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일시 : 2019년 11월 7일 (목) ~ 11월 9일 (토)
∙ 장소 : 더케이호텔경주
∙ 주최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 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신대양, ㈜에니스환경건설
㈜SGR테크, 신라환경컨설팅㈜
㈜에코브레인, ㈜지엔에스엔지니어링

사단
법인

한국환경과학회
h ttp ://k e n s s .o r.k r

목

차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28권 제1호

2019년 11월

인사말 ······································································································································································ 1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 3
학술논문발표회 세부일정 ····································································································································· 4
학술논문발표회 안내 ············································································································································· 5
학술논문발표회 수상자 ········································································································································· 6
산학관 발표일정표 ················································································································································· 9
초청강연 발표일정표 ··········································································································································· 10
2019년 학술상 수상자 발표일정표 ·················································································································· 11
신진연구자 발표일정표 ······································································································································· 12
구두 발표일정표 ·················································································································································· 13
포스터 발표일정표 ·············································································································································· 22
대학생 경연대회 발표일정표 ····························································································································· 38

특 별 발 표
토양정화를 위한 주요기술 개발 ··························································································································· 43
LNAPLs 정화를 위한 산화제와 첨가제 연구 ······································································································ 44
VPP 분산자원 운영을 위한 신재생 발전량 예측 시스템 ··················································································· 45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Methylmercury Exposure and Molecular Toxicological Approaches
for Its Study ············································································································································· 46
폐기물의 지반공학적 특성에 따른 매립지의 메탄생성 특성에 관한 연구 ························································ 47
환경경영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 48
황사 중 바이오에어로졸 내 미생물 유해성 검측과 인공지능 기법을 통한 유해성 사전 예측 ······················· 49

대 기 환 경
OA1)

경남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대기측정망의 대기질 특성 분석 ·············································· 53

OA2)

Observation and Simulation of Inorganic Spring-time Aerosol Compositions Over
the Yellow Sea Area ·························································································································· 54

OA3)

운영기술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석 ······························································ 55

OA4)

휴대용 GC/MS를 활용한 울산국가산업단지 현장조사 ······································································· 56

OA5)

부산지역 여름철 고농도 PM2.5 농도 사례와 기상학적 관련성 ·························································· 57

OA6)

Dendritic Fibrous Nanosilica (KCC-1) Templated g-C3N4 with Cobalt Oxide for Efficient
Visible Light Driven Photocatalysis ·································································································· 58

OA7)

WRF-UCM 모델을 이용한 연안산업도시지역 기온과 바람 수치모의 ··············································· 59

OA8)

악취피해 예측을 위한 간이법과 Screen3 모델링과의 예측 비교 ······················································ 60

PA1)

고해상도 SST와 기상자료동화 적용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 ························································································································· 61

PA2)

정확도 높은 태풍사전방재모델 구동을 위한 기상입력자료에 따른 WRF의 기상장 차이

PA3)

기상 입력자료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GDAPS, RDAPS, GFS- ······················································································································· 62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 ························································································································· 63
PA4)

정확도 높은 태풍사전방재모델 구동을 위한 토양입력자료에 따른 WRF의 기상장 차이
–GDAPS SOIL, GFS SOIL- ·················································································································· 64

PA5)

토양입력자료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 ························································································································· 65

PA6)

기상요소 분석을 위한 3차원 표출기법 연구 ······················································································· 66

PA7)

대구의 하계 도시고온과 대기오염 간의 상관성 분석 ········································································· 67

PA8)

대구의 도시열섬현상과 그것이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 68

PA9)

대구의 맑은 날 진 겨울일의 장기변화 경향 ······················································································· 69

PA10)

집진장치 성능시험용 분진발생장치의 개발 ·························································································· 70

PA11)

부산지역 초미세먼지(PM-2.5) 질량과 화학성분 농도 특성 ······························································· 71

PA12)

부산 항만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탄소특성 연구 ········································································ 72

PA13)

부산지역 악취지도 작성 ························································································································ 73

PA14)

전북 군산지역의 집 먼지 내 유기인계 난연제 모니터링 및 인체 노출 평가 ··································· 74

PA15)

RGO/Bi3O4Br/Bi2WO6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해 ································································· 75

PA16)

실내공기오염 제어를 위한 태양광활성 3차원 다공성 촉매 응용 ······················································· 76

PA17)

논에서의 물 이동에 관한 연구 ············································································································· 77

PA18)

종관기상관측자료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검사방안 연구 : 일사·일조·운량을 중심으로 ····················· 78

PA19)

화학사고 유해오염물질 호흡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 연구 ························································· 79

PA20)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서고의 실내공기질 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 80

PA21)

부산지역의 최근 4년간(2015∼2018년) PM10과 PM2.5농도의 시·공간적 변화 특성 ····················· 81

PA22)

에디공분산 및 챔버법을 이용한 벼 재배 논에서의 메탄 배출량 비교 평가 ····································· 82

PA23)

Gold/Copper Bi-Metallic Catalysts by Carbothermal Method for CO2 Reduction ················ 83

PA24)

창원시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특성 ······································································································ 84

PA25)

경기만 조석효과에 의한 연안안개 발생 및 기상특성 분석 ································································ 85

PA26)

산국의 잎과 줄기로부터 생리활성 성분 연구 ······················································································ 86

PA27)

Sensitivity Analysis of Aerosol Chemical Mechanisms in Air Quality Modeling (WRF-Chem):
Model Inter-comparison Study of Aerosol Chemical Mechanisms in Korea ························· 87

수자원 ․ 해양환경
OB1)

FLO-2D 모형에서 토양도 격자크기가 Green-Ampt 강우손실에 미치는 영향: 청미천 유역 ·········· 91

OB2)

제주도 육상오염원에 의한 인근 해역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 92

OB3)

청미천 유역 유출 산정에서 FLO-2D 모형 SCS-CN 대푯값이 강우손실에 미치는 영향 ·················· 93

OB4)

초기 우수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 처리효율 분석 ··············································································· 94

OB5)

우물 재생을 위한 압축공기 충격 기술의 적용 ···················································································· 95

OB6)

강릉 연곡천 하류에서 소상하는 연어(Oncorhynchus keta, Chum Salmon)의 이동특성 ············· 96

OB7)

제주도 고지대지역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특성 ········································································· 97

OB8)

표준강수지수 분석결과에 따른 가뭄발생 특성 분석 ··········································································· 98

OB9)

내성천에 대한 식생수문지형학적 관점의 장기모니터링 ······································································ 99

PB1)

잔류산화물(TRO, Total Residual Oxidant) 중화의 최적 조건 도출 ·············································· 100

PB2)

서낙동강에서 장기 관측한 생활환경기준 수질성분을 이용한 수질등급 및 수질지수 산정 ············ 101

PB3)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Water Movement on the Abalone Marine Aquaculture Area
····························································································································································· 102

PB4)

낙동고령 중권역 지천의 본류 기여율 분석 ······················································································· 103

PB5)

낙본A 단위유역 유량자료의 시간적 연속변화가 LDC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04

PB6)

미세조류 Scenedesmus actus (NIER 10007)의 고밀도 생장연구 ················································ 105

PB7)

SM-SBR 고도수처리장치를 이용한 분뇨 내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 연구 ·························· 106

PB8)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alophyte (Scirpus planiculmis) Habitats in the Nakdong
Estuary, Korea ··································································································································· 107

PB9)

부산지역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악취 및 관리실태 조사 ··································································· 108

PB10)

석탄계 비산재를 이용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유가금속(Cu, Co 및 Zn) 흡착 ····························· 109

PB11)

섬유여과기를 이용한 유수지용 수질정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110

PB12)

형산강 가물막이 설치를 위한 수리영향 분석 ··················································································· 111

PB13)

섬진강수계 오수천의 농업용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12

PB14)

경주 북천둔치지역 우수관거 유출수 특성 및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 모니터링에 관한 분석 ······ 113

PB15)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영본B유역의 오염우심 지류지천 도출 ···································· 114

PB16)

경주지역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 115

PB17)

물복지를 위한 지표인자 선정에 관한 연구 ······················································································· 116

PB18)

선행강우를 고려한 댐유출특성 분석 ·································································································· 117

PB19)

가뭄분석을 위한 지속시간별 표준강수지수의 산정 ··········································································· 118

PB20)

이어도 주변해역에서 수중음속의 시공간적 변동 ·············································································· 119

PB21)

홍수기 영월1 수위국의 Rating Curve식 유도 ················································································· 120

PB22)

부수동교 지점의 유량-농도 관계 분석 ······························································································· 121

PB23)

집중호우시 충주댐으로 유입하는 유량 및 수질 조사 ······································································· 122

PB24)

집중호우시 시간별 데이터에 대한 오염부하량 검토 ········································································· 123

PB25)

동해 고수온 발생현황 및 기상요소와의 관계 ··················································································· 124

PB26)

도암만 해역의 육상기원 오염물 분포와 영향범위: 2013년과 2019년 비교 ································· 125

PB27)

강우를 이용한 입력변수 최적 시차 결정 ··························································································· 126

PB28)

표준강수지수와 복원도 취약도 분석에 따른 충북지역의 가뭄분석 ················································· 127

폐수폐기 ․ 환경화학
OC1)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 131

OC2)

총인처리 개선을 위한 전응집 기반 이단응집 시스템 실증평가 ······················································· 132

PC1)

전기응집-전기부상 공정을 이용한 베트남 프린트 폐수의 전처리 ···················································· 133

PC2)

Mg/Al Impregnated Biochar for the Removal and Recovery of Phosphates and
Nitrate ················································································································································· 134

PC3)

PAC 응집제의 염기도 변화에 따른 입도분포 ··················································································· 135

PC4)

석탄비산재를 이용한 제올라이트화 물질 합성을 위한 결정화 요소 최적화 연구 ·························· 136

PC5)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한 석탄비산재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스트론튬과 세슘 이온
흡착 특성 ············································································································································· 137

PC6)

Rhodobacter blasticus를 이용한 고정화 담체 제조 및 영양염류(N, P) 제거효율 평가 ············· 138

PC7)

Removal of Heavy Metals (Cd, Ni and Zn) in Synthetic Wastewater Using

Rodobacter spaeeroides ·················································································································· 139
PC8)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Ankistrodesmus bibraianus의 최적 배양조건 확립 및 영양염류(N, P)
제거 효율 평가 ···································································································································· 140

PC9)

염료물질의 고효율 제어를 위한 이형접합 광촉매의 합성 ································································ 141

PC10)

BiOCl0.75Br0.25 고효율 광촉매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분해 ···························································· 142

PC11)

합성 금속-유기 골격체 MIL-101(Cr)-SO3H를 이용한 스트론튬 및 세슘 이온의 흡착 제거 ········ 143

PC12)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난분해성 물질 저감을 위한 입상 활성탄 적용가능성에 관한 기초 연구 ···· 144

PC13)

고전압 펄스 전기장의 인가전압과 온도가 칼슘이온 농도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45

PC14)

ETAX 상전이촉매 용액에서 Benzimidazolide Ion (BI)에 의한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론적 연구 ········································································································· 146

PC15)

친핵체인 o-Iodosobenzoate Ion(IB⊖)에 의한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 반응에 미치는
ETAX 상전이촉매의 영향 ··················································································································· 147

PC16)

ETAX 상전이촉매 용액에서 유기산 에스테르의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benzimidazole(BI)에 의한
친핵적 효과 ·········································································································································· 148

PC17)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이용한 Sr과 Cs 이온의 흡착속도 및
등온흡착 특성 ······································································································································ 149

PC18)

티타늄나노튜브전극의 전기화학적특성 및 성능평가 ········································································· 150

PC19)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를 PAN으로 고정화한 비드에 의한 수 중 Ni2+, Zn2+
및 Cr3+의 흡착 특성 ··························································································································· 151

PC20)

화산석, 황토/폴리우레탄 및 활성탄/폴리우레탄 담체를 충전한 바이오필터에서 혼합가스
(황화수소-스틸렌, 황화수소-스틸렌-암모니아)의 제거 특성 ····························································· 152

PC21)

폐수 중 포함된 에탄올아민의 분석법 ································································································ 153

PC22)

포도상구균에 대한 LED조사에 따른 알데하이드류 농도변화 추이 ·················································· 154

녹지 ․ 생태환경
OD1)

수성못유원지 장소성 인식 ·················································································································· 157

OD2)

실내 도시농업에서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 평가 ····································· 158

OD3)

염화칼슘(CaCl2) 제설제 피해지역의 토양제염을 위한 토양개량제-구절초처리 간 SPC
(Soil-Plant Continuum)기법의 효용성 ····························································································· 159

OD4)

제설제 피해지역 염류저감을 위한 식생매트 공법별 효과 ································································ 160

OD5)

옥상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토마토-바질의 생육 및 생산성에 미치는 공영식재 효과 ········ 161

OD6)

제설제 피해지 LID 식생대 조성을 위한 자생초화류와 토양개량제간의 현장 적용성 평가 ··········· 162

OD7)

옥상정원에서 은사초와의 공영식재기법이 두메부추, 섬기린초의 생육 및 생리에 미치는 영향 ··· 163

OD8)

여름철 도심 소규모 공원의 식재 유형별 기온차이 규명 ································································· 164

OD9)

거리협곡 구조 및 가로수 식재유형에 따른 기상환경변화 연구 ······················································· 165

OD10) 근린공원 범죄예방설계디자인(CPTED) 적용이 안전도 및 공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66
OD11) 비내섬 습지내 식생유형별 미기후 차이 규명 ··················································································· 167
OD12) 산지형 도시숲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 충주시 만리산을 대상으로 - ·········· 168
OD13) 충남 금산지역 잎들깨에서 차먼지응애(Polyphagotarsonemus latus (Banks))의 발생양상과
공간적 분포특성 ·································································································································· 169
OD14)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트랩식물 선발과 이용효과에 관한 연구 ·································· 170
OD15) 서산육쪽 코끼리마늘의 흑마늘 제조시 시기별 무기질 함량 분석 ··················································· 171
OD16) 헤어리베치의 생육시기별 사료가치 분석 ··························································································· 172
OD17) NaCl 처리에 따른 자실체 구조 Amino acids분석 ·········································································· 173
OD18) 수확한 들깻잎의 관능특성 및 물성에 미치는 클로렐라 시비효과 ··················································· 174
PD1)

잔디밭에서 24절기에 관측한 지온과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상관성 분석 및 Q10 산정 ················· 175

PD2)

낙동강 하류 친수활동 구간의 남조류 분포 특성 연구 ····································································· 176

PD3)

붉은박쥐의 경북권역내 서식 확인 및 여름철 폐광 이용사례 보고 ················································· 177

PD4)

최초 고시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변경 현황에 관한 연구 ····················································· 178

PD5)

온도구배터널 내 상승온도에 의한 난지형 마늘의 광합성 및 생육특성의 변화 ····························· 179

PD6)

제주지역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배추의 광합성, 생산성 및 무기성분 함량

PD7)

수분스트레스에 의한 콩(Glycine max (L.) Merrill) 잎의 광합성 및 광계Ⅱ 광화학적 활성의

····························································································································································· 180
변화 ······················································································································································ 181
PD8)

강원도 도립공원 해제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연도 등급에 관한 연구 ····································· 182

PD9)

경기도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평가에 관한 연구 ···································· 183

PD10)

Anti-Ecotoxicological Effects DBD Glycoprotein Isolated from Dioscorea batatas
Decne Attenuate Fecal Malodor and Increase Feed Efficiency in Mice ······························ 184

PD11)

농경지에서 유기물처리가 토양미생물 군집변화에 미치는 영향 ······················································· 185

PD12)

지리산국립공원의 탐방객 환경태도 분석 ··························································································· 186

PD13)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이용·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 187

PD14)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의식조사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188

PD15)

식물재배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189

PD16)

생태‧자연도를 활용한 멸종위기야생생물(포유류)의 산림유형별 분포 특성 연구 ···························· 190

PD17)

하천수 내의 인제거 위한 알칼리 입상소재 활용 여과수로공법 ······················································· 191

융합환경
OE1)

환경과학분야의 국가별 연구 경쟁력 분석 ························································································· 195

OE2)

계분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병원성 미생물 저감을 통한 상호 관계 규명
–STEAM을 기반으로 한 실험실 연구를 중심으로- ··········································································· 196

OE3)

고등학교 과학교육에서 STEAM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업 향상에 미치는 요인
····························································································································································· 197

OE4)

돈사내 돈분 슬러리(pig slurry)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한 염화알루미늄
(aluminum chloride)의 적용 ············································································································ 198

OE5)

환경 오염물질 분석용 생물 매질 표준물질의 균질성 및 단기안정성 시험평가 ····························· 199

OE6)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생태효율성 비교 평가
-사용기간 내 저감된 상대적 에너지 비용 비교를 기준으로- ··························································· 200

OE7)

M13 박테리오파지 컬러센서 기반 전자코 개발 ··············································································· 201

PE1)

Substitution of Fish Meal by Mealworm (Tenebrio molitor) in Practical Diets for
Pacific White Shrimp, Litopenaeus vannamei ············································································ 202

PE2)

일조부족에 의한 맥류의 생육 및 생산성 변화 ·················································································· 203

PE3)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생활 유기성폐기물 처리효율 ················································· 204

PE4)

고등어를 활용하여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의 품질특성 ······································································· 205

PE5)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도 ··········································································· 206

PE6)

락타이드와 덴드리머 타입 카프로락톤 친환경 공중합체 합성 및 분석 ·········································· 207

PE7)

Effects of Anti-ecotoxic Glycoprotein Isolated from Ulmus davidiana Nakai on
Fecal Malodor and Feed Efficiency in Mice ··············································································· 208

PE8)

화학사고 유해물질의 토양섭취노출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연구 ······················································· 209

PE9)

Treatment with Gold Nanoparticles Using Cudrania Tricuspidata Root Extract
Induced Downregulation of MMP-2/-9 and PLD1 and Inhibited the Invasiveness of
Human U87 Glioblastoma Cells ···································································································· 210

PE10)

논 이용 콩과 옥수수 재배시 토양 수분 변화와 작물 생육특성 ······················································ 211

PE11)

ROS-Mediated Apoptotic Cell Death Pathway Induced by Di (2-ethylhexyl) Phthalate
(DEHP) Related to Fine Particulate Matter in Human Keratinocytes Cells ·························· 212

PE12)

Highly Transparent UV-Curable Nylon 6 Nanofiber Reinforced Polyurethane Acrylate

PE13)

Au/Cu2O-TiO2의 가시광 조사조건 활성도 평가 ··············································································· 214

PE14)

귀금속 도핑 이산화티타늄의 알파피넨에 대한 분해효율 평가 ························································· 215

PE15)

해수 슬러리얼음이 고등어의 신선도에 미치는 조직학적 영향 ························································· 216

PE16)

고등어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 슬러리얼음의 화학적 영향 ··················································· 217

Nanocomposite ·································································································································· 213

PE17)

