는 경우가 Cu2+, Fe2+가 있는 경우 보다 Endosulfan diol의 분해가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a+ 양이온은 음이온의 종류(Cl-, SO42-)에 상관없이 비슷한 반응성을 보였다.

Fig. 1. Cl-의 존재하에서 여러 가지 양이온의 영향.

Fig. 2. SO42-의 존재하에서 여러 가지 양이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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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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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lanning Elements for Improving the
Thermal Environment in Urban Parks
Meen-Wook Jung·Jeong-Hee Eum·Jung-Hwa R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rapid urbanization of Korean cities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urban environment. The heat island
phenomenon—when the temperature of the urban area is higher than its surrounding suburbs—is the main factor
reducing the comfort of urban inhabitants and pedestrians. To remedy this phenomenon, studies have examined
how to improve the micro-climate effects of green spaces, although active construction of green spaces in urban
areas is restricted by spatial limitations. This paper suggests methods that could enhance the positive effects of
an urban park on the urban thermal environment.

2. Methods
For research instruments, ENVI-met (ver. 4.3.1) was used, which is a micro-scale thermal simulation model.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a summer period because the thermal discomfort of urban
areas is maximized in summer. Gyeongsang-gamyeong Park was chosen, which is located in Jung-gu, the
central area of Daegu. The material of the pavement (granite vs. sandy soil, loamy soil) and vegetation
(tree-cover ratio 15% vs. 30%) was selected as the comparison variable due to the heat properties of the
pavement and the evapotranspiration of the vegetation, which affect the surrounding heat environment. Other
elements were controlled.

3. Conclusions
First, we found that green spaces had a lower temperature than the surrounding areas. This result is important
because it could prove that urban parks can relieve a city’s heat load. Second, although both sandy and loamy
soils are permeable pavements, the former aggravated the heat condition in the target area because of its
thermal properties. It is thus a more effective way to apply loamy soil to pavement in parks than sandy soil
or granite. Expanding tree-covered areas in the park decreased the temperature in certain cases because trees
blocked solar radiation, which directly influences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It also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surrounding heat environment by disturbing hot air in the high-temperature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we suggest that using loamy soil and expanding tree-covered areas would be the most effective
of the suggested methods to improve the heat environment in a central urban area and could decrease the
temperature by around 1.3°C.

4. Reference
Cho, H. K., Ahn, T. Y., 2006,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Urban Tree Plantings and Microclimate
Amelioration,”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4(5), 71.
ENVI-met manual, http://www.envi-met.com/.
Kim, J. K., 2009, “An analysis of micro-climate environmental changes followed by establishment of an urban
park: in the case of Daegu,”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Landsberg H. E., Maisel T. N., 1972, “Micrometeorological observation in an area of urban growth”, Boundary
Layer Meteorology, 2(3), 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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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친구수역 조성사업 공사 지역에서 관찰된
삵과 수달의 배설물 수 변화에 대한 연구(2015-2018)
이준희·차현기1)
경성대학교 화학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1)