3D프린팅의 출력성능 확보를 위한 시멘트계 재료의 특성평가 ······················································· 218

PE18)

CSA를 활용한 3D프린팅의 시멘트계 재료의 물성평가 ··································································· 219

대학생 경연대회
OUC1)

진주시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와 미세먼지 대피지역으로의 역할 ································· 223

OUC2)

경남지역 미세먼지 변화 특성 ············································································································ 224

OUC3)

공기질 정화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및 TVOC 저감 ······································································ 225

OUC4)

‘인천 붉은 물’ 사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 226

OUC5)

남부 득량만 해역의 육상오염원분포와 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 227

OUC6)

자성비드를 이용한 비소(As)와 납(Pb)의 흡착처리 ·········································································· 228

OUC7)

폐우지의 재활용을 위한 인의 제거 ··································································································· 229

OUC8)

자연공원 탐방객의 집중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 230

OUC9)

과피 및 찻잎 등의 재활용 ················································································································· 231

OUC10) 실새삼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탐색 ·························································································· 232
OUC11) 흑노호(kadsura coccinea)의 생리활성과 이를 이용한 액상차의 제조 ··········································· 233
OUC12) 나노 커큐민 사료 첨가제 개발을 통한 흑돼지 면역 매개 성장률 증진 및 장내조절 기능을 통한
돈사 분뇨 냄새 문제 해결 ················································································································· 234
OUC13) 축산환경경영 향상을 통한 축종별 축사 내 환경오염저감 방안 제시 ·············································· 235
OUC14) 친환경 가글캡슐 ································································································································· 236

저자색인 ··························································································································································· 237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인 사 말

존경하는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2019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자문단회, 대학생 경연대회, 경주 일원
환경탐사 등 푸짐한 축제가 천년고도 경주에서 2019년 11월 7일
부터 3일간 시작됩니다.
우리 (사)한국환경과학회는 1992년 4월에 창립하여 26년간 학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봉사와 배려를 해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각 위
원회와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사)한국환경과학회의 주요사업으로
(사)한국환경과학회지 제28권 발간, 봄 정기워크숍(5월/제주대학
교), 여름 국제환경탐사연구회(7월/호주), 가을 정기학술대회(11월/
경주), 이사회(격월), 편집위원회(격월) 개최 등
그리고 금년 정기학술대회에서 대학생 경연대회를 새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학회를 위한 노력과 학술적 발전에 도움을 주신 모든 회
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구성되는 회장단과 함께 많은 발전이 이루어
지는 (사)한국환경과학회가 되도록 다 함께 새로운 앞날을 준비하고
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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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세부일정
2019년 11월 7일 (목) ~ 11월 9일 (토) 더케이호텔경주
일자

11월
7일
(목)

시 간
12:30~
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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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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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및 회장선거
(진행: 박근태)
산학관 발표 Ⅰ 공준(㈜에니스환경건설)
산학관 발표 Ⅱ 정연호(㈜SGR테크)
산학관 발표 Ⅲ 이영미(㈜에코브레인)
(좌장: 김희만, 황용식)
초청강연 Ⅰ 황기욱(도호쿠대학교)
초청강연 Ⅱ 고재학(제주대학교)
(좌장: 감상규)
정기총회
(진행: 박근태)
간친회
등
록
학술위원회(좌장모임) (진행: 박정호, 이창한)
2019년 학술상 수상자 발표
(좌장: 박문기)
구두 발표 - Session Ⅰ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화랑 A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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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 C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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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1 황지형 OB2 감상규
OB3 이형근 OB4 최광복
OB5 함세영

OD1
OD3
OD5
OD7

한재경
양지
장원식
정다영

14:30~17:00

제3발표장
(화랑 C홀)

수자원·해양환경

녹 지 · 생 태 환 경

좌장: 함세영

좌장: 주진희

OB6 김범식 OB7 김지명
OB8 박기범 OB9 이찬주

11월
9일
(토)

10:00~

OD9 박세환
OD11 강예림
OD13 최용석
OD15 조용구
OD17 안승원

OD10
OD12
OD14
OD16
OD18

합

환

폐

- 4 -

회

OC1 김미진 OC2 신경숙
[특별] OE1 장현주
OE2 장두혁 OE3 문상철
OE4 김창만

심사: 5인(원화 A홀)

경

채예지 OE5 이수용 OE6 이수륜
송소연
OE7 오진우
최용석
조용구
윤에스더

14:00~

제4발표장
(원화 B홀)
폐수폐기·환경화학
/ 융 합 환 경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전국 대학생 경연대회

좌장: 신승호

경주 일원 환경탐사

화랑 A홀

원화 A홀

제4발표장
(원화 B홀)
융

화랑 A홀
화랑 B·C홀
3층 로비
화랑 A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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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 Session Ⅱ
제2발표장
(화랑 B홀)

화랑 A홀

본관 1층 서라벌

수자원․해양환경(28건) : 이창한
녹지․생태환경(17건) : 안승원

폐수폐기․환경화학(22건) : 최영익
융합환경(18건) : 김희만/최인학

화랑 A홀

좌장: 최정학

OD2 김태연
OD4 이종영
OD6 김현욱
OD8 강석진

점심 식사
신진연구자 발표 유근제(한국해양대학교)
(좌장: 박근태)
포스터 3분 Speech발표 및 심사 (좌장 : 분과별 심사위원)

13:30~14:30 대기환경(27건) : 황용식

신관 3층 로비
3층 화랑 A홀

OUC1 이지은 OUC2 김동언
OUC3 김동엽 OUC4 박성재
OUC5 이경준 OUC6 박 훈
OUC7 김지은 OUC8 최주환
OUC9 송지현 OUC10박정윤
OUC11 손유진 OUC12김다현
OUC13 이수영 OUC14정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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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회 안내

1. 학술논문발표회에 참가하는 회원은 등록대에서 등록하신 후 명찰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구두 발표자는 MS Power Point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10MB 이내), 파일명은
“세션번호-발표자이름.ppt(예: OA1-홍길동.ppt)”로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작동여부를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3. 구두 발표자는 해당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해당 세션의 좌장에게 발표 준비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구두 발표시간은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표자 및 좌장은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5. 포스터의 규격은 가로 90 ㎝ × 세로 120 ㎝입니다. 상단 10 ㎝내에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발표자의 성명, 소속 등 기본적인 정보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6. 포스터 발표안내
- 부착 일시 : 11월 7일(목) 12:30 ~ 8일(금) 17:00
- 발표 및 심사 일시 : 11월 8일(금) 13:30 ~ 14:30
※ 발표자는 심사시 포스터 앞에서 대기하면서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해야 하며, 이 때
미부착 또는 미 대기시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7. 좌장은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11월 1일(금)까지 학회사무국에 알려주시고, 11월
8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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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1. 학술상 수상자
성 명

소 속

최인학

중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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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성 명

소 속

OA1

폭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김백조

국립기상과학원

OA2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연구

문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OA5

울산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인근 도시지역 BTX
농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오인보

울 산 대 학 교

OA7

지리산 국립공원내 해발 500 m 청정지역의 PM10 농도
특성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OB3

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

윤현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OB4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의 24절기별 강수량과 기온 변화비교

박기범

경 일 대 학 교

OC3

그래핀 옥사이드(GO)를 이용한 맥신(MXene) 기반
수처리 분리막 제작

강경민

K

OD1

한국 전통정원의 원지

백지성

전 남 대 학 교

OD9

토지 이용유형별 어린이공원의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 및 관리를 위한 실증분석

박성준

건 국 대 학 교

OD11

산지형 공원의 지형구조와 식생구조에 따른 이온지수 평가

구태영

건 국 대 학 교

OD13

계곡 우점림의 개체군 동태와 천이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안승원

공 주 대 학 교

OE1

홍어껍질(Skate Skin)유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경구
섭취가 체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대조군 비교 인체적용시험

김상호

영 산 홍 어 ㈜

OE5

Novel Bio Active Pigment Fabricated Electrospun
Hybrid Mat for Enhanced Antimicrobial Activity Via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Molecule

Sunirmal
Sheet

전 북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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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포스터 발표(19편)
번 호

제

목

성 명

소 속

PA2

연도별 태풍의 사전방재 정보 구축(2002-2015)

나하나

인 제 대 학 교

PA9

중국 발 미세먼지 수송 중의 황산염 농도 증가 메커니즘
분석

전원배

부 산 대 학 교

PA12

하천복원에 따른 도심지역 열환경 변화 분석

도우곤

부산보건환경연구원

PA18

거주환경 내 실내라돈의 위해성평가

박태현

서 경 대 학 교

PA29

벤젠사업장에서의 GC와 PID 결과치의 상관성 검토

유미선

울 산 대 학 교

PB16

도시지역에서의 비상시 용수공급

김교식

경북도립대학교

PB17

안동댐 유역의 갈수기 유출특성 분석

박계환

한국교통대학교

PB22

영산강상류 중권역내 위치한 지류지천의 수질 장기 경향
분석

정재운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PB24

저가형 센서를 활용한 돌발홍수 예‧경보 고도화 연구

정도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B26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토양오염현황조사 지점 선정
방법 개발

백운일

국립환경과학원

PC5

석탄비산재로부터 제올라이트 합성시 알카리 조건에 따른
결정화 특성

안상혁

부산가톨릭대학교

PC19

비산재로부터 방사성 이온 제거용 제올라이트계 흡착제
제조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PC20

전류밀도와 접촉시간이 활성슬러지의 막 오염 저감에
미치는 영향

김완규

호 서 대 학 교

PD3

전남북 맥류 주산지역 토양 및 논물특성과 조류(algae)
발생 조사

배희수

국립식량과학원

PD10

Capsaicinoid and Total free-Sugar Contents Increase
in Hot Pepper `Muhanjilju’ under Mild High
Temperature Regimes

오순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PD15

충남지역 생산 흑 마늘의 무기질 함량 분석

조용구

공 주 대 학 교

PE1

P-N형 헤테로 접합 촉매 Cu2O/TiO2를 이용한 가스상
자일렌의 분해효율 평가

이준엽

㈜ 켐 토 피 아

PE3

Melatonin Restores Mucin Depletion Induced by V.
vulnificus

이영민

대구한의대학교

Efficacy of Hermetia illucens Peptide Extract for
Potentiating Vaccination against the Avian
Influenza in Broiler

지상윤

농 촌 진 흥 청

P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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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7일 (목)

Session 산학관 발표 / 15:10-16:10 / 화랑 A홀
좌장: 김희만(한국철도공사), 황용식(신라환경컨설팅㈜)

산학관Ⅰ

토양정화를 위한 주요기술 개발
공준
㈜에니스환경건설

산학관Ⅱ

LNAPLs 정화를 위한 산화제와 첨가제 연구
정연호, 권도현, 김수홍
㈜에스지알테크

산학관Ⅲ

VPP 분산자원 운영을 위한 신재생 발전량 예측 시스템
박정근, 박다빈, 성현창, 이영미
㈜에코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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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7일 (목)

Session 초청강연 발표 / 16:20-17:20 / 화랑 A홀
좌장: 감상규(제주대)

초청강연Ⅰ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Methylmercury Exposure and Molecular
Toxicological Approaches for Its Study
Gi-Wook Hwang
Graduate School of Pharmaceutical Sciences, Tohoku University

초청강연Ⅱ 폐기물의 지반공학적 특성에 따른 매립지의 메탄생성 특성에 관한 연구
고재학, Xu Qiyong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북경대학교 심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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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술상 수상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2019년 학술상 수상자 발표 / 09:20-09:5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학 술 상 환경경영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최인학
중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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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신진연구자 발표 / 13:00-13:30 / 화랑 A홀
좌장: 박근태(부산대)

신진연구자

황사 중 바이오에어로졸 내 미생물 유해성 검측과 인공지능 기법을 통한 유해성
사전 예측
유근제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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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OA 대기환경 / 10:00-12:00 / 화랑 A홀
좌장: 오인보(울산대)

OA1)

경남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대기측정망의 대기질 특성 분석
박정호, 김태형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OA2)

1)

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Observation and Simulation of Inorganic Spring-time Aerosol Compositions
Over the Yellow Sea Area
Yu-Jin Jo, Hyo-Jung Lee, Hyun-Young Jo, Cheol-Hee Kim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OA3)

운영기술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석
정재형, 김기만1)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OA4)

1)

녹색기술센터 국제전략부

휴대용 GC/MS를 활용한 울산국가산업단지 현장조사
오주연, 이태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OA5)

부산지역 여름철 고농도 PM2.5 농도 사례와 기상학적 관련성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OA6)

1)

신라환경컨설팅

Dendritic Fibrous Nanosilica (KCC-1) Templated g-C3N4 with Cobalt Oxide for
Efficient Visible Light Driven Photocatalysis
Junbeom Cho, Hee-Tae Ju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OA7)

WRF-UCM 모델을 이용한 연안산업도시지역 기온과 바람 수치모의
방진희, 황미경, 김양호, 이지호, 김지희, 오인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OA8)

악취피해 예측을 위한 간이법과 Screen3 모델링과의 예측 비교
유미선,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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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OB 수자원·해양환경 / 10:00-12:00 / 화랑 B홀
좌장: 박기범(경일대)

OB1)

FLO-2D 모형에서 토양도 격자크기가 Green-Ampt 강우손실에 미치는 영향: 청미천
유역
황지형, 이길하
대구대학교 토목공학과

OB2)

제주도 육상오염원에 의한 인근 해역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고찬옥, 김언주, 김도희, 감상규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경연구원,

OB3)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청미천 유역 유출 산정에서 FLO-2D 모형 SCS-CN 대푯값이 강우손실에 미치는 영향
이형근, 이길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OB4)

초기 우수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 처리효율 분석
최광복, 조선국, 정상우, 윤영내, 박기범1), 안승섭1)
(주)에싸, 1)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OB5)

우물 재생을 위한 압축공기 충격 기술의 적용
전항탁, 함세영, 정재열1), 한석종2), 윤설민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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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OB 수자원·해양환경 / 14:30-17:00 / 화랑 B홀
좌장: 함세영(부산대)

OB6)

강릉 연곡천 하류에서 소상하는 연어(Oncorhynchus keta, Chum Salmon)의
이동특성
김범식, 정용우, 박주면1), 정해근, 김윤하, 이충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

OB7)

제주도 고지대지역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특성
김지명, 박원배1), 강봉래1), 김민철1), 조은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OB8)

1)

제주연구원

표준강수지수 분석결과에 따른 가뭄발생 특성 분석
안승섭, 박기범, 임동희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OB9)

내성천에 대한 식생수문지형학적 관점의 장기모니터링
이찬주, 김동구, 최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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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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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1)

수성못유원지 장소성 인식
한재경, 엄붕훈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D2)

1)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실내 도시농업에서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 평가
김태연, 김수창, 이종관, 장준희, 여진성, 송희연1), 주세영2), 염경진2), 주진희3),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OD3)

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식품학전공,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염화칼슘(CaCl2) 제설제 피해지역의 토양제염을 위한 토양개량제-구절초처리 간 SPC
(Soil-Plant Continuum)기법의 효용성
양지, 김언1), 김태현, 박지환, 이유진, 김원태2), 주진희3), 윤용한3)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OD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3)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제설제 피해지역 염류저감을 위한 식생매트 공법별 효과
이종영, 김경훈, 오준석, 김강훈, 윤석규, 이재만1), 김원태2), 주진희3),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OD5)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옥상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토마토-바질의 생육 및 생산성에 미치는 공영식재
효과
장원식, 김미령, 이현아, 조현진, 송희연1), 주세영2), 염경진2), 주진희3),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OD6)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식품학전공,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제설제 피해지 LID 식생대 조성을 위한 자생초화류와 토양개량제간의 현장 적용성 평가
김현욱, 지승, 김도열, 윤예솔, 주나훔, 양지1), 김원태2), 주진희3),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3)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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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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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7)

옥상정원에서 은사초와의 공영식재기법이 두메부추, 섬기린초의 생육 및 생리에 미치는
영향
정다영, 유혜원, 이상준, 이예린, 고경명, 서수현1), 양지1), 이재만1), 송희연1), 주진희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OD8)

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여름철 도심 소규모 공원의 식재 유형별 기온차이 규명
강석진, 김수민, 임준, 최일헌, 박성록1),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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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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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9)

거리협곡 구조 및 가로수 식재유형에 따른 기상환경변화 연구
박세환, 곽민식, 신찬빈, 장진범, 진효정, 최원준1),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OD10) 근린공원 범죄예방설계디자인(CPTED) 적용이 안전도 및 공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채예지, 강보림, 고정석, 양창섭, 장은혜, 정다운, 최원준1),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OD11) 비내섬 습지내 식생유형별 미기후 차이 규명
강예림, 김민서, 이재욱, 장서영, 장세현, 이상훈1), 윤용한2), 김정호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OD12) 산지형 도시숲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 충주시 만리산을 대상으로 송소연, 이경우, 장연식, 조한재, 홍지원, 정주현1),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OD13) 충남 금산지역 잎들깨에서 차먼지응애(Polyphagotarsonemus latus (Banks))의
발생양상과 공간적 분포특성
서윤경, 최용석1), 안승원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OD14)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트랩식물 선발과 이용효과에 관한 연구
최용석, 서윤경1), 안승원1)
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OD15) 서산육쪽 코끼리마늘의 흑마늘 제조시 시기별 무기질 함량 분석
조용구, 장명준, 오태석, 박윤진, 안승원1), 김창호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공주대학교 원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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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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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16) 헤어리베치의 생육시기별 사료가치 분석
조용구, 장명준, 손태영, 오은경, 오태석, 안승원1), 김창호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OD17) NaCl 처리에 따른 자실체 구조 Amino acids분석
이상철, 김태권, 오태석, 박윤진, 안승원1), 장명준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공주대학교 원예학과
OD18) 수확한 들깻잎의 관능특성 및 물성에 미치는 클로렐라 시비효과
안승원, 윤에스더, 조용구1), 장명준1), 오태석1), 박윤진1), 김창호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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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OC 폐수폐기·환경화학 / OE 융합환경 10:00-12:00 / 원화 B홀
좌장:최정학(부산가톨릭대)

OC1)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김미진, 강봉래, 박원배, 김지명, 양원석1)
제주연구원,

OC2)

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총인처리 개선을 위한 전응집 기반 이단응집 시스템 실증평가
신경숙, 차재환, 이태국, 조용주, 국승선1)
㈜한화건설 환경연구소,

[특별] OE1)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환경과학분야의 국가별 연구 경쟁력 분석
장현주
엘스비어 코리아·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OE2)

계분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병원성 미생물 저감을 통한 상호 관계 규명 –STEAM을
기반으로 한 실험실 연구를 중심으로문상철, 장두혁, 서세린, 석해인
청도고등학교

OE3)

고등학교 과학교육에서 STEAM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업 향상에
미치는 요인
문상철, 최인학1)
청도고등학교,

OE4)

1)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돈사내 돈분 슬러리(pig slurry)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한 염화알루미늄
(aluminum chloride)의 적용
김창만, 정태호1), 김삼철2), 최인학1)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1)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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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OE 융합환경 14:30-17:00 / 원화 B홀
좌장: 신승호(대구보건대)

OE5)

환경 오염물질 분석용 생물 매질 표준물질의 균질성 및 단기안정성 시험평가
이수용, 이장호, 정다위, 박기완, 오정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연환경연구과 국가환경시료은행

OE6)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생태효율성 비교 평가 -사용기간 내 저감된 상대적 에너지 비용
비교를 기준으로이수륜, 정용현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OE7)

M13 박테리오파지 컬러센서 기반 전자코 개발
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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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PA 대기환경 / 13:30-14:30 / 원화 A홀
좌장: 황용식(신라환경컨설팅㈜)

PA1)

고해상도 SST와 기상자료동화 적용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2)

정확도 높은 태풍사전방재모델 구동을 위한 기상입력자료에 따른 WRF의 기상장 차이
–GDAPS, RDAPS, GFS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3)

기상 입력자료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4)

정확도 높은 태풍사전방재모델 구동을 위한 토양입력자료에 따른 WRF의 기상장 차이
–GDAPS SOIL, GFS SOIL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5)

토양입력자료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PA6)

기상요소 분석을 위한 3차원 표출기법 연구
김건우1)2), 나하나1), 김희만3), 정우식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3)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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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하계 도시고온과 대기오염 간의 상관성 분석
안은지,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PA8)

대구의 도시열섬현상과 그것이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안은지,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PA9)

대구의 맑은 날 진 겨울일의 장기변화 경향
추승현,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PA10) 집진장치 성능시험용 분진발생장치의 개발
조석호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PA11) 부산지역 초미세먼지(PM-2.5) 질량과 화학성분 농도 특성
박정민, 황진하, 박기형, 정현철, 조정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PA12) 부산 항만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탄소특성 연구
황진하, 박정민, 장은화, 정현철, 유은철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PA13) 부산지역 악취지도 작성
유숙진, 도우곤, 임용승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PA14) 전북 군산지역의 집 먼지 내 유기인계 난연제 모니터링 및 인체 노출 평가
권혜련, 오혜지1), 장광현1), 유선재, 김종구, 김준우2)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PA15) RGO/Bi3O4Br/Bi2WO6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해
김미경,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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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6) 실내공기오염 제어를 위한 태양광활성 3차원 다공성 촉매 응용
배미향,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PA17) 논에서의 물 이동에 관한 연구
김용국, 이부용
대구가톨릭대학교
PA18) 종관기상관측자료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검사방안 연구 : 일사·일조·운량을 중심으로
이인규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PA19) 화학사고 유해오염물질 호흡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 연구
박시현, 홍형진1), 윤단기1), 이혜원, 공혜관1), 임희빈1), 남궁선주, 이철민1)
서경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소,

1)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PA20)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서고의 실내공기질 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임희빈, 이혜원1), 남궁선주1), 박소연2), 이철민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1)서경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소
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PA21) 부산지역의 최근 4년간(2015∼2018년) PM10과 PM2.5농도의 시·공간적 변화 특성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신라환경컨설팅

PA22) 에디공분산 및 챔버법을 이용한 벼 재배 논에서의 메탄 배출량 비교 평가
최은정, 이종식, 김건엽, 이선일, 정현철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

농촌진흥청 청장실

PA23) Gold/Copper Bi-Metallic Catalysts by Carbothermal Method for CO2 Reduction
Hee-chan Yoon, Woo-bin Jung, Hee-Tae Jung
KAIST
PA24) 창원시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특성
박종길, 김은별1), 김동언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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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25) 경기만 조석효과에 의한 연안안개 발생 및 기상특성 분석
안혜연, 정주희1), 김유근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PA26) 산국의 잎과 줄기로부터 생리활성 성분 연구
박숙자, 박문기, 이종록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PA27) Sensitivity Analysis of Aerosol Chemical Mechanisms in Air Quality Modeling
(WRF-Chem): Model Inter-comparison Study of Aerosol Chemical Mechanisms
in Korea
Hyo-Jung Lee, Hyun-Young Jo, Yu-Jin Jo, Shin-Young Park, Geum-Hee Yang,
Cheol-Hee Kim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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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PB 수자원·해양환경 / 13:30-14:30 / 원화 A홀
좌장: 이창한(부산가톨릭대)

PB1)

잔류산화물(TRO, Total Residual Oxidant) 중화의 최적 조건 도출
박영식, 김동석1)
1)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PB2)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서낙동강에서 장기 관측한 생활환경기준 수질성분을 이용한 수질등급 및 수질지수 산정
김병우, 강동환1), 소윤환1), 윤연수2)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융합연구원,

PB3)

1)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2)

상지지오텍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Water Movement on the Abalone Marine
Aquaculture Area
최양호, 이미진, 박성진, 이미희, 이창규,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PB4)

낙동고령 중권역 지천의 본류 기여율 분석
신상민, 김성민, 최수연, 장순자, 피명언, 김선애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PB5)

낙본A 단위유역 유량자료의 시간적 연속변화가 LDC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경훈, 조창대, 윤현정, 임태효, 김성민, 이철구, 권헌각, 서미진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PB6)

미세조류 Scenedesmus actus (NIER 10007)의 고밀도 생장연구
조대철, 권성현1)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환경공학과,

PB7)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해양산업연구소)

SM-SBR 고도수처리장치를 이용한 분뇨 내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 연구
최영익, 지현조, 신대열, 사나만수르, 김효원, 정병길1), 최경식2), 성낙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PB8)

1)

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2)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alophyte (Scirpus planiculmis) Habitats in the
Nakdong Estuary, Korea
김윤지, 강정원, 우한준, 박선영, 박찬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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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악취 및 관리실태 조사
유현철, 이유정, 도우곤, 구서연, 박양진, 유숙진, 임용승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PB10)

석탄계 비산재를 이용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유가금속(Cu, Co 및 Zn) 흡착
김유진, 이초록1), 하유민1), 박종원1), 이창한1)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PB11)

섬유여과기를 이용한 유수지용 수질정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정숙, 김미란1), 노다지2), 진묘경2), 장정국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전공,

PB12)

1)

(주)케이이피,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형산강 가물막이 설치를 위한 수리영향 분석
최광복, 이효진1), 박기범1), 안승섭1)
㈜에싸,

PB13)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섬진강수계 오수천의 농업용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재운, 김대훈, 최동호, 이재영, 이재춘, 손세창1)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PB14)

1)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경주 북천둔치지역 우수관거 유출수 특성 및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 모니터링에 관한
분석
최광복, 조선국, 정상우, 윤영내, 박기범1), 안승섭1)
㈜에싸,

PB15)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영본B유역의 오염우심 지류지천 도출
최동호, 김대훈, 정재운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PB16)

경주지역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최광복, 안승섭, 김미정, 이도경, 양준석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PB17)

물복지를 위한 지표인자 선정에 관한 연구
박기범, 민정기, 김동언, 이규한, 최현준, 김원영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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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강우를 고려한 댐유출특성 분석
이효진, 안승섭,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PB19)

가뭄분석을 위한 지속시간별 표준강수지수의 산정
박기범, 강병길, 정종헌, 하현수, 문태균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PB20)

이어도 주변해역에서 수중음속의 시공간적 변동
박경주

해군사관학교
PB21)

홍수기 영월1 수위국의 Rating Curve식 유도
남성효, 노석영, 이정우, 이건호, 강승지, 김예슬, 이명진, 최정동,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PB22)

부수동교 지점의 유량-농도 관계 분석
남성효, 노석영, 이정우, 이건호, 강승지, 김예슬, 이명진, 최정동,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PB23)

집중호우시 충주댐으로 유입하는 유량 및 수질 조사
신동혁, 남성효, 이명진, 최정동,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PB24)

집중호우시 시간별 데이터에 대한 오염부하량 검토
신동혁, 주경민, 이도현, 박재영, 노석영, 이정우, 최정동,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PB25)

동해 고수온 발생현황 및 기상요소와의 관계
안지숙, 김상우, 임진욱1), 박명희, 김주연, 오승열, 주희태, 황재동, 오현주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PB26)

1)

(주)라이온플러스

도암만 해역의 육상기원 오염물 분포와 영향범위: 2013년과 2019년 비교
안삼영, 강형일, 정재성1), 이영선1)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순천대학교 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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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27)

2019년 11월 8일 (금)

강우를 이용한 입력변수 최적 시차 결정
김교식, 박기범1), 황의현, 이대형, 김도균

경북도립대학교 토목공학과,
PB28)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표준강수지수와 복원도 취약도 분석에 따른 충북지역의 가뭄분석
최종구, 장인수, 박기범1)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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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PC 폐수폐기·환경화학 / 13:30-14:30 / 원화 A홀
좌장: 최영익(동아대)

PC1)

전기응집-전기부상 공정을 이용한 베트남 프린트 폐수의 전처리
박영식, 손지연1), 이민정1), 김동석1)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PC2)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Mg/Al Impregnated Biochar for the Removal and Recovery of Phosphates and
Nitrate
Dong-Ji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Hallym University

PC3)

PAC 응집제의 염기도 변화에 따른 입도분포
안광호, 임현만, 김원재, 정진홍, 채호준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PC4)

이영화학(주)

석탄비산재를 이용한 제올라이트화 물질 합성을 위한 결정화 요소 최적화 연구
박종원, 김문일, 문성준, 이원기1),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PC5)

1)

1)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한 석탄비산재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스트론튬과
세슘 이온 흡착 특성
최정학, 이창한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PC6)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Rhodobacter blasticus를 이용한 고정화 담체 제조 및 영양염류(N, P) 제거효율 평가
박지수, 박영민, 이예은, 정근욱
충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PC7)

Removal of Heavy Metals (Cd, Ni and Zn) in Synthetic Wastewater Using

Rodobacter spaeeroides
Ye-Eun Lee, Ji-Su Park, Young-Min Park, Keun-Yook Ch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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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8)

2019년 11월 8일 (금)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Ankistrodesmus bibraianus의 최적 배양조건 확립 및
영양염류(N, P) 제거 효율 평가
박영민, 박지수, 이예은, 정근욱
충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PC9)

염료물질의 고효율 제어를 위한 이형접합 광촉매의 합성
최종욱,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PC10)

BiOCl0.75Br0.25 고효율 광촉매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분해
김동진,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PC11)

합성 금속-유기 골격체 MIL-101(Cr)-SO3H를 이용한 스트론튬 및 세슘 이온의 흡착
제거
최정학, 이준엽1), 이광원2), 전재영, 박현준, 김주용, 위우진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2)

PC12)

1)

(주)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난분해성 물질 저감을 위한 입상 활성탄 적용가능성에 관한 기초
연구
김효원, 권민지, 지현조, 정진희, 정병길1), 최영익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PC13)

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고전압 펄스 전기장의 인가전압과 온도가 칼슘이온 농도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담하, 김재현1), 장인성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PC14)

1)

호서대학교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ETAX 상전이촉매 용액에서 Benzimidazolide Ion (BI)에 의한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론적 연구
김정배, 김경규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PC15)

친핵체인 o-Iodosobenzoate Ion(IB⊖)에 의한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 반응에
미치는 ETAX 상전이촉매의 영향
김정배, 김경규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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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6)

2019년 11월 8일 (금)

ETAX 상전이촉매 용액에서 유기산 에스테르의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benzimidazole(BI)에 의한 친핵적 효과
김정배, 김경규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PC17)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이용한 Sr과 Cs 이온의 흡착속도 및
등온흡착 특성
이창한, 감상규1), 조은님2), 안갑환, 이민규3)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2)

PC18)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산업보건학과,

3)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티타늄나노튜브전극의 전기화학적특성 및 성능평가
양소영1,2), 박현웅1,2)
1)

PC19)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2)

경북대학교 에너지공학부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를 PAN으로 고정화한 비드에 의한 수 중 Ni2+,
Zn2+ 및 Cr3+의 흡착 특성
감상규, 김정태1), 이창한2), 이민규3)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제주축협공판장,
3)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PC20)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화산석, 황토/폴리우레탄 및 활성탄/폴리우레탄 담체를 충전한 바이오필터에서
혼합가스(황화수소-스틸렌, 황화수소-스틸렌-암모니아)의 제거 특성
감상규, 강경호1), 이창한2), 이민규3)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3)

PC21)

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폐수 중 포함된 에탄올아민의 분석법
남정환, 유미선,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PC22)

포도상구균에 대한 LED조사에 따른 알데하이드류 농도변화 추이
유미선, 양성봉, 문선영1), 홍성결1), 박형호1)
울산대학교 화학과,

1)

LG전자 IEQ선행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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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PD 녹지·생태환경 / 13:30-14:30 / 원화 A홀
좌장: 안승원(공주대)

PD1)

잔디밭에서 24절기에 관측한 지온과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상관성 분석 및 Q10 산정
소윤환, 강동환, 김병우1)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PD2)

1)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융합연구원

낙동강 하류 친수활동 구간의 남조류 분포 특성 연구
이유정, 김미희, 지화성, 박성현, 박홍기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PD3)

붉은박쥐의 경북권역내 서식 확인 및 여름철 폐광 이용사례 보고
전영신, 정철운, 김성철, 홍승희1), 한상훈2)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대학원,

PD4)

1)

㈜미강생태연구원,

2)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최초 고시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변경 현황에 관한 연구
최철현, 이성제, 임치홍, 송일배, 유창훈, 김남신,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PD5)

온도구배터널 내 상승온도에 의한 난지형 마늘의 광합성 및 생육특성의 변화
오서영, 문경환, 송은영, 신민지,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PD6)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제주지역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배추의 광합성, 생산성 및
무기성분 함량
오서영, 문경환, 송은영, 신민지,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PD7)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수분스트레스에 의한 콩(Glycine max (L.) Merrill) 잎의 광합성 및 광계Ⅱ 광화학적
활성의 변화
오서영,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PD8)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강원도 도립공원 해제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연도 등급에 관한 연구
임효선, 이지선, 송일배, 조장삼, 박기현, 최철현, 이성제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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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9)

2019년 11월 8일 (금)

경기도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평가에 관한 연구
조장삼, 이지선, 임효선, 송일배, 박기현, 최철현, 이성제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연구팀

PD10) Anti-Ecotoxicological Effects DBD Glycoprotein Isolated from Dioscorea batatas
Decne Attenuate Fecal Malodor and Increase Feed Efficiency in Mice
Do-Wan Kim, Jeong-Bae Park, Taesun Min1), Sei-Jung Lee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제주대학교 생명공학과

PD11) 농경지에서 유기물처리가 토양미생물 군집변화에 미치는 영향
백계령, 김태영, 이계준, 이정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PD12) 지리산국립공원의 탐방객 환경태도 분석
한재경, 우형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PD13)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이용·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재경, 우형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PD14)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의식조사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한재경, 우형택1), 윤혜지1), 박은진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PD15) 식물재배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김승주, 김오연, 이주영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PD16) 생태‧자연도를 활용한 멸종위기야생생물(포유류)의 산림유형별 분포 특성 연구
송일배, 임효선, 이성제, 최철현, 유창훈, 이지선, 조장삼, 박기현, 조광진, 김남신,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PD17) 하천수 내의 인제거 위한 알칼리 입상소재 활용 여과수로공법
임현만, 김원재, 장여주1), 장향연1), 안광호, 정진홍, 박나리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스마트도시·건설융합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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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Session PE 융합환경 / 13:30-14:30 / 원화 A홀
좌장: 김희만(한국철도공사), 최인학(중부대)

PE1)

Substitution of Fish Meal by Mealworm (Tenebrio molitor) in Practical Diets
for Pacific White Shrimp, Litopenaeus vannamei
정태호, 김남정1), 박철2), 김주민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PE2)

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일조부족에 의한 맥류의 생육 및 생산성 변화
배희수, 최인배, 장현수, 안승현, 윤종탁, 김욱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PE3)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생활 유기성폐기물 처리효율
신승호, 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PE4)

고등어를 활용하여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의 품질특성
최서희, 김예진, 구효근, 정갑섭, 노정숙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E5)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도
김영주, 이동호, 김동현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PE6)

락타이드와 덴드리머 타입 카프로락톤 친환경 공중합체 합성 및 분석
임동혁, 이승재, Vishal Gavande, 이창한1), 진영읍, 이원기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PE7)

Effects of Anti-ecotoxic Glycoprotein Isolated from Ulmus davidiana Nakai on
Fecal Malodor and Feed Efficiency in Mice
Do-Wan Kim, Ji-Yun Kim, Sei-Jung Lee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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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E8)

2019년 11월 8일 (금)

화학사고 유해물질의 토양섭취노출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연구
홍형진, 공혜관, 박시현, 윤단기, 이혜원, 임희빈, 남궁선주, 이철민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PE9)

Treatment with Gold Nanoparticles Using Cudrania Tricuspidata Root Extract
Induced Downregulation of MMP-2/-9 and PLD1 and Inhibited the
Invasiveness of Human U87 Glioblastoma Cells
Sun Young Park1),2), Beomjin Kim2), Young-Whan Choi3), Geuntae Park1),2)
1)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PE10)

2)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3)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논 이용 콩과 옥수수 재배시 토양 수분 변화와 작물 생육특성
배희수, 장현수, 안승현, 윤종탁, 김욱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PE11)

ROS-Mediated Apoptotic Cell Death Pathway Induced by Di (2-ethylhexyl)
Phthalate (DEHP) Related to Fine Particulate Matter in Human Keratinocytes
Cells
Jeong-Bae Park, Soo-Hyun Choi, Moon-Ki Park, Sei-Jung Lee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PE12)

Highly Transparent UV-Curable Nylon 6 Nanofiber Reinforced Polyurethane
Acrylate Nanocomposite
Vishal Gavande, Donghyeok Im, Seungjae Lee, Jamin Koo, Yongup Jin,
Won-Ki Lee
Division of Applied Chem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E13)

Au/Cu2O-TiO2의 가시광 조사조건 활성도 평가
이준엽, 박상희, 김도훈, 김선진, 문은비, 최정학1), 신승호2)
켐토피아 생활환경연구센터,
2)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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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일정표
PE14)

2019년 11월 8일 (금)

귀금속 도핑 이산화티타늄의 알파피넨에 대한 분해효율 평가
이준엽, 최정학1), 신승호2), 최영훈
켐토피아 생활환경연구센터,
2)

PE15)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해수 슬러리얼음이 고등어의 신선도에 미치는 조직학적 영향
김세준, 이남걸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E16)

고등어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 슬러리얼음의 화학적 영향
전동협, 이남걸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E17)

3D프린팅의 출력성능 확보를 위한 시멘트계 재료의 특성평가
조용광, 남성영, 김춘식, 조성현
한일시멘트 기술연구소 소재팀

PE18)

CSA를 활용한 3D프린팅의 시멘트계 재료의 물성평가
조용광, 남성영, 김춘식, 조성현
한일시멘트 기술연구소 소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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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경연대회 발표일정표

2019년 11월 8일 (금)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전국 대학생 경연대회 / 14:30-17:00 / 원화 A홀
심사위원: 5인
OUC1)

진주시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와 미세먼지 대피지역으로의 역할
참가자_이지은, 유명모, 장진호, 천성우
지도교수_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OUC2)

경남지역 미세먼지 변화 특성
참가자_김동언
지도교수_박종길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OUC3)

공기질 정화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및 TVOC 저감
참가자_김동엽, 박지유, 박유주
지도교수_박종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OUC4)

‘인천 붉은 물’ 사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참가자_박성재, 조민기, 이승준, 백종청
지도교수_신춘환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OUC5)

남부 득량만 해역의 육상오염원분포와 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참가자_이경준, 서동욱, 한재선
지도교수_안삼영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OUC6)

자성비드를 이용한 비소(As)와 납(Pb)의 흡착처리
참가자_박훈, 조원준, 신재현, 문준혁
지도교수_오상화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OUC7)

폐우지의 재활용을 위한 인의 제거
참가자_김지은
지도교수_안삼영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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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경연대회 발표일정표
OUC8)

2019년 11월 8일 (금)

자연공원 탐방객의 집중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참가자_최주환, 김주성, 신아영, 김양선
지도교수_조태동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UC9)

과피 및 찻잎 등의 재활용
참가자_송지현, 이언정, 장유미
지도교수_박문기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OUC10) 실새삼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탐색
참가자_박정윤, 윤혜린, 손유진
지도교수_정갑섭, 노정숙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OUC11) 흑노호(kadsura coccinea)의 생리활성과 이를 이용한 액상차의 제조
참가자_손유진, 윤혜린, 박정윤
지도교수_정갑섭, 노정숙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OUC12) 나노 커큐민 사료 첨가제 개발을 통한 흑돼지 면역 매개 성장률 증진 및 장내조절
기능을 통한 돈사 분뇨 냄새 문제 해결
참가자_김다현, 김지언, 한혜지
지도교수_민태선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OUC13) 축산환경경영 향상을 통한 축종별 축사 내 환경오염저감 방안 제시
참가자_이수영, 이세란, 이서하, 김유진
지도교수_최인학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OUC14) 친환경 가글캡슐
참가자_정경록, 김유헌, 권수현, 김가연
지도교수_이원기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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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토양정화를 위한 주요기술 개발
공준
㈜에니스환경건설

1. 서론
1.1. 토양 ․ 지하수 정화 분야
- 토양 ․ 지하수 정화 설계 및 시공
- 토양환경평가, 오염토양 ․ 지하수 컨설팅
- 광해방지사업 외
1.2. 종합폐기물처리 분야
- 석면해체업
- 임목폐기물업
Fig. 1. 정화공법 구분.