국립생태원

1. 서론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구수역 조성사업(부산도시공사, 2018)이 진행
됨으로써 그 지역의 녹지가 대폭 감소하고 공사차량의 유입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본 연
구는 에코델타시티 친구수역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 진행이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 포유류의 서식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이 중 일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삵과 수달의 배설물 수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15년 2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연 4회씩 각 분기별로 에코델타시티 친구수역 조성사업 공사 지역(총
7.9 ㎢)을 도보로 이동하며 조사하였다. 관찰되는 야생 포유류의 배설물의 위치와 수를 확인한 후 수거하였으
며 수거한 배설물은 각각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 백에 넣어 -30℃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배설물 및 발자국 조사 등으로 확인된 포유류는 총 7과 10종 이상(삵, 수달, 너구리, 족제비, 고라니, 두더지,
고양이, 뉴트리아, 쥐류)(한국수자원공사, 2018)이었고, 이 중 삵, 수달, 너구리, 고라니의 흔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삵의 배설물은 매 분기 마다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2018년 2분기까지는 뚜렷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즉 삵의 연평균 배설물 수는 2015년 2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점차 감소하여 2018년도
2분기에는 2015년 2분기에 비해 31.2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 3분기에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사 시
작 이후 시작된 주민들의 이주가 2017년 4분기 ~ 2018년 1분기에 가속되면서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교란
요인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삵의 활동은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받지만, 이들의 서식에 영향을
미쳤던 교란요인이 사라지면 활동이 급속하게 재개됨이 시사되었다.
한편 주로 서낙동강변에서 관찰되는 수달의 배설물은 매 분기마다 1-2개씩 관찰되어 공사가 강 주변에서 활
동하는 동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부산도시공사, 2018, 부산도시공사, http://www.bmc.busan.kr/projects/industry_01_24/.
한국수자원공사, 2018,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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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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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껍질 콜라겐 펩타이드가 비만쥐의 산화스트레스 억제에
미치는 효과
김예진·최서희·구효근·우민지1)·노정숙·정갑섭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다량의 지방섭취는 간에 비정상적인 지질을 축적시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콜라겐 펩타이드 섭
취는 항산화, 항비만, 항고혈압, 피부기능 개선 등 다양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Han et al., 2011). 본 연구에
서는 홍어껍질 유래 콜라겐이 비만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항산화 인자의 발현 정도를 고
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동물 사육
C57BL6/J 마우스 (5 weeks old, male) 45마리를 5군으로 나누어 비만이 유도될 수 있도록 고지방식이(high fat diet with
60% kcal fat)를 8주간 제공하였으며, 콜라겐 섭취 농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00, 200, 300 mg/kg bw/day의 농도
로 물에 녹여서 경구투여로 제공하고, 일반식이(AIN-76A chow diet)를 제공한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였다.
2.2. 간 조직의 산화스트레스 농도 및 항산화 인자 발현 정도 확인
간 조직의 ROS, peroxynitrite, TBARS, GSH 농도를 확인하고, Western blot 실험법을 통하여항산화 효소 (Nrf2, Keap1,
SOD, GPx, GST, CAT, HO-1)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간 조직의 산화스트레스 농도

3.2. 간 조직의 항산화 관련 전사 인자 및 효소 발현 정도

정상군에 비해 비만이 유발된 마우스의 간에서 산화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콜라겐을 섭취한 군에서는 감소하였
다. 또한 콜라겐을 섭취하지 않은 비만대조군에 비해 콜라겐 섭취군의 간에서 항산화 효소 전사인자인 Nrf2 및 이에 의해
조절되는 효소인 SOD, GPx, GST의 발현 정도는 증가하였으나, CAT 및 HO-1의 농도는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확인되지 않
았다. 이러한 항산화 효과는 콜라겐 섭취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참고문헌
Han, S. H., Uzawa, Y., Moriyama, T., Kawamura, Y., 2011, Effect of collagen and collagen peptides from bluefin tuna
abdominal skin on cancer cells. Health, 3, 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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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체험용 가상현실(VR) 시나리오 개발
서주연·전혜진·심휴섭·이창한·조석호·김성수·박종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화학안전관리융복합전공)

1. 서론
화학물질의 유통량 증가와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
다.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 사고는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와 산업체 화학공장에서 신입 및 직원들의 화학 안전 교육을 위해 학교나 화학공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 사고에 대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VR)을 활용한 체험용 화학 안전 시
나리오 및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외 화학안전사고 자료 조사를 통해 다양한 화학안전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사고 확률이 높은 유형을 도
출한 후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가능성 및 시나리오를 조사한다. 또한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체 관
계자들과 협의 및 자문을 통해 가상현실 체험형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도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안전
체험형 VR 콘텐츠 제작 조건을 도출하고 화학안전 체험형 VR 콘텐츠 제작 조건, 문제점 수정 보완 및 학생
및 산업체 신규 직원 교육에 활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3. 결과 및 고찰
실제 산업체 연구실을 모델로 제작된 화학안전 콘텐츠를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체험을 실시한 결과 실제
화학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함으로써 화학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할 수 있었다. 특히, 가상현실 화학사고 발생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비교 체험을 함으로써 화학안전 보호 장비 착용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해서도 가상현실을 통해 응급 처치 방법을 반복 교육을 함으로써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내에 사고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체 화학현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안전사고에 대해 가상환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화학약
품, 밸브 조작 등 다양한 가상현실(VR)을 통한 현장체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전 훈련이 가능하고, 이 훈련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작업자의 현장감 부족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Fig. 1. 가상현실(VR) 화학안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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