1.3. 화학사업 분야
- 도료관련 제품 제조 및 유통
- 주유소 운영
- NOx 저감용 요소수 판매
1.4. 토목사업 분야
- 토공사업
- 지하매설물 설치시공
1.5. 수처리 분야(베트남)
- 중금속 폐수 처리
- 염료 폐수 처리

Fig. 2. 정화공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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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LNAPLs 정화를 위한 산화제와 첨가제 연구
정연호 ․ 권도현 ․ 김수홍
㈜에스지알테크

1. 서론
화학적 산화제를 활용한 원위치(In-situ) 고도산화 기술은 토양·지하수내 LNAPLs 정화를 위해 널리 연구
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산화제는 과산화수소, 오존, 과망간산칼륨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화제들은 토양 내에서 낮은 산화제 이용효율(낮은 산화제 라디칼 전환율), 짧은 분해시간(지속성),
고비용 및 반응생성물의 잔류 등의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산화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첨가제를 활용한 과황산염 기반의 산화 기술이며, 과황
산염이 유기오염물질과 직접산화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고, 설페이트라디칼(SO4•-)과 수산화라디칼(•OH)
로 활성화되어 더욱 강력한 산화력을 보이는 간접산화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첨가제(높은 라디칼 전환율 유
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산화제와 첨가제를 이용하여 LNAPLs 내 오염물질(TPH) 제거 평가를 위하여 500 mL Bottle
에 오염토양 100 g과 산화제(H2O2, PMS, PDS) 10,000 ppm, 첨가제(PP, TPP, HA) 1,000 ppm를 2일에 한번
씩 주입한 후 Strong shaker (SR-2DW)를 이용하여 쉐이킹(300 rpm, 30 min)하였다. TPH 농도는 쉐이킹 후
Reaction time 48 hr 동안 자연건조 후 샘플링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시준에 따라 Gas Chromatography (GC)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오염토양에 산화제(H2O2, PMS, PDS)를 동일하게 10,000 ppm 주입 후 오염물질(TPH) 저감 결과
PDS(이과황산염)가 다른 산화제보다 1.72배 효율이 좋은 것을 확인(Fig. 1. (a)).
2) 산화제 PDS의 소모적인 직접반응을 억제하고, 높은 라디칼 전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첨가제를 함께
주입 후 오염물질(TPH) 저감 결과, 첨가제가 없는 시스템 대비 평균 1.12배 효율이 좋았으며, 그 중
PDS+HA 시스템에서 1.31배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Fig. 1.(b)).

(a) 산화제 (PDS, PMS, H2O2)
(b) 산화제(PDS)와 첨가제(PP, TPP, HA)
Fig. 1. 산화제와 첨가제를 이용한 TPH 저감 농도.
[Test soil] = 100 g; [TPH avg]0 = 3,710 ppm; [Oxidant] = 10,000 ppm × 4 time (40,000 ppm);
[Activator] = 1,000 ppm × 3 time (3,000 ppm); Reaction time = 48 hr

4. 참고문헌
Siegrist, R. L., Crimi, M., Brown, R. A., 2011, In Situ Chemical Oxidation: Technology Description and Status,
Springer Berlin Heid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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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분산자원 운영을 위한 신재생 발전량 예측 연구
박정근 ․ 박다빈 ․ 성현창 ․ 이영미
㈜에코브레인

1. 서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와 전력산업의 변화로 인해 에너지신산업의 경쟁 시장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그 중
에서도 분산자원에 대한 관제 기능, 제어 시스템 등 분산자원과 관련한 필수적인 기술요소들의 중요성이 증가함.
가상발전소(VPP)는 이러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존의 단방향 체계에서 소용량 분산 전원으로 확대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분산자원의 전력거래 활성화의
효과를 가짐.

2. 자료 및 방법
기상 관측데이터, 기상수치예보모델, 분산형전원 발전단지 정보 등 기상과 발전단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양
광 발전단지에 특화된 태양광 예측 발전량을 산정하고 오차율 검증을 실시함. 기상수치모델은 WRF (Weather
Research Forecasting) 모델과 UM-LDAPS (Unified Model-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모델을
활용하여 기상 예측정보를 생산하였으며 분산형전원 발전단지 최적화를 통해 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향상함.
두 가지 수치예보모델은 융합 앙상블(Ensemble) 기법을 적용하여 고도화하고, 통계기법의 일종인 MOS (Model Output
Statistics) 기법을 적용하여 기상 예측 정확도를 향상, 최종 태양광 발전량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 발전량을 산정함. 또
한 일정 시간동안 발전량 출력이 급격히 상향 및 하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RAMP 예측 정보 또한 분석함.
태양광 예측 발전량의 정확도 분석은 예측시간별 예측값과 실측값의 nMAPE (normalized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RAMP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 기준인 상향 RAMP(1시간 동안 설비용량의 20% 이
상이 증가하는 경우)와 하향 RAMP(1시간 동안 설비용량의 15% 이상이 감소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CSI (Critical
Success Index) 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함.

3. 결과 및 고찰
국내 총 144곳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오차율을 분석함. 별도의 보정을 거치지 않은
원시자료(Raw Data)와 앙상블 및 MOS 기법을 적용한 통계보정자료, 태양광 패널의 경사도를 고려한 경사보정자
료 총 3가지 자료에 대한 태양광 발전량 nMAPE를 산정함.
발전단지별로 오차율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하루 전 예측(선행시간 24시간)에 대해 발전단지 144곳 전체를 분석
한 결과 원시자료의 nMAPE는 14.5%, 통계보정자료는 12.8%, 경사보정자료는 11.2%의 오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nMAPE의 수치가 낮은 값일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보정과 경사보정 단계를 거치며 태
양광 예측 발전량 오차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미국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에서 분석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율 15%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냄.
144곳의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RAMP의 경우 또한 하루 전 예측의 선행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
으며 원시자료와 통계보정자료의 CSI는 44%, 경사보정자료의 CSI는 47%로 나타남. 단, RAMP 예측의 경우 판단
기준이 발전단지의 자연환경 및 설비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므로, 본 연구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세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참고문헌
Argonne, 2010, A Survey on wind power ramp forecasting.
Frost & Sullivan, 2015, Rise of the Pro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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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Risks Associated with Methylmercury Exposure and
Molecular Toxicological Approaches for Its Study
Gi-Wook Hwang
Graduate School of Pharmaceutical Sciences, Tohoku University, Japan

The elemental form of mercury exists in liquid form at standard conditions for temperature and pressure.
It is released from the earth's crust through degassing. It is also present in the environment as inorganic and
organic compounds. Elemental mercury may be converted to inorganic compounds by oxidation and revert to
elemental mercury by reduction. Inorganic mercury may become organic mercury through the action of
certain anaerobic bacteria, and degrade to inorganic mercury slowly. Recently, mercury emission and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have been increasing by human activities including coal combustion and artisanal
small-scale gold mining.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f mercury is prepared to reduce mercury usage and
load to the environment and to prevent the pollution and health damage.
Recent epidemiological studies have suggested excessive intake of methylmercury during pregnancy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fetal neural development.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methylmercury-induced neurotoxicity are still only poorly understood. We have identified several factors
involved in methylmercury toxicity using multiple omics techniques such as genomic, transcriptomics, proteomics,
and metabolomic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introduce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methylmercury exposure
and functional factors suggested to be involved in its toxicity, and would like to discuss our findings
regarding their roles

References
Hwang, G. W., Fukumitsu, T., Ogiwara, Y., Takahashi, T., Miura, N., Kuge, S., Naganuma, A., 2016, Wh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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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지반공학적 특성에 따른 매립지의 메탄생성 특성에 관한
연구
고재학 ․ Xu Qiyong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북경대학교 심천대학원

1. 서론
도시고형폐기물의 단위부피에는 기체로 채워진 공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을 가할 때 폐기물 압
축이 발생한다. 이런 특성으로 폐기물에서 초기 매립과정에서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압축(다짐)
하며, 이후 매립이 진행될수록, 상부에 놓인 폐기물의 하중에 의해서도 하부에서 압축(침하)이 발생한다. 이
전의 매립지 침하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구조적 안정성 측면과 생물학적 안정화의 결과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압축에 의한 공간적 특성변화가 생물학적 분해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이해는
미흡했다. 혐기성조건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동반하는 유기물질의 분해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공조를 통
해 이루어진다. 다양한 미생물종간 균형을 유지할 때 미생물에 의한 메탄 생성 시스템의 효율은 최대화된
다. 예를 들어, 메탄생성 단계가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산생성균에 의해 휘발성지방산 등을 과도하게 생산
하면, pH를 산성상태로 만들고 메탄생성균이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매립지의 산성화는 매탄가스 회
수 효율을 떨어뜨리고, 매립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오랜 기간을 소요하도록 한다. 이 연
구에서는 폐기물을 압축시켰을 때의 폐기물의 지반공학적 특성 변화에 메탄생성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받
는지에 관한 모형매립지 실험결과를 요약하였다 (Ko et al., 2016; Xu et al., 2019).

2. 재료 및 방법
폐기물은 중국의 폐기물 조성비(중량기준)에 맞추어 음식쓰레기(57%), 종이(9%), 플라스틱(10%), 금속
(1%), 유리(3%), 토양 (20%)으로 구성되었다. 모형매립지는 스테인리스 실린더(75 cm x 18 cm (DI))를 이
용하여 만들었으며, 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도록 수압식 압축기를 설치하였다. 각각의 모형매립지에는 9-12
kg의 폐기물로 채워졌다. 발생되는 바이오가스와 침출수는 위부분과 아랫부분에 있는 시료채취용 포트를 이
용하여 정기적으로 채취하고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메탄생성균이 충분히 성장된 조건에서 폐기물의 압축은 매립가스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
를 보였지만, 메탄생성균이 충분히 성장되지 아니한 조건에서는 오히려 매립가스 생산을 감소시티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압축에 의해 폐기물의 공극비가 감소할 경우, 용존성 물질의 전달을 상승시키게 되
고, 그 결과로, 메탄생성균에 다량의 기질 (휘발성 지방산)에 노출이 된다. 메탄생성단계가 성숙되어 과량의
기질을 소비할 수 있다면 매립가스의 증대효과를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누적된 휘발산에 의해 pH
가 감소하고, 메탄생성균의 성장이 억제되어 매립가스 생산을 감소시켰다. 또한, 폐기물 압축에 의해 공극이
감소하고 매립가스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립지 위에 설치된 가스포집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이오가스
에 의해 수분의 아랫방향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윗방향으로만 가스포집을 할 경우 중력배수
에 의해 이동하는 침출수의 아랫방향 흐름을 방해하며, 내부의 가스압력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내부
의 수분이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매립가스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4. 참고문헌
Ko, J. H., Li, M., Yang, F., Xu, Q., 2015, Impact of MSW compression on methane generation in
decelerated methanogenic phase, Bioresour Technol., 192, 540-546.
Xu, Q., Qin, J., Ko, J. H.,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 performance with different biogas collection
practices: biogas and leachate generations, J. Cleaner Production, 222, 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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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최인학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1. 서론
최근 축산업에서 흐름은 친환경 축산이라는 개념과 동물복지환경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하나의 융합형태
로 전환되고 있다(이현창 등, 2014). 이는 건강한 가축 생산을 위해 주변의 환경과 조화시켜 친환경 축산경
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환경의 경우 전과정평가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적 수
익성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함께 이끄는 경영활동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이병욱 등(2015)은
“환경경영(environment management)”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경영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병욱 등, 2015)를 축산환경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환경경영을 통한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발향을 제시하고 한다.

2. 발전방향 제시
환경경영을 통한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모되는 자원과 생성되는 배출물의 양을 체계화하여 이들 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환경영향 평가기법인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축종별 농장의 경제적 수익성을 평가한다.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원가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기법회계원가인 물질흐름회계
(MFCA, Material Flow Cost Accounting)를 통해 농장의 환경비용개념을 확대하여 축산경영에 도입한다.
셋째, 경축순환시스템을 농장에 적용한다.
넷째, 축산의 영역별 생산성(production), 환경(environmenat), 육질(meat quality)과 난(egg) 향상 그리고
자원화(recycling system), 즉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축종에 따른 농장이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금까지의 자료
를 축적하여 다음 해에 발생될 문제 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는 환경경영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구체화 시키는 방법으로 축종별 농장 특성과 4가지 영
역을 융합형태인 모델로 적용된다면 농장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환경비
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환경비용은 축산경영의 새로운 패턴의 변화를 인식하고 농장주 스스로
경영 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이병기, 안윤기, 2015, 환경경영의 이해, 에코리브리 출판사.
이현창, 김창만, 최정훈, 최인학, 2014,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양계산업 방안 연구,
2014년 한국환경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 8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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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황사 중 바이오에어로졸 내 미생물 유해성 검측과 인공지능 기법을
통한 유해성 사전 예측
유근제 ․ 박준홍1)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1)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1. 서론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대기 중의 바이오에어로졸이 황사 등 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생태계 및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 et al., 2018). 하지만, 황사 내 바이오에어로졸
(Bioaerosols)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황사 바
이오에어로졸 내 위해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사전 예측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Yo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황사 내 바이오에어로졸 내 미생물 생태를 조사하고, 유해성을 평가하고
자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기법인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방법을 이용해 바이오에어로졸 내 유해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황사 기간(n=10)과 비황사 기간 (n=40)에 서울 불광동 대기측정소와 서울 연세
대학교에서 High Volume Air Sampler (Flow rate: 45 cfm)을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황사 및 비황사 기간의 미생물 군집 분석을 위해 high throughput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미생물
유해도 평가를 위해 culturing 한 미생물을 isolation하고 그중 Bacillus species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Bacillus species 중 병원성 미생물 정보만을 대상으로 MLST (multilocus sequence typing)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qPCR을 통해 황사 및 비황사 기간별로 미생물의 양과 잠재적으로 유해한 미생물로 여겨지는
Bacillus species를 target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National Microbial Pathogen Data Resource
(NMPDR)에 구축되어 있는 병원성 미생물 DB를 이용해 similarity를 분석 하였다. 바이오에어로졸 미생물분
석 결과와 샘플링 기간 내 대기환경인자들 (PM10,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일조량 등)을 이용해
CART와 MLR (Multiple linear regression) 간의 실시간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High throughput 기반의 대용량 염기서열의 미생물 군집분석 결과 Firmicute phyla와 Bacillus species가
황사 기간에 비황사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culturing 기반의 CFU 결
과에서도 일치하였다. 또한, 잠재적 병원성 미생물인 B. cereus가 황사 기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MLST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B. cereus의 virulence factor인 bceT gene을 qPCR로 정량
적으로 평가한 결과 황사 기간이 비황사 기간에 비해 약 10-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과 대기
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반의 CART와 전통적인 통계기반의 MLR의 예측 성능을 평가한
결과, CART 방법이 정확도가 높으며, false positive and false negative 로 인한 오차가 MLR에 비해 낮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황사 중 바이오에어로졸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기법인
CART가 황사 바이오에어로졸의 잠재적 위해도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공중보건과 관련된 환경정책을 위한 의사 지원 및 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참고문헌
Yoo, K., Yoo, H., Lee, J. M,, Shukla, S. K., Park, J., 2018,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pproach for
prediction of potential hazards of urban airborne bacteria during Asian dust events, Sci. Rep., 8,
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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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1)

경남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대기측정망의 대기질
특성 분석
박정호 ․ 김태형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1. 서론
경남 도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는 중국, 인접 지자체(광양권/여수공단) 등 월경성에 의한 원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내 최대 배출원인 삼천포 및 하동 발전본부를 포함한 다양한 배출원의
영향도 함께 고려된다.
최근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와 사회적 재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경남지역의 미세먼지
(PM10) 오염도는 수도권 및 전국 평균에 비해 ’10년도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최근 유사한 농
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등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측면에서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등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방법
경남지역에는 ’17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시대기 21개소 및 도로변 1개소 그리고 환
경부에서 관리하는 교외대기 3개소 등 총 25개의 대기측정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18년도에 5개소 및
’19년도에 6개소 측정소 신설로 ’19년도에 경남지역 전 시군지역에 대기측정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도시대기측정소의 1시간평균 농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경남지역 중 대기측정소가 설치된 창원, 진주, 하동, 김해, 양산, 거제, 사천, 밀양, 통영 등
9개시군의 PM10 및 PM2.5 연평균 농도의 추이를 나타냈다.

Fig. 1. 경남 지역의 PM10 및 PM2.5 연평균 농도 추이.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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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and Simulation of Inorganic Spring-time
Aerosol Compositions Over the Yellow Sea Area
Yu-Jin Jo ․ Hyo-Jung Lee ․ Hyun-Young Jo ․ Cheol-Hee Kim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Northeast Asia has experienced substantial air pollutant emissions reduction in the recent years. In this
study, inorganic species including sulfate and nitrate were measured at supersites of both Baengnyeong
(background site) and Seoul (typical urban site), and the annual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aerosol acidity of the sulfate-nitrate-ammonium system of two sites were assessed for the higher PM2.5
events occurred in springtime of 2014 ~ 2016. We classified two types of high PM2.5 events: Long-Range
Transport (LRT) case and Local case, depending trajectories of particulate matters influenced by airflow.
WRF-Chem modeling results applied different emission input data for each year were analyzed for both
LRT and local cases and showed good performance. The results exhibited that, during the spring 2014 ~
2016, sulfate and nitrate in Seoul and sulfate in Banegnyeong were on the decline but nitrate concentration
in Baengnyeong was only on the rise. In Baengnyeong, an increase in sulfate during the LRT cases in
2014 was clear, representing that sulfate played a role as indicator of LRT. However, the nitrate
concentr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LRT cases in 2015 ~ 2016, denoting that the dominance of
sulfate has dwindled. In Seoul, nitrate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sulfate concentration regardless of high
PM event type. The aerosol acidity was varied depending on the cases, especially in Baengnyeong. The
ratio of ionic species to PM2.5 in Baengnyeong of LRT cases showed the clear changes in trends of aerosol
chemical compositions, which were decrease in sulfate and increase in nitrate in 2015 ~ 2016. This
implying that high nitrate concentration is a key characteristic in high PM events in both Seoul and
Baeng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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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술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석
정재형 ․ 김기만1)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1)

녹색기술센터 국제전략부

1. 서론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부산물로 물을 생산하는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
라 연료전지 시스템 대부분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직접적인 수소가스를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
료전지의 친환경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Jung and Kim, 2017).
본 연구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기술수
준의 운영자료를 이용하여 연료전지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으로 하였다. 활동자료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의 운영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는 상향식접근법(Bottom-Up Approach, BUA)를 이용하여 자
료를 구축하였다. 운영경계 설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원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별 프로젝트 경계를 설정하고, 직접 배출감축원은 연료연소 예를 들어, 연료전지
LNG 투입 개질량 등 투입에너지, 간접 배출감축원(scope 2)은 순 전력생산량과 순 스팀생산량으로 구분하
였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산정방법은 IPCC(2006) 가이드라인과 지자체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전력거래
소에서 제공하는 전력 간접배출계수(Indirect Emission Factor, IEF)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스팀 간접배출계수를 기반으로 산정하였다(IPCC, 2006; KPX, 2012; GIR, 2013; KEC, 2016)

3. 결과 및 고찰
운영기술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석결과, 연료전지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은 7만 tonCO2eq/yr로 나타났으며, 직접감축(scope 1)은 –26만 tonCO2eq/yr(-44%), 간접감축(scope 2)은 33만
tonCO2eq/yr(56%)로 나타나,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생산되는 에너지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결과해석에서 (-)는 온실가스 배출을, (+)는 온실가
스 감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료전지에 의한 온실가스 물질별 배출감축은 이산화탄소(CO2) 6.9
만 tonCO2/yr(98.9%), 메탄(CH4) 0.0005만 tonCH4/yr(0.2%), 아산화질소(N2O) 0.0003만 tonN2O/yr (1%)의 비
율로 나타났다. 연료전지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물질별 배출감축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GIR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 2013, http://www.gir.go.kr.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Jung, J. H., kim, K. M., 2017, Life cycle assessment of molten carbonate fuel cell system: A Case study of
2.5 MW fuel cell system in Korea, New & Renewable Energy, 13(1), 45-53.
KEC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6,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greenhouse gas inventories
(ver. 4.0).
KPX (Korea Power Exchange), 2012, http://www.kp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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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GC/MS를 활용한 울산국가산업단지 현장조사
오주연 ․ 이태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1. 서론
최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설 노후화 및 안
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도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과학적 ․ 객관적 원인
분석을 위해 조사장비를 활용한 현장조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숙련된 장비운용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체계 기반으로 장비운용 ․ 훈련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울산국가산업단지 중 유기화학물질의 배출이 많은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울산석유화학단지를 대
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화학물질배출량 및 이동량(PRTR)자료를 근거하여 유해대기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10
개 지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시료 채취 및 분석은 2019년 4월 11일에 수행하였다. 활용장비로는 휴
대용 GC/MS(Torion T-9, PerkinElmer, USA)를 활용하였으며, 대기 중 유해물질 분석을 위해 SPME (Solid
phase microextraction) fiber에 흡착한 후 장비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료흡착방식에 따른 측정결과
비교를 위해 대기 중에서 직접 흡착하는 방식과 테들러백에 포집 후 포집시료에서 흡착하는 방식으로 시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먼저, 분석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시료흡착방식에 대한 측정결과를 비교하였다. 대기 중에서 직접 흡착하
여 분석할 경우에는 대기흐름에 의한 희석 등의 영향으로 유해물질의 측정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대기 중
저농도로 분포되어 있는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포집과정을 거치거나 다량의 대기를 한 번에 유
입시킬 수 있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출된 물질로는 Toluene, 2,6,7-trimethyl
-Decane 등 탄화수소로 구성된 화학물질들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측정지점인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으로 석유
및 콜타르의 주성분인 탄화수소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측정지점에서 사고대비물질인
Toluene이 검출되었으나 타 검출물질에 비해 저농도로 검출되었다. 향후, 조사장비의 성능검토를 위해 포집
된 시료를 분석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여 분석결과 비교검토를 통해 현장조사 체계 및 운용 매뉴얼을 개
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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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여름철 고농도 PM2.5 농도 사례와 기상학적 관련성

OA5)

전병일 ․ 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연무는 입자상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 축적할 때 발생하며, 태양복사를 산란하고 흡수해서 대기혼탁도를
증가시켜 시정악화를 야기한다. 또한 대기 중의 태양복사와 적외선 복사를 변화시켜 광역적인 기후와 생태
및 농업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연무는 하늘이 부옇게 됨에 따라 우울증의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입자상물질과 가스상 오염물질의 농도의 지시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무는 호흡계, 심혈관계
질병 그리고 암과 조기사망을 일으킨다. 연무가 형성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공기괴가 정체할 종관 조건,
가스의 입자상 변환, 행성경계층의 변화, 상대습도의 영향, 기류 등 5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기질자료와 기상자료로 나눌 수 있다. 대기질 자료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부산지역 21개 대기오염자동측정망(도시대기 19개소, 도로변 대기 2개소)에서 측정한
시간별 PM10과 PM2.5이다. 기상자료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측정한 일기상통계표와 일기도 그리고 NOAA에
서 제공하는 backward trajectory, backward trajectory frequency 그리고 sounding 곡선을 이용하였다. 본 연
구지역에서 하계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공기궤의 이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
하여 미국의 해양기상청(NOAA)에 의해 개발된 HYSPLIT-4 모형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Occurrence day of haze observed in Busan from 2015 to 2018 (4 years)
Mon.

1

2

3

4

5

6

7

8

2015

6

10

7

1

3

5

2

3

2016

7

2

10

4

7

2

2017

7

4

7

3

3

8

2018

9

11

8

5

4

5

6

Total

29

27

32

13

17

20

10

Year

2

9

10

11

12

Total

4

1

6

48

3

2

4

6

7

54

1

7

1

7

9

59

1

3

6

7

65

7

10

12

20

29

226

Table 2.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atmospheric phenomenon from 2015 to 2018 in Busan
Case

PM10(㎍/㎥)

PM2.5(㎍/㎥)

PM2.5/PM10 ratio

Haze

67.2±16.2

43.0±11.7

0.64±0.08

Mist

49.7±13.5

30.0±8.7

0.60±0.08

Haze+Mist

62.8±13.6

41.0±9.8

0.65±0.06

Rain

36.7±14.5

21.8±10.1

0.58±0.10

Asian dust

118.9±37.2

36.2±9.9

0.32±0.08

Others

39.2±14.4

21.3±8.2

0.54±0.10

Mean

44.0±19.9

25.2±11.7

0.5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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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itic Fibrous Nanosilica (KCC-1) Templated g-C3N4
with Cobalt Oxide for Efficient Visible Light Driven
Photocatalysis
Junbeom Cho ․ Hee-Tae Ju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Photocatalysis has been studied various ways because it is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y to solve
upcoming environmental problems. Among many photocatalyst materials, graphitic carbon nitride (g-C3N4)
has been recently issued because it can be driven by visible light for photocatalysis from appropriate band
energy level. However, due to the low surface area with fast charge carrier recombination, bulk g-C3N4 has
low photocatalytic activity. Herein, we fabricated the 3D porous g-C3N4 from dendritic fibrous nanosilica
(KCC-1) with cobalt oxide for efficient visible light driven photocatalysis. From the unique structure of
KCC-1 which has an opened porous structure, it gives the highly opened porous structure to enhance mass
transportation for reaction. Additionally, cobalt oxide was uniformly deposited on 3D porous g-C3N4 with
small amount of platinum for slow charge carrier recombination. So, we fabricated 3D porous g-C3N4 with
4 nm sized nanoparticles which has 4 times higher rate constant than bulk case in dye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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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UCM 모델을 이용한 연안산업도시지역 기온과 바람
수치모의
방진희 ․ 황미경 ․ 김양호 ․ 이지호 ․ 김지희 ․ 오인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1. 서론
연안 도시지역 기온, 바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은 쉽지 않으며 도시화 효과를 반영한 적절한 모델
링 방법 적용과 입력자료 개선을 통한 수치모의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안 도시지역에 대규모 대기
오염 배출원(산업시설 등)이 존재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반응, 이류와 확산을 진단하고 예측하기 위
해서는 기상모델링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연안산업도시인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도
시캐노피모델(Urban Canopy Model, UCM)이 결합된 중규모 기상모델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수행하여 기온과 바람 수치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상세한 지표상태가 반영된
도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캐노피모델이 고려되지 않은 기상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울산지역의 열환경을 모의하기 위해 도시캐노피 모델이 결합된 중규모 기상모델(WRF-UCM)을 이용하였
으며 추가로 분류된 도시 하부카테고리를 WRF 모델에서 고려하도록 UCM 모듈을 수정 ․ 보완하였다.
WRF-UCM모델의 중요한 초기 입력자료인 토지피복의 경우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에서 제공하
는 세분류 자료(1 m 공간해상도, 1:5,000 축적)를 이용하였으며, 지표특성을 상세히 분류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운 토지 이용도 구현을 위해 도시지역을 4개(일반 저층 주거지역, 중고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로 재분류하여 수치모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피복자료 및 건물자료를 재가공하였으며 WRF-UCM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기상
모델링을 수행하여 기온과 바람 수치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고해상도 토지피복정보를 산출한 결과 울산지
역 도시역의 비율은 약 12 %이며, 이중 공단지역이 47.4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WRF-UCM 수치모
의 결과 기온은 실제 관측자료 변화를 잘 모사하였으며, 하루 중 변화에서는 WRF-UCM이 주 ․ 야간 고온현
상을 잘 재현하였다. 이는 WRF-UCM에서 도시 인공열을 고려하여 개선된 것으로 생각되며(Byon et al.,
2010; Ma et al., 2019) 여름철 도시 폭염 및 열대야 현상 수치모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바람의 경우 뚜렷한 개선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풍향은 야간의 관측값 변화를 비교적 잘 모의하였으나
풍속은 다소 과대모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에 모의된 강한 기온경도가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Byon, J. Y., Choi, Y. J., Seo, B. G., 2010, Evaluation of urban weather forecast using WRF-UCM (Urban
Canopy Model) over Seoul, Atmosphere, 20(1), 13-26.
Ma, S., Pitman, A., Hart, M., Evans, J. P., Haghdadi, N., MacGill, I., 2017, The impact of an urban canopy
and anthropogenic heat fluxes on Sydney's climat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ology, 37, 25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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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피해 예측을 위한 간이법과 Screen3 모델링과의 예측
비교
유미선 ․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서론
최근 공업지역과 매우 인접한 지역 혹은 축사와 인접한 지역까지 주거지가 확대됨으로 인해 악취로 인한
피해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중 악취피해는 조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를 예측함도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악취배출량에 따른 악취피해 범위 예측법과
Screen 3에 의한 악취피해범위 예측에 따른 피해범위를 서로 비교하였으며, 실제 악취 실측을 통해 피해범
위에서의 희석배수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2.1. 악취조사대상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으로는 양돈장이 밀집된 양돈단지, 축분퇴비화시설, 하수 및 폐수슬러지 퇴비화시설로 하
였으며, 악취발생사업장의 부지경계, 부지경계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고 희석배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악취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악취배출량으로부터 간이법에 대한 악취의 영향범위와 영향범위에서
채취된 시료의 희석배수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Screen3에 조사된 자료를 입력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서의 이격거리내 희석배수 농도와 간이법에 의한 악취영향범위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채취된 공기시료로부터 악취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밀집된 양돈단지에서의 산정된 악
취배출량으로부터 간이법으로 300 m이내는 3.0도 ~ 3.5도, 1 km 2.5도 ~ 3.0도의 악취피해가 예측되고 실
제 악취조사에서도 300 m 이내지점에서 30배, 500 m 지점에서 15배로 산정되어 상관성이 파악되었다. 양
돈장에서의 Screen3모델에 따른 피해범위는 면배출원로 산정한 경우 매우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이외 축분
퇴비화시설 및 하수폐수슬러지 퇴비화시설에서도 거의 유사한 악취확산범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

4. 결론
악취발생에 의한 악취영향범위를 현재의 간이법에 의한 방법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실측치와 Screen3
모델을 이용한 결과치와도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악취발생지점으로부터 1 km 이상 지점으로의 악취
피해는 예측되기 어렵다고 보아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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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SST와 기상자료동화 적용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2018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솔릭은 중심 최저기압은 950 hPa, 순간 최대 풍속이 55 m/s로 인명피
해는 제주도에서 1명이 실종됐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피해는 1조 8344억 원의 영향을 미친 태풍이
다. 특히, 태풍 솔릭은 강한 강풍이 동반된 태풍으로 제주도에 초속 62 m의 강풍이 발생했다. 이러한 태풍
시기 발생하는 강풍피해는 강풍이 발생하는 지역과 그 강도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시기 발생하는 최대순간풍속을 미리 예측하고 태풍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개발
된 태풍사전방재모델(Jung et al., 2010; Na and Jung, 2019)을 대상으로 고해상도SST와 기상자료동화에 대
한 예측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
에 대하여 고해상도SST (Sea Surface Temperature)와 기상 자료동화(Four Dimensional Data Assimilation)
실험을 수행하여 태풍사전방재모델의 고해상도 SST와 기상자료동화에 대한 예측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예
측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최대풍속의 개념으로 관측되고 있는 해양부이의 ‘GUST’와 등표
관측의 ‘최대순간풍속’ 값과 본 연구의 태풍사전방재모델에서 산정된 3초 gust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WRF모델 수행 시기 고해상도SST와 FDDA를 추가하지 않은 default 실험, 고해상도 SST를 추가한 실험,
FDDA를 추가한 실험, 고해상도 SST와 FDDA를 동시에 적용한 실험으로 총 4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
석 결과, 고해상도 SST와 기상 자료동화를 동시에 적용한 실험의 결과를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한 경우의 3초 gust 값이 관측값을 가장 잘 모의하였다. 다음으로 고해상도 SST, FDDA 순으로 나타났
다. 추후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WRF 수치모의 방법에 적용한다면, 최적의 입력자
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한 태풍 내습 시기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간풍속 3초 gust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Jung, W. S., Park, J. K., Choi. H. J., 2010, An Estimation of amount of damage using the 3-Second gust
when the typhoon attak,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International, 19(3), 353-363.
Na, H. N., Jung, W. S., 2019, A Study on Improving the Prediction Accuracy of a Typhoon Disaster
Prevention Model Part Ⅰ : Sensitivity of the WRF Model to High-Resolution SST Data and
Meteorological Data Assimil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5(3),
3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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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높은 태풍사전방재모델 구동을 위한 기상입력자료에
따른 WRF의 기상장 차이 - GDAPS, RDAPS, GFS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최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면서, 태풍 내습 시 발생 가능한 최대순간풍속을 예
측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액과 태풍의 최대순간풍속을 산정하는 태풍사전방재모델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선행되었다(Park et al.,2009; Kim, 2013; Jung, 2015).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를 활용하고 있다. WRF의 기상 입력자료로 주로 활용되는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자료는 2018년 3월 이후 기상청에서 생산을
중지하고, GDAPS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RDAPS와
GDAPS를 기상 입력자료로 사용하는 WRF의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GFS (Global Forecast System) 자료와의 비교분석 또한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GDAPS, RDAPS, GFS를 기상 입력자료로 사용한 WRF모델의 기상장 모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WRF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하
기 위해 ASOS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전 지점에서의 모델 결과를 추출하여, 관측값과의 통
계값(RMSE (Root Mean Square Error), IOA (Index of Agreement), MB(Mean Bias))을 산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WRF의 입력자료(GDAPS, RDAPS, GFS)에 따른 수행력 분석 결과, 풍속의 경우 RDAPS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실험에서 MB, RMSE, IOA 모두 좋은 통계값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GDAPS, GFS순으로 나타났
다. 기온의 경우 MB는 GDAPS, RDAPS, GFS 순으로 나타났고, RMSE와 IOA는 풍속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풍속과는 달리, 기온의 경우 GFS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결과가 GDAPS, RDAPS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결과보다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WRF모델 수행에 참고한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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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Facilities,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24(9), 11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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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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입력자료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최근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해수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이 발생하고, 성장하게 되는 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의 해수온이 평균 해수온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IPCC, 2015)하고 있다. 해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태풍의 내습시기 최대순간풍속과 그로 인한 피해액을 예측하여 태풍의 피해를 저감시키고
자 태풍사전방재모델을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다. 태풍사전방재모델에서 산정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최대
순간풍속의 예측 정확도가 태풍사전방재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한반
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 태풍방재모델의 입력자료를 산정하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의 입력자료에 따른 최대순간풍속의 예측 민감도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WRF 수치모델의 기상입력자료에 따
른 수행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GDAPS, RDAPS, GFS 자료를 WRF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수행력 분
석을 위하여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결과를 추출하여, 기상청에서 최대풍속의 개념으로 관측이 수
행되고 있는 해양부이의 ‘GUST’, 등표관측의 ‘최대순간풍속’ 관측값과의 통계값(RMSE, IOA, MB)을 산정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WRF의 입력자료(GDAPS, RDAPS, GFS)에 따른 수행력 분석 결과, GDAPS를 기상 입력자료로 사용한
WRF모델 결과를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산정한 3초 gust 값이 관측값과 가장 유사한 결
과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RDAPS, GFS 순으로 나타났다. RDAPS 자료는 2018년 3월 이후 기상청에서 생산
을 중지하고, GDAPS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태
풍사전방재모델의 기상 입력자료를 구축한다면 정확도 높은 3초 gust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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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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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높은 태풍사전방재모델 구동을 위한 토양입력자료에
따른 WRF의 기상장 차이 - GDAPS SOIL, GFS SOIL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미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산하 기관인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등의 현업에서의 활용 모두에 적합한 기상 수치예보 모델이자 기상 시뮬레이션
시스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은 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확산모델의 기상입력자료,
태풍의 최대순간풍속과 피해액을 산정하는 태풍사전방재모델(Jung et al., 2010)의 입력자료 등으로 활용되
고 있다. WRF의 결과를 입력자료로 사용함으로써 WRF 결과의 예측 정확도는 높을수록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GDAPS를 기상입력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GDAPS의 soil moisture 단위가
WRF 입력 단위와 달라 GFS의 토양자료를 인용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델의 이질성에 의해 WRF 결
과에서 오차가 발생한다(Lee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입력자료(GDAPS SOIL, GFS SOIL)
에 따른 WRF수치모의 결과의 기상장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WRF의 토양입력자료에 따른 기상장 결과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제공
되는 GDAPS를 기상입력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GDAPS의 soil moisture 단위가 WRF 입력 단위와 달라
GFS의 토양자료를 인용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델의 이질성에 의해 WRF 결과에서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GDAPS 기상입력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GDAPS SOIL을 사용하고, 또한
GFS SOIL을 사용하는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여 토양입력자료에 대한 WRF의 수행력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GDAPS 기상입력자료를 초기 기상입력자료로 사용한 경우, 단일모델 GDAPS의 토양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GFS의 토양자료를 인용한 실험보다 모델의 결과와 관측값이 더욱 유사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Lee et al., 2018)와 동일한 결과로 단일모델을 사용한 경우 관측값과 더욱 유사한 좋
은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WRF를 수행할 때 참고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Lee, S. J., Park, J. H., Shin, H. J., Na, H. N., Song, J. A, Kim, Y. J., Kwon, S. Y., Jung, J. M., 2018, 국
가농림기상센터 지면대기모델링패키지 (NCAM-LAMP) 개선.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83-186.
Jung, W. S., Park, J. K., Choi. H. J., 2010, An Estimation of amount of damage using the 3-Second gust
when the typhoon attak,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International, 19(3), 3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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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입력자료에 따른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
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IPCC, 2015). 실제로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태풍에 의한 피해 또한 증가
하고 있다. 역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을 가운데 재산피해액 기록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태풍이
10위권 내에 6개 기록되며, 과거에 비해, 최근에 태풍에 의한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KMA, 2019). 이러
한 태풍에 의한 피해는 크게 호우와 강풍에 의해 발생한다. 태풍 시기 나타나는 집중호우 및 강수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강풍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 내습 시기
발생하는 최대순간풍속을 산정하는 태풍사전방재모델을 활용하여 2018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솔릭
에 대한 최대순간풍속을 산정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를 생산하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의 토양입력자료를 GDAPS SOIL, GFS SOIL로 교체하여 각 각의 결과
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WRF수치모델의 기상입력자료를 GDAPS로 사용하는 동시에 토양입력자료를 GDAPS
SOIL을 사용한 실험과 GFS SOIL을 사용한 실험 두가지를 수행하여 각 각의 결과를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한 경우 최대순간풍속의 예측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대순간풍속의 예측력을 분석하
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최대풍속의 개념으로 관측되고 있는 해양부이의 ‘GUST’와 등표관측의 ‘최대순간풍
속’ 관측값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통계분석(RMSE, MB, IOA)을 통해 정확한 예측 민감도를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WRF의 기상입력자료와 토양입력자료를 단일모델(GDAPS)를 사용한 결과를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
료로 사용하여 산정된 최대순간풍속이 기상입력자료(GDAPS), 토양입력자료(GFS SOIL)을 사용하여 산정된
최대순간풍속보다 관측값을 잘 모의하고 있었으며, 그 경향 또한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
력자료에 사용된 자료의 이질성에 의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WRF 수치모의
에 활용하여 태풍사전방재모델 결과를 산출한다면 최대순간풍속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어 피해를 저감시
키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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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http://www.weather.go.kr/weather/typoon/repor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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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요소 분석을 위한 3차원 표출기법 연구
김건우1)2) ․ 나하나1) ․ 김희만3) ․ 정우식1)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윈 랩 주식회사,

3)

한국철도공사

1. 서론
지난 10년간(2007 ~ 2016) 우리나라에서만 국지 규모의 악기상으로 인해 162명의 인명피해와 약 6조 3
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안전부, 2016). 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진행됨에 따른 결과이다. 악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상요소 분석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상 요소들을 3차원적으로
표출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기상 요소를 3차원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픽사에서 개발한 언리얼 엔진 4와 C++ 코드를
활용하여 연구하였으며, 고해상도의 DEM 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지형을 표현하였고 그 위에 바람을 나타
내기 위해 기본적인 바람장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바람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바람장을 따라 흐르는 바
람벡터(스트림 벡터)와 유선(스트림 라인)을 구현하였다. 추가로 Ray Marching VolumeRendering 기법
(Jamie, W., 2017)을 이용하여 구름을 3차원적으로 표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태풍 사례를 3차원적으로 표출해본 결과 시간에 따른 태풍의 이동과 그에 따른 바람의 변화가 잘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해륙풍 사례의 경우 시간이 변함에 따라 해풍과 육풍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풍 링링 사례의 바람장 표출

태풍 링링 사례의 볼륨렌더링 표출

해륙풍 사례의 스트림 벡터 표출

해륙풍 사례의 스트림 라인 표출

4. 참고문헌
Jamie, W., 2016, Ray Marching and Signed Distance Functions, http://jamie-wong.com.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2016 Disaster Report,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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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하계 도시고온과 대기오염 간의 상관성 분석
안은지 ․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도시의 기온상승과 풍속 저하 등의 기상조건 변화는 대기오염의 발생 상황, 즉 대기오염의 발생빈도와
오염 강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름철 도시의 기온상승은 지상의 오존 생성과정을 가속화시키는데,
특히 인구가 밀집해 있고 교통량이 많고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오존농도 상승이 더욱 뚜렷
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온난화와 광화학옥시던트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 Takahashi et. al.(2008)의 연구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광화학옥시던트 상황과 기온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기온상승이 진행될수록 기온상승으로 고농도의 광화
학옥시던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대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동안에 나타난 계절별 기온상승 경향을 조사
하고, 지상의 고농도 오존사건 발생에 미치는 기상 요소의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자료와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2008-2017)의 대구기상지청 기상자료와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농도자료(9개 지점)이다.
연구방법은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상오존을 대상으로 환경기준 초과
빈도의 계절 분포 및 시간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기온증가에 따른 오존농도 증가 추세분석을 수행
하였다. 오존농도와 기상인자와의 상관회귀 관계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여름철에 특별히 높은 수준의 지상 오존 농도를 가져오는 기상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여름
철 대구에서 나타난 고농도 지상 오존농도의 출현빈도와 고농도 순위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해 보았다. 9개
지점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06 ppm 이상인 횟수를 파악하여 농도순위를 대상기간이 등급별로 약
100일이 되도록 고려하여 7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단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1등급은 고농도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서 43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상 오존 농도는 7개 등급에서 15시에 최대 농도를 보였다. 오존
농도가 낮시간대에 높게 나타나고 0.06 ppm 이상인 시간이 높은 등급일수록 긴 시간동안 나타났다. NO2 농
도는 아침 시간대와 야간에 농도가 높았다. 아침 시간대는 출근시간인 8시~9시에 높은 농도를 보였다. 퇴근
시간인 18시부터 농도가 점차 증가하여 23시~24시경 가장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 지상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으로 0.06 ppm 이하인 7등급은 최고기온이 높은 등급에 비하여 5℃ 이상 낮았고 일사량도 절반 이하였
으며 NO2 농도도 가장 낮았다.

4. 결론
지상 오존농도가 높이 나타나는 조건은 아침 출근시간이 되기 이전부터 NO2 농도가 특별히 높고 낮 동
안에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으며 풍속이 약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야간에 도시열섬 강도가 높게
나타난 날 교외의 바람이 도심으로 불어 들어와서 정체되기 때문에 도심부에서 NO2 농도가 출근 시간이 시
작되기 이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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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도시열섬현상과 그것이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안은지 ․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발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에
있으며, 이 두 요인을 줄여야 폭염을 완화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
석연료에서 얻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폭염의 또 다른 원인은 도시화에 있다. 도시열섬의 가장 큰 원인은 아스팔트도로와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토양과 녹지가 사라지는 것에 있다. 인공구조물은 낮에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저장한다.
이를 열용량의 증가라고 하는데, 열용량의 증가로 도시의 지표온도와 기온은 상시적으로 교외에 비하여 높
은 상태가 된다. 도시열섬 현상은 도시지역의 기온 상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풍속, 습도, 운량, 일사량
등의 다양한 기상 요소도 변화를 유발하기에 대기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었다.

2. 자료와 연구방법
대구지역에 존재하는 대구지방기상청의 AWS 및 ASOS 자료와 연구실 차원에서 설치한 온습도 로거 자
료를 이용하여 최근 3년 동안 대구지역의 여름철 고온에 대한 상세 공간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도심지
와 대구지방기상청 지점(교외 소재)간의 기온 시간변화 차이를 조사하여 도시열섬 강도의 시간변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최근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여름철 지상 오존 농도가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사례에 나타나는 특
징적인 기상조건을 조사하여 도심부의 고온화가 지상 오존의 농도 증가(주의보 및 경보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이에 사용한 대기질 자료는 최근 10년간(2008-2017)의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물
질 농도자료(9개 지점)이다.
연구방법은 기온증가에 따른 오존농도 증가 추세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구기상지청과 도심지 14개소의 폭염주의보 이상인 날을 대상으로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을 평균하
여 분석하였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만을 대상으로 일 최고기온의 기간 평균값과 일 최저기온의 평균값에
대한 공간분포 특성을 조사해 보았다. 일 최고기온의 평균은 34.18~38.69℃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도심지의
서쪽이 도심지의 동쪽보다 약 4℃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의 동고서저 지형 및 토지 이용
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의 10년간 여름철 지점별 지상 오존 농도의 경년변화를 분석해보면 대상 지점 모두 증가하는 추세
인데, 오존 농도 증가가 가장 컸던 곳은 수창 지점으로 0.030 ppm에서 0.0397 ppm까지 증가하였다. 지점별
수창 > 신암 > 대명 > 지산 > 이현 > 태전 > 만촌 > 현풍 > 노원 순서로 값이 크게 나타났다. 수창 지점은
대구의 중심지인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고온화의 영향이 대기질 악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고농도 오존과 도시 열섬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년간 여름철 지상 오존 농도를 7등급으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1등급일 때 도심지와 대구기상지청의 기온 차이는 0.04℃~3.51℃를 보였다. 13시부터 06시
까지 두 지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7등급일 때 두 지점의 차이는 0.54℃~1.81℃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
은 지상 오존 농도가 높은 등급일수록 도시 열섬 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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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맑은 날 진 겨울일의 장기변화 경향
추승현 ․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진 겨울일(true winter days)이란 일 최고기온이 0℃ 미만, 즉 하루 동안에 기온이 0℃ 이하를 벗어나지
않은 날로 정의한다. 강설이 동반되는 겨울에는 하루 종일 영하를 벗어나지 않는 날이 많지만 맑은 날의 경
우에는 낮 시간동안에도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기상자료
를 조사해 보면 1875년 여름에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4회 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최
근 50년간은 이러한 진 겨울일이 나타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도시를 대상으로 진 겨울일의
장기변화 조사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이 값의 추이가 도시화에 수반된 도시의 열용량 증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파라메타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0년 동안 맑은 날의 진 겨울일 실태를 조사하여, 도시화에 수반
된 대구의 겨울철 열용량 변화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자료와 연구방법
지난 100년 동안의 대구기상청의 겨울철 기상관측자료로 일기도를 이용하였다. 운량과 일조시간을 이용
하여 겨울철 맑은 날을 분류하고 그런 사례 일에도 일 최고 기온이 영하를 유지한 날들을 조사하였다. 이러
한 사례가 나타난 일수, 이러한 날이 출현 후에 지속된 기간, 지속기간 동안의 일 최저 기온의 평균, 지속기
간 내에 나타난 일 최저 기온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의 장기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상학적으로 맑음의 정의는 하늘 전체에 구름이 차지하는 비율, 즉 구름이 20% 이상 80% 이하의 상태
말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한후기(cold-climate season, 11~4월) 6개월 동안에 나타난 맑은 날 일수
최근 100년 동안(1911-2018) 조사해본 결과 1900년대 초에 80일 정도였던 맑은 날 일수가 최근에는 20
정도 증가하여 100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 날 일수가 가장 낮은 해는 60일, 가장 많았던 해
120일 정도로 나타나서 그 차이가 약 80일에 이르렀다.
대구에서 겨울철 맑은 날에 진 일 최고 기온이 영하를 벗어나지 않은 진 겨울일은 1918년에 18일에 이르
는 등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연평균 7주일 전후로 나타났다. 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루 다시
진 겨울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2018/2019 겨울에는 진 겨울일 수가 11일에 이르
렀다. 그러나 진 겨울일의 출현 후 지속기간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그 지속 기간 동안의 기온은 상승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를
를
일
는

4. 결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부가하여 대도시는 도시열섬에 의한 승온이 현저하여 대구의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에 약 1.7℃ 이상 상승했다. 현저한 저온의 감소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맑은 날 주간은 혼합층 내의 열확산에 의해 열섬에 의한 기온편차가 작다. 또 Kudo·Hujibe(2015)에
의하면, JRA-55의 850 hPa 기온과 비교한 대도시의 기온변화율은, 겨울철 맑은 날 15시에는 오히려 마이너
스이어서(대상기간은 1962-2012년), 겨울철 낮의 도시기온의 상승경향은 작다. 따라서 도시열섬이 극한적인
겨울의 저온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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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장치 성능시험용 분진발생장치의 개발
조석호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미세먼지는 여러 대기오염 물질 중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은 물질 중 하나이다(Kim, 2006).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써 다양한 집진장치가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집진장치들을 개발하여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분진발생장치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황, 2010). 또한 분진발생장치는 집진장치의 성능
시험 뿐만 아니라 분진계 등의 분진측정장치의 교정에도 필요하다(이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분산
및 교반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분진 발생원인 토양 등의 고형시료로부터 분진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분진발생장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전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분산 및 교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분진발생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그 구조는 송풍
챔버, 회전팸버, 집진챔버로 구성되고, 팬의 유량조절 모터와 회전챔버의 속도조절 모터에 의해 단계별 제어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장치의 유량은 집진챔버의 배출구 유속을 열선풍속계(solomat, MPH-500E, 일선풍
속계사)로 측정하여 산정한 평균유속에 단면적을 곱하여 구하였으며, 회전챔버의 회전속도는 1분 동안 직접
계수하였다. 건조시킨 토양샘플을 회전챔버 내에 주입한 후, 팬에 의해 송풍챔버 내로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회전챔버를 회전시켜 분진을 발생시키며, 이때 집진챔버의 배출구에 PVC 필터를 장착하여 분진이 포집되도
록 하였다. PVC 필터를 장착하기 전과 운전 후의 무게를 세미-마이크로발란스(CPA225D, sartorius, Ltd.
Germany)로 측정하여 그 필터의 무게 차이로부터 포집된 분진의 양을 도출하여 분진농도를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량은 팬에 연결된 모터의 속도 조절위치(1~10단) 중 1단에서는 송풍량이 거의 측정되지 않았으며, 10
단에서는 30.46 L/min이었다. 샘플링 시간이 10 min을 초과하게 되면 분진 포집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파과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샘플량이 증가할수록 분진 발생량은 증가하지만, 샘
플량이 너무 많으면 필터의 파과가 너무 빠를 뿐 아니라 회전챔버의 원활한 회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
하였다. 회전챔버의 회전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분진발생량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분진발생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적합한 운전조건은 유량 10.15 L/min, 회전챔버의 회전속도 24 rpm,
토양 샘플량 5 g, 샘플링 시간 10 min으로 판단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진발생장치는 정해진 조건 하에서 분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고형시료의
종류에 따른 분진 발생량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등의 연구에 사용될 수 있고, 이 분진발생장치에서
발생시킨 분진을 다른 집진장치 속으로 안정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어서 집진장치를 개발하거나 성능을 연
구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5. 참고문헌
이지연, 이기영, 2010, 환경 측정, 분석, 처리기술 분야 : 토양 분진발생장치의 개발과 평가, 한국환경보건학
회지(구 한국환경위생학회지), 36(5), 383-390.
황유성, 2010, 하전액적 스크러버를 이용한 미세분진의 제거, 한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Kim, Y. P., 2006, Air Pollution in Seoul Caused by Aerosol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22(5), 5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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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미세먼지(PM-2.5) 질량과 화학성분 농도 특성
박정민 ․ 황진하 ․ 박기형 ․ 정현철 ․ 조정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로 흡입되어 천식, 폐암 등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산란, 흡수시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초래한다(Jeon, 2016). 대기 중 PM-2.5는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입자와 물리 ․ 화학적 반응을 거치면서 생성된 2차 입자로 나뉜다. 이에 생성된 2차 입자는 무
기물, 유기물, 수분, 중금속 등 수많은 구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PM-2.5는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된
NH3, SO2, NOx 등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인위적 오염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복잡한 화학조성을 나타
낸다(Kim 등, 2014). PM-2.5의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및 탄소 등에 대한 화학성분 분석이 중요하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로서 산업발달과 도시화에 따른 교통량의 증
가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여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Jeon, 2010). 또한
부산은 남동쪽에 해안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연안 도시로 다른 지역의 PM-2.5의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PM-2.5 질량농도와 이중 포함된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및 탄소에 대
한 농도를 측정 및 분석하여 경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PM-2.5의
조성 및 영향을 규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PM-2.5 질량과 화학성분 농도 측정자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간의 시간별
평균자료를 사용하였다. 부산지역 PM-2.5 질량 농도는 연속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베타선흡수법에 의해 실
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화학성분 농도는 이온분석기와 탄소분석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M-2.5의 주요성분은 황산이온, 질산이온의 음이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이는 계절에 따
라 여름철(6~7월)은 황산이온, 겨울철(11~12월)은 질산이온의 농도가 우세하였다. 또한, PM-2.5에 따른 이온
성 물질농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지역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PM-2.5 질량농도와 이온성 물질의
상관관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PM-2.5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성 물질들의 농도가 증가하였으
며, 특히 황산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유입 및 대기정체
의 영향으로 황산이온, 질산이온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면 대기 중에서 반응하여 PM-2.5농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탄소분석기를 이용하여 유기탄소(OC)와 무기탄소(EC) 농도를 분석하였다. 계절에 따라 OC 및 EC
농도를 확인한 결과,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C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1차 배출의 영향이 크고, OC는 광화학반응 등 2차 생성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4. 참고문헌
Jeon, B. I., 2010, Characteristics of spacio-temporal variation for PM10 and PM2.5 concentration in Busan,
J. Environ. Sci. Int., 19(8), 1013-1023.
Jeon, B. I., 2016, Characteristics of metallic and ionic elements concentration in PM10 at Guducsan in
Busan, J. Environ. Sci. Int., 25(5), 715-726.
Kim, K. J., Lee, S. H., Hyeon, D. R., Ko, H. J., Kim, W. H., Kang, C. H., 2014, Composition comparison
of PM10 and PM2.5 fine particulate matter for Asian dust and haze events of 2010-2011 at Gosan site
in Jeju Island, Anal. Sci. Technol., 27(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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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탄소특성 연구
황진하 ․ 박정민 ․ 장은화 ․ 정현철 ․ 유은철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대기 중 PM-2.5의 주요 구성성분은 이온, 탄소, 중금속 등이며, 이들 중 탄소성분은 약 10 ~ 47%를 차지
하고 있다(NIER, 2013). 이는 지구온난화와 냉각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며 인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reae and Rosenfeld, 2008; Hopke, 2009).
과학원 배출량 자료 및 부산시 배출량 용역 보고서(2019)에 따르면 부산지역 PM-2.5 배출량은 비도로이
동오염원(선박, 항만화물취급장비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항만지역에서의 PM-2.5 구성성분의 조
성 및 발생원을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24시간동안 PM-2.5를 채취하여 보
관하였다가 수동으로 성분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반휘발성 물질들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자동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초미세먼지와 탄소성분을 1시간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계절적,
월별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 8. ~ 2019. 7.(1년)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신항에서 초미세먼지와 탄소성분을 측정하였다.
PM-2.5는 METONE사의 BAM-1020장비를 이용하여 beta-ray 흡수법으로 분석하였으며 탄소성분 자동측정
기(Semi-continuous OC/EC carbon aerosol analyzer, Sunset Laboratory)를 이용하여 열광학적 분석법
(Thermal/Optical transmittance method)과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 dispersive infrared method)으로 탄소성
분(OC, EC)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부산신항의 PM-2.5 연평균 농도는 22 μg/m3이었으며 OC, EC 농도와 OC/EC 비는 각각 5.27 μg/m3,
1.98 μg/m3, 2.66으로 타지점(연산동: 4.5, 장림동: 5.25) 대비 EC 비율이 높았다. EC의 경우 인위적인 일차
배출원이 주발생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항만지역의 영향을 평가할 때, 황산화물과 더불어 주요한 인
자로 사용된다. 또한 PM2.5 중 TC(TC=OC+EC)가 차지하는 비율이 32.95%(연산동: 19.8%, 장림동: 23.7%)
로 가장 높았다. 봄철은 OC, EC 상관계수 그래프에서 Y절편 값이 가장 높아 EC 배출 없이도 OC가 일정수
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OC/EC비가 4.17로 가장 높아 외부 유입에 의한 2차 생성 OC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Turpin and Huntzicker, 1995; 한지현 등, 2013). 여름철은 1차 배출원 감
소와 장마철에 의한 강우의 영향으로 OC, EC농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둘 사이의 상관계수(0.43) 값
이 가장 낮았는데,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의 OC, EC의 배출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을철은 PM-2.5 농도가 낮아 PM-2.5 질량에 대한 TC 함량비(36.1%)가 가장 높았고 봄, 겨울철과 비교할 때
중국 등 외부의 영향보다 국내(부산 포함)의 기여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OC/EC비도 가장 낮았다. 겨울
철은 높은 상관계수 값(0.723)을 보였으며 EC가 사계 중 가장 높았고 OC도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
데 이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유사한 배출원에서 생성된 입자들에 의한 영향과 국내 난방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박종성, 송인호, 박승명, 신혜정, 홍유덕, 2015, 서울지역의 PM-2.5 중 OC와 EC의 특성 및 계절적 변화에
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학회지, 24(6), 578-592.
Andreae, M. O., Rosenfeld, D., 2008, Aerosol-cloud-precipitation interaction. Part 1. The nature and sources
of cloud-active aerosol, Earth-Sci. Rev., 89(1-2), 13-41.
Turpin, B. J., Huntzicker, J. J., 1995, Identification of secondary organic aerosol episodes and quantit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organic aerosol concentrations during SCAQS, Atmospheric Enviroment,
29(23), 3527-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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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악취지도 작성
유숙진 ․ 도우곤 ․ 임용승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부산지역은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지역이 접해 있어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악취 원인
물질 규명 및 배출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구·군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
현황과 다년간 누적된 악취관련 자료를 토대로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악취분포특성을 파악하고 악취 발생
원과 원인물질을 규명하여 악취지도를 작성함으로서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하였다. 자료수
집, 공간정보화, 공간분석, 지도작성 등 4단계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연동해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악취민
원 신고 및 악취발생원 위치를 공간정보로 변경하고 신고위치와 인접한 배출원 분석을 통하여 악취발생원
을 분석하였다. 악취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도 작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지도를 작성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구 ․ 군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발생지역, 악취종류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위치를 좌표화 하여 지도
상에 표기하였으며 사업장 등에 대한 자체조사(악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주요 배출업체를 업종별
로 분류하여 지도상에 표기 하였다. 악취관련 자체 연구 ․ 조사사업 결과를 활용한 부산지역 악취 특성을 파
악 하였으며 민원 빈도, 발생 시기 등을 파악하여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도
상에 표기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구 ․ 군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발생지역, 악취종류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공간정보로 변환하였으며,
R프로그램으로 지도상에 표기(구 ․ 군 악취 민원 4,693건 공간정보화)하고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한 interactive
map을 생성하였다. 사업장 및 악취배출원에 대한 악취조사 결과(복합악취)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주요 배
출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공간정보로 변환(구 ․ 군 의뢰 악취검사 결과 900여건 공간정보화)하여 R프로그
램을 이용 지도상에 표기하였다. 민원 발생지점과 측정 의뢰지점의 위치를 비교하고 복합악취 공간 분포를
통한 민원지역과 악취배출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한 interactive map 생성하였다.
구별 주요 배출업체를 선정 민원 발생지점과 주요 배출원의 이격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 하였다.
향후 민원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악취 강도를 조사하여 지도상에 표기하고 악취지도 분석
및 평가결과를 근거로 주관부서에 정책 방향 제시 할 것이며 실시간 악취 이동 측정시스템(SIFT/MS) 이용
악취 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2016, 악취실태조사 방법 및 악취평가 방법.
국립환경과학원, 2017, 생활악취 관리기준 모델 개발 연구.
경기연구원, 2018, 경기북부지역 생활악취 관리방안.

- 73 -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PA14)

전북 군산지역의 집 먼지 내 유기인계 난연제 모니터링 및
인체 노출 평가
권혜련 ․ 오혜지1) ․ 장광현1) ․ 유선재 ․ 김종구 ․ 김준우2)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2)

전북지방환경청

1. 서론
유기인계 난연제(Organophosphate Flame retardants : OPFRs)는 플라스틱, 건축자재, 전기·전자제품의 첨
가제로 쓰인다. 주로 사용되던 브롬화계 난연제가 RoHS, WEEE 등에 의해 사용이 규제되면서 대체제로
OPFRs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OPFRs가 발암 및 신경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집 먼지는 실내 오염과 인체 노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난연제는 제품에서 마모
또는 풍화와 같은 물리적 과정을 통해 먼지에 흡착된다. 그 결과, 먼지에 흡착된 OPFRs를 흡입 및 섭취함
으로서 인체노출이 발생되고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산지역의 집 먼지 시료를 이용하여 OPFRs에 의한 실내오염 모니터링과 집 먼지를 통한
인체 노출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4월~5월간 전북 군산지역에서 총 24개의 집 먼지 시료를 채취했다. 우선, 채집된 시료
는 500 ㎛ 체로 거른 후 유리병에 시료 0.1 g과 TnBP-d27를 첨가하여 Hexane/Acetone (3:1) 2.5 ml로 초음
파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상등액을 분리한 후 유리병에 옮긴 다음에(3회 반복) 질소
농축기로 완전 농축한 후 0.5 ml Hexane을 첨가했다. 추출액은 플로리실 카트리지를 사용 전에 세척한 후
시료를 첨가하여 10 ml EtAC로 추출·정제하였다. 정제 시료는 완전 농축하여 toluene 1 ml로 재용해하였다.
분석 전 TPhP-d15 첨가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기(GC-MS/MS)로 정량하였다. OPFRs는 7종
류를 측정대상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군산에서 채취한 집 먼지 시료 농도는 ng/g∼μg/L로 검출되었으며 각 항목의 검출빈도는 TnBP, TCPP,
TPP, TEHP는 75~100%이었고 TCEP, TDCP는 8∼17%로 나타났다. TPrP는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이었다.
OPFRs 중에서 TPhP, TEHP, TCPP는 모든 시료에서 발견되어, 이 물질들은 사용량 많고 내·외부적으로 흡
착된 먼지가 실내로 유입되었다고 판단된다.
∑OPFRs는 0.89∼34.7 μg/g 범위로 검출되었는데, 타 국가와 농도 비교 시 필리핀에 비해 높은 농도였
고, 미국과 비교하면 농도가 비슷하거나 낮았다. 이는 전자제품 및 카펫트 등의 난연제 제품을 많이 사용하
는 나라에서 높다고 판단된다. 군산에서 집 먼지 섭취를 통한 OPFR의 일일 예상 섭취(EDI)는 보고된 기준
치(RfD) 보다 낮았다. 하지만 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집에서 생활시간이 많고 입을 통해 섭취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 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실내오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Christina, C., Giulia, P., Athanasios, B., Constantini, S., Covaci, A., 2011, Legacy and emerging organophosph
οrus flame retardants in car dust from Greece: Implications for human exposure, Chemosphere, 196,
231-239.
Tamer, S., Glenys, M., Yasmeen, H., Sedef, T., Melis, Y., Cafer, T., Perihan, B., Liisa, J., 2019,
Organophosphate esters in house dus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anada, Turkey and Egypt.,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650(1), 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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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O/Bi3O4Br/Bi2WO6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해
김미경 ․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서론
비스무트(Bi) 기반의 반도체 광촉매는 환경 개선에 대한 고급 산화 공정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왔다. 다른 금
속 산화물과 비교하여 Bi 기반 반도체의 원자가 밴드는 O 2p뿐만 아니라 Bi 6s의 하이브리드 궤도로 구성된다. 잘
분산 된 Bi 6s궤도는 광 전하 운반체의 이동성을 촉진하고 밴드 갭 값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Bi기반 반도체는
오염된 공기의 해독에 효과적인 광촉매로 보고되었다. 텅스텐산비스무트(Bi2WO6)는 이차원 구조를 형성하기 쉽고
많은 모공을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구조와 큰 비표면적으로 인해 높은 흡착력을 가진다. 그러나 텅스텐산비스무트
(Bi2WO6)의 평평한 에너지 밴드는 CB의 전자가 이동성이 낮고 전하 운반체는 흡착 반응을 하기 전에 쉽게 재조합
된다. 비스무트 옥시 브로마이드(Bi3O4Br)는 광촉매를 함유한 비스무트에서 Bi 함량을 증가시키면 전도대를 음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Bi3O4Br은 광촉매 성능이 더 우수하다. RGO는 전자-전공 쌍의 직접적인 재결합을 방해하고
산화 환원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GO/Bi3O4Br/Bi2WO6를 수열합성으로 제조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분해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Bi3O4Br는 수열합성에 의해 제조하였고, RGO/Bi3O4Br/Bi2WO6는 Bi2WO6 제조시 GO suspention과 Bi3O4Br 일정한
함량을 첨가하고 전구물질 Bismuth(III) nitrate pentahydrate(Bi(NO3)3∙5H2O), Sodium tungstate dihydrate (Na2WO4∙
2H2O)를 사용하였으며 수열합성에 의해 one step으로 합성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lative Huminity : RH, %
Hydraulic diameter : HD, mm
Lamp type
Flow rate, ( L/min )
Target compounds
Fig. 1.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Input concentration, ppm

Representative value
45 %
10.0 mm
Day light
1.0 L/min
Benzene, Toulene, Ethylbenzene, xylene
1.0 ppm

3. 결과 및 고찰

Fig. 2. Photocatalytic decompositon efficiency(%) of gaseous under
daylight.

Fig. 3. PL spectra of Bi2WO6, Bi3O4Br, RGO/Bi3O4Br/Bi2WO6.

Fig. 2는 RGO/Bi3O4Br/Bi2WO6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분해효율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일렌에 대한
분해능은 73%, 에틸벤젠에 대한 분해능은 50%, 톨루엔에 대한 분해능 23%를 나타냈으며 벤젠에 대한 분해능은 10%
미만을 나타났다. 이때 비교 대상 촉매로 Bi3O4Br와 Bi2WO6를 사용하여 RGO/Bi3O4Br/Bi2WO6보다 효율이 낮게 나타
냈다. 이는 Jo et al. (2018)에 따르면 RGO는 전자-전공 쌍의 직접적인 재결합을 방해하고 산화 환원 매개체의 역할로
사료 된다. Fig 3은 PL 결과로 오염물질 분해 효율 및 광전류 반응에 기초한다. 광촉매의 순서는 가장 낮은 PL 방출
강도 톺은 전하 분리 효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하 분리율에 의존하여 RGO/Bi3O4Br/Bi2WO6가 이를 나타낸다.

4. 참고문헌
Jo, W. K., Kumar, S., Eslava, S., Tonda, S., 2018, Construction of Bi2WO6/RGO/g-C3N4 2D/2D/2D hybrid Z-scheme
heterojunctions with large interfacial contact area for efficient charge separation and high-performance photoreduction
of CO2 and H2O into solar fuels,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239, 58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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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오염 제어를 위한 태양광활성 3차원 다공성 촉매
응용
배미향 ․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서론
최근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속 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광촉매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어 오고 있
다. 흑연탄소질화물(g-C3N4)은 값이 싸고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흑연질화
탄소는 광촉매 활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전자정공의 재결합율(recombination)이 높아 이를 줄이는 것이 촉매 활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흑연질화탄소에 산화바나듐(V2O5)을 합성하여 재결합율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멜라민 스
펀지(Melamine sponge)를 이용하여 광촉매와 오염물질의 반응면적을 높임으로서 광촉매 효능을 높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g-C3N4에 V2O5의 전구물질인 NH4VO3를 고르게 혼합한 후 air
분위기에서 소성하여 V2O5/g-C3N4 복합체를 제조한다. 제조된
V2O5/g-C3N4를 초순수에 고르게 분산시킨 후 멜라민 스펀지를 담
구어 V2O5/g-C3N4가 스펀지에 흡수되도록 한다. V2O5/g-C3N4가
흡수 된 스펀지를 오븐에 넣고 건조하여 V2O5/g-C3N4/Melamine
sponge(VO/CN/MS)를 제조한다. 제조된 촉매는 Fig 1과 같이 광
분해 반응기에 넣고 실내공기오염물질인 노나날(Nonanal) 혹은 자
일렌(o-Xylene)을 적정농도로 주입하며 램프를 켠다. 반응기 내로
들어가는 샘플과 반응 후 나오는 샘플을 GC-MS로 측정한다.
Fig 1. The photocatalytic VOC degradation system.

3. 결과 및 고찰

Fig 2. The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VO/
MS, CN/MS and VO/CN /MS for
Nonanal and o-Xylene removal
under solar light.

Fig 3. The reusability test of VO/CN/MS
for Nonana removal under solar
light.

Fig 4. The removal efficiencies of VO/CN/
MS according to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Nonanal.

본 연구는 VO/CN/MS를 이용하여 실내공기오염물질인 노나날(Nonanal)과 자일렌(o-Xylene)의 분해능을 평가하고
촉매의 재사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른 분해능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먼저 Fig 2 에
서 노나날을 주입할 때 단일촉매 CN/MS보다 합성촉매 VO/CN/MS에서 약 2배 정도 분해능이 증가하였다. 또 자일렌
을 주입했을 때는 3배 가까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Hong et al. (2016) 에 따르면 V2O5의 합성으로 g-C3N4의 전
자정공 재결합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Fig 3에서 노나날 광분해능 실험 4회 진행 시 광촉매 효능이 감
소하지 않고 80 % 대로 유지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VO/CN/MS 의 안정성과 재사용성을 확일 할 수 있다. Fig 4에
서 노나날의 농도(0.1 ppm, 1 ppm, 5 ppm, 10 ppm)에 따라 98 %, 79 %, 60 %, 48 % 의 광분해능을 나타내고 있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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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연구재단-기초연구실지원사업(NRF-2017R1A4A1015628)에 의하여 연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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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의 물 이동에 관한 연구
김용국 ․ 이부용
대구가톨릭대학교

1. 서론
기후 변화로 인한 봄철 가뭄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작물의 파종에 필요한 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관정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거나 관개수로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확보
하고 있다. 하지만 용수의 무분별한 취수는 지역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작물에서
사용되는 정확한 용수를 계측하고 손실 유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식생 관측 범위내 수위와 증발량을 관측, 두
번째는 관측 자료를 이용한 유입량 및 손실량 환산, 세 번째는 유입량과 손실량을 이용한 식생 생장에 소모
된 유량 환산하는 것이다.
관측 장비는 관측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논에서의 물 이동을 매우 소량임에 따라 미세한 수위변
화까지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논 내부 수위관측은 0.03 mm까지 관측이 가능한 BYL-EV250를 사용하였
으며, 증발량계는 HQ-EVL-250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8년 6월 1일 16:00부터 2018년 10월 17일 10:00까지 논 물수지 분석을 위해 증발량과 논에서의 수위
를 관측하였다. 관측기간 중 총 증발량은 329.25 mm, 논 수위 감소량(손실량)은 1447.22 mm, 논 수위 증가
량(물공급량)은 1447.94 mm로 관측되었다. 논의 면적(41.25 m2)을 곱하여 농업용수 총 이용량 및 총 증발량
을 산정하였다.
Table 1. 증발량 및 논 물수지
단위 면적(mm)

논에서의 손실량(m3)
(면적 : 52.29 m2)

증발량

329.25

17.217

논에서의 총 손실량

1446.59

75.642

생육 및 지하침투

1117.34

58.426

관측기간 중 총 증발량은 17.217 m3, 논에서 총 사용한 물의 양은 75.642 m3이며, 증발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면, 58.426 m3의 물이 논에서 사용되었다.

4. 참고문헌
Lee, B. Y.,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ourly evaporation recording instrument for Class A pan.
Journal.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10, 323-327.
Lee, B. Y., 2002, Short-term variation in Class A Pan evapor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4, 197-202.

- 77 -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PA18)

종관기상관측자료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검사방안 연구 :
일사 ․ 일조 ․ 운량을 중심으로
이인규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종관기상관측자료는 기후연구와 다양한 기상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기상청 내에서는 다양한 품질관리요
소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나, 자동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센서의 품질저하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은
관측자료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 새로운 품질관리적용기준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사
자료 일조시간 그리고 운량자료를 분석하여 해당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관측자료는 2018년도 시간자료를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다운받아 분석하였으며 서울본청과 수도권기상청
및 지방기상청이 있는 7개 지역 종관기상관측소 중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북강릉, 제주 지점 자료를 대
상으로 하였다. 분석요소는 일사량, 일조시간, 운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분석과 지점별 시간당
최대일사량, 일조시간에 따른 일사량을 전체자료, 전운량이 0일 때, 중하층운량이 10일 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계열 분석결과 서울, 수원, 대전지점에서 일사자료가 특정시점이전자료가 이후자료보다 낮은값으로 관
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점별 연간 시간당 최대 일사량은 서울 3.52 MJ/m2 부산 4.77 MJ/m2 광주
3.82 MJ/m2 대전 3.96 MJ/m2 수원 3.54 MJ/m2 북강릉 3.59 MJ/m2 제주 3.69 MJ/m2로 서울과 수원 북강릉
은 연간 최대 일사량이 시간당 1000W를 넘지 않았으며 부산은 2018년 7월 10일 14:00시 1300W이상이 관
측되었다.
현재 기상청에서 관측하고있는 일사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을 통한 값의 연속성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일사계의 동일지점관측이나 기준기와의 동시관측을 통한 보정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인접 종관기상관측소의 일사자료와 비교하여 관측값의 차이여부와 정도를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4. 참고문헌
Choi, D. H., Lee, B. Y., Jeong, H. S., 2015, Observation and Analysis of Radi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City During the Summer Season - Focus o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he Surrounding Four Regions -., J. Korean Solar Energy Soc., 35(2) 21-31.
Jee, J. B., Zo, I. S., Kim, B. Y., Lee, K. T., Yoo, M. S., Lee, Y. J., Jang., J. P., 2019, Calibration of
Pyranometer with Solar Radiation Intercomparison Observation at Research Institute for Radiation
-Satellit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J. Korean Earth Sci. Soc., 40(2), 135-148.
Park, H. I., Zo, I. S., Kim, B. Y., Jee, J. B., Lee., K. T., 2017, An Analysis of Global Solar Radiation
using the GWNU Solar Radiation Model and Automated Total Cloud Cover Instrument in Gangneung
Region, J. Korean Earth Sci. Soc., 38(2), 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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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유해오염물질 호흡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 연구
박시현 ․ 홍형진1) ․ 윤단기1) ․ 이혜원 ․ 공혜관1) ․ 임희빈1) ․ 남궁선주 ․ 이철민1)
서경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소,

1)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1. 서론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부분은 1 km 내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사고발생 이후 효과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어느정도의 건강위해가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건강 위해성평가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화학사고로 인한 유해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평가 방법 개발의 일환으로 가상
의 폼알데하이드 누출사고를 가정하고 환경매체 내 소멸까지 호흡노출로 인한 건강위해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폼알데하이드 40톤이 1시간동안 전량 유출되는 가상사고를 가정하고 US EPA의 4단계 방법에 따라 호흡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사고물질의 농도는 Lee et al.(2019)에 의해 개발된 다매체 환경
동태모델을 이용하였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제시한 최악의 시나
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의 기상값을 입력하여 산출하였다.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배경농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 중 폼알데하이드의 농도가 4.8 μg/m3 이하가 될 경우 화학사고로 발생한 폼알데하이드가 환
경 중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출대상은 4개의 그룹(0~9세, 10~18세, 19~56세,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실내유입모델을 활용하여 실내·외에서 노출되는 일일평균노출량을 산출하였고 용량-반응평가
자료는 US EPA IRIS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초과발암위해도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다매체 환경동태모델 구동 결과 가상의 사고로 발생한 폼알데하이드가 환경 중 소멸까지 최악의 시나리오
의 경우 28일, 대안의 시나리오의 경우 20일이 소요되었다. 위해도 결정 결과 4개의 노출대상그룹 모두 최악
의 시나리오가 대안의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초과발암위해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악의 시나리오
와 대안의 시나리오 모두 0~9세에서 가장 높은 초과발암위해도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초과발암위해도는 최
악의 시나리오에서 0~9세 그룹으로 3.0671 × 10-12을 나타내었으며, 1×10-6을 초과하지 않아 화학사고로 발생한
폼알데하이드로 인한 유해한 건강영향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매체 환경동태 모델의 구동
에 있어 실제 풍속 및 풍향의 변화, 강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노출수준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 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추후 지역별 실제 기상값을 고려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위해도 결정 결과

초과발암위해도

나이

최악의 시나리오

대안의 시나리오

0~9

3.0671 × 10-12

2.1719 × 10-12

10~18

1.0543 × 10-12

7.4659 × 10-13

19~65

-13

6.2142 × 10-13

-13

6.7743 × 10-13

65~

8.7756 × 10

9.5664 × 10

4. 참고문헌
MoE(Ministry of Environment), 2012, Multi-media Risk Assessment of harmful substances(Ⅱ) -Formaldehyde-.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받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과제번
호:20170019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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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귀중서고의 실내공기질 농도 특성에 관한
연구
임희빈 ․ 이혜원1) ․ 남궁선주1) ․ 박소연2) ․ 이철민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1)

서경대학교 위해성평가연구소,

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1. 서론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실내공기오염물질은 열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실내공기
질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하여오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 귀중서고의 실내공기질 농도 특성을 연구함으로
써 향후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발생원 규명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
다.

2. 자료 및 방법
공공기록물에 대한 행정안전부 기준 물질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지하 4층 귀중서고에서 측정을 실
시하였다. 복층구조를 가지는 귀중서고 내부의 각 층의 실내공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지점을 측정지점
으로 선정하였다. 대상물질의 측정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24시간 동안 5분 간격으
로 연속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도서관 귀중서고 내 실내공기오염물질들의 농도는 모두 국내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국내 공공기록물 관리 기준에 근접한 농도를 나타냈으며, 그 중 귀중서
고 내부 2층에서의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공기 환기량에 영향을
받는 물질로써 수장고 내 환기 시스템 구조에 의해 농도가 높이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Results of measurement area in storage in library
Mean(±S.D.)

MOIS* standard

1 floor

2nd floor

50

1.88(±0.13)

1.10(±0.25)
5.29(±4.29)

NO2(ppb)

50
(standard of NOx)

5.99(±8.34)
11.25(±3.08)

36.11(±3.81)

CO(ppm)

10

0.85(±0.19)

0.57(±0.11)

360(±21.71)

373(±36.96)

320.03(±44.20)

-

SO2(ppb)
NO(ppb)

CO2(ppm)
TVOCs(μg/m3)

st

**

1,000
400

*

MoIS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E (Ministry of Environment) standard

**

4. 참고문헌
양원호, 정문호, 배현주, 2002, 거주지역 실내공기 특성 및 이산화질소 노출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위생학회
지. 28(2), 183-192.
행정안전부, 2019 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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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최근 4년간(2015∼2018년) PM10과 PM2.5농도의
시 ․ 공간적 변화 특성
전병일 ․ 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환경부는 2018년 3월 27일부터 PM2.5 대기환경기준을 일평균 50 μg/m3에서 35 μg/m3으로, 연평균 25 μg/m3
에서 15 μg/m3로 WHO나 미국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으며 (MOE, 2019a), 예보, 주의보, 경보 기준도 강화
한 바 있다. 참고로, PM2.5의 예보기준은 보통수준을 16~50 μg/m3에서 16~35 μg/m3로, 나쁨을 51~100 μ
g/m3에서 36~75 μg/m3로, 매우 나쁨을 101 ㎍/m3 이상에서 76 μg/m3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주의보기준 (2
시간)은 현행 90 μg/m3에서 75 μg/m3로, 경보기준 (2시간)은 현행 180 μg/m3에서 150 μg/m3로 강화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PM10과 PM2.5의 농도자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근 4년간
시간별 평균농도로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부산지역 21개 자동관측망(도시대기 19개소,
도로변 대기 2개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까지 확보된 가장 긴 기간의 PM10과 PM2.5
의 자료를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Seasonal mean value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 for land use observed in Busan for 4 years
(2015~2018)
PM2.5

PM10
Spring

Summer

Fall

Winter

Spring

Summer

Fall

Winter

Commercial

54.6±24.7

36.9±14.8

38.4±17.3

48.2±22.4

30.6±12.7

22.3±12.3

22.3±11.5

30.5±13.6

Industrial

58.1±25.3

38.7±16.8

43.0±20.0

56.5±24.0

31.8±13.3

24.6±13.2

25.3±13.4

34.1±15.7

Green

54.6±26.3

37.3±15.8

39.2±17.2

47.0±24.0

27.5±12.0

21.0±11.4

21.1±11.2

28.4±14.2

Residential

51.1±24.1

36.1±14.5

35.9±16.3

42.5±20.1

27.2±11.5

21.8±11.7

20.6±10.5

26.8±12.5

Roadside

63.7±25.6

42.8±16.3

39.3±16.8

50.9±22.7

29.7±12.7

23.5±12.1

20.3±10.6

27.3±12.6

Mountainous

38.2±24.1

26.0±13.7

24.8±14.7

30.6±18.1

Mean

54.1±25.0

37.4±15.3

37.9±17.3

46.5±22.2

28.6±12.2

22.3±12.1

21.5±11.3

28.6±13.6

Table 2. Weekday/weekend mean value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 for land use observed in Busan for 4
years (2015~2018)
PM2.5

PM10
Weekday

Saturday

Sunday

Weekday

Saturday

PM2.5/PM10 ratio
Sunday

Weekday

Saturday

Sunday

Commercial

44.3±20.3 45.5±23.3 44.5±24.8 26.3±13.1 26.9±13.8 26.3±12.8 0.60±0.16 0.59±0.15 0.60±0.16

Industrial

50.4±22.5 49.5±25.8 44.4±24.8 29.4±14.6 29.1±15.0 26.5±13.1 0.59±0.13 0.59±0.14 0.61±0.16

Green

44.3±21.3 45.9±24.5 45.1±25.6 24.3±12.6 25.1±13.5 24.7±12.8 0.56±0.15 0.56±0.16 0.56±0.16

Residential

41.3±19.0 42.6±22.3 41.7±23.6 24.0±11.9 24.6±12.3 24.0±11.5 0.59±0.16 0.59±0.16 0.59±0.17

Roadside
Mountainous

49.5±22.0 51.0±24.9 48.5±25.4 25.2±12.6 25.6±12.8 24.8±11.9 0.52±0.15 0.51±0.15 0.53±0.16
29.3±17.5 30.9±20.6 3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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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공분산 및 챔버법을 이용한 벼 재배 논에서의 메탄
배출량 비교 평가
최은정 ․ 이종식 ․ 김건엽 ․ 이선일 ․ 정현철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

농촌진흥청 청장실

1. 서론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CO2)의 25배에 달하는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이다(IPCC,
2006). 담수 상태인 논은 메탄 발생의 중요 배출원이며,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우리나라 농업분야 배출량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GIR, 2018). 따라서 벼 재배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정확한 측정과 관리는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 N2O, CH4) 측정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챔버법(Closed chamber)은 적은 양의 가스를 포집하는데 유리하고 설치와 제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Christensen et al., 1995). 그러나 최근에는 생태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챔버에 의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에디공분산을 이용한 측정법이 주목 받으며, 논이나 습지를 대상으로 메탄 측정 연구에 이
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벼 재배 논에서 에디공분산 및 챔버법을 이용하여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고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메탄 측정 장소는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35°74′86″N, 126°86′40″E)에 위치한 벼 재배단지로 관측지
주변은 에디공분산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균질하고 평탄한 지역이다. 에디공분산을 측정하기 위해 지면으
로부터 3.6 m 높이에 개회로 메탄 분석기(LI-7700, Li-Cor Inc., USA)와 3차원 풍향풍속계(WMP-PRO,
GILL INC., USA)를 설치했고, 메탄 보정에 필요한 잠열 플럭스 측정을 위해 CO2/H2O 분석기(LI-7500)도
동일한 위치에 설치했다. 또한 메탄 측정값 분석 및 정도관리를 위해 지중열센서(HFP01)와 순복사계, 온습
도계, 강우량계 등도 함께 설치하여 biomet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Tovi 프로그램(Li-Cor Inc.)
을 통해 분석하였다. 챔버는 투명 아크릴 재질(60×60×120 cm)로 제작되었으며 타워를 중심으로 40m 떨어
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챔버 내 공기 순환을 위한 fan과 온도계가 장착되어 있으며, 주 1회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스시료를 채취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FID 분석기로 정량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에디공분산을 이용한 메탄 측정 기간 동안의 주 풍향은 북서풍이나 약간의 계절 변동성을 나타냈다.
Foot print 분석 결과, 메탄 측정 데이터의 대부분은 측정 타워 반경 200 m 안에 존재하고 있어, 챔버법(타
워로부터 40 m에 위치)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또한, 메탄 측정 결과값의 정도
관리를 위해 순복사량과 지중열, 현열 및 잠열을 이용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정계수가 0.7 이상으로
측정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었다. 수확 후 이앙 전인 2018년 11월부터 4월까지의 메탄 배출량은 일반 대기
중 농도(약 2 ppm) 수준이었으나, 이앙을 위해 논에 비료 처리 후 담수를 하면서부터 메탄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챔버법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 또한, 에디공분산법을 이용해 측정한 메탄 배출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에디공분산법과 챔버법으로 측정한 메탄 플럭스를 비교한 결과 에디공분산법으로 측정한
메탄 배출량이 챔버법 측정양보다 다소 낮게 평가 되었는데, 이는 챔버 내 높은 온도와 작물 생육의 변화로
메탄양이 과대평가되었고, 밤 시간대의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Christensen, T. R., Jonasson, S., Callaghan, T. V., Havstrom, M., 1995, Spatial variation in high-latitude
methane flux along a transect across Siberian and European tundra environment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00, 21035-21045.
GIR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 2018, 201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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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Copper Bi-Metallic Catalysts by Carbothermal
Method for CO2 Reduction
Hee-chan Yoon ․ Woo-bin Jung ․ Hee-Tae Jung
KAIST

Abstract
Increasing the CO2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induce high temperature and rising sea levels. So the
technology that capture and reuse of the CO2 have been recently become popular. Among other methods,
CRR(CO2 reduction reaction) is typical method of CO2 reusing. Electrocatalyst can show more higher
efficiencies in CRR than photocatalyst because it doesn't use nature source. Nowadays, finding high efficient
electrocatalyst by controlling electronic (affected by stoichiometry) and geometric (affected by atomic
arrangement) factors are very important issues.
Mono-atomic electro-catalyst has limitations on controlling binding energy because each intermediate has
own binding energy range. So the Multi-metallic electro-catalyst is important to stabilize intermediate at the
same time. Carbon monoxide(CO) which is our target product and important feedstock of useful products.
Au is known for the most high CO production metal. With copper, Not only gold/copper has advantages
which is they have FCC packing for easily forming solid solution regardless of stoichiometry but also
presence of adsorbed CO on Cu promotes the desorption of CO on Au because of strong repulsion. And
gold/copper bi-metal catalyst can show high catalytic activity(mass activity) although it has low selectivity
relatively Gold.
Actually, multi-metallic catalyst structure control method is limited in the solution method which is takes
a lot of time. In here, we introduce CTS(carbo thermal shock) method which is using heat to make MMNP
in a few seconds for making gold-copper system. This method is very simple and efficient in terms of
time(very short reaction time and using carbon substrate as a direct working electrode) and increasing
reaction sites(highly dispersed and mixing alloy structures). Last one is easy to control degree of mixing
and it can induce 5 or more metals in one alloy system.
Gold/copper by CTS can show higher catalytic activity depending on metal ratio which is altered easily
by changing simple variables.
The ultimate goals are making CO2 test system by CTS which can check the selectivity depending on
metal types in a very sho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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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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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 김은별1) ․ 김동언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농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창원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자체 발생원도 있
지만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수송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한반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
는 기단(고기압 또는 저기압 등)과 관련이 있다.

2. 자료 및 방법
창원시 미세먼지 농도의 지역적 특성과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는 배출원에 대해서도 분석
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창원시내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5개 측정망과 공업지역의 3
개 지점, 그리고 도로변과 교외 대기측정망 각 1개 지점을 포함한 10개 지점의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자료와
기상자료 그리고 CAPSS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내용 창원시 미세먼지 농도경향은 주거지역의 경우 창원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은 2010년 전후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
었으며, 연도별로는 미세먼지 농도와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지역별로는 교외지역,
공업지역, 도로변지역, 주거지역 순으로 농도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이 춘계와 동
계에 농도와 빈도가 높게 나타나, 지역 내 배출되는 오염원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원시 미
세먼지 농도의 시계열변화 및 월변화는 창원시 주변의 기상현상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어 미세먼
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나 기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 Time series of monthly mean PM10 concentration at Changwon city, Korea from 2009 to 2018.

4. 참고문헌
Han, S. W., Lee, S. H., Lee, H. W., 2015,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M Distrinution in Coastal and
Inland Cities Correlation and its Correlation, J.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4(11), 1513-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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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조석효과에 의한 연안안개 발생 및 기상특성 분석
안혜연 ․ 정주희1) ․ 김유근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안개는 공기 중에 매우 작은, 일반적으로 미세한 물방울로 가시성을 감소시킨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
우, 최대 조차가 약 10 m로 매우 크고 넓은 대륙붕이 발달하여 연안에 넓은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다. 이러
한 서해 연안은 조석효과로 인하여 해수면온도, 바람과 같은 해양요소 변화와 지표면 온도, 수증기량과 같
은 기상요소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연안안개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조석현상이 서해 중부 해역에 위치한 경기만에서의 연안안개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안개 발생일(사례일)
을 선정하여 기상요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서해 연안안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해안 인근 기상관측지점(인천 종관기상관측소)을 기준으로 최
근 10년간(2008~2017년)의 평균 안개일수를 조사하였다. 서해 연안안개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안개사례일
(2015년 2월 11일)에 대해 조석주기에 따른 기온, 해수면 온도 등의 기상 및 해양요소의 변동을 분석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전반적으로 서해 연안안개는 4~7월에 집중되었고, 조석주기를 만조, 간조, 창조류, 낙조류로 분류하여 안
개 발생 빈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창조류일 때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7월에 뚜렷하게 높은 안개발생
빈도가 나타났다. 이는 서해 연안에서 창조류가 나타남에 따라 여름철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을 가지는 심해
수가 용승되어 낮은 수온을 가지는 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높은 해기차를 유발해 연안안개를 발생시킨 것으
로 판단된다. 안개사례일 분석 결과, 사례일의 3시부터 발생한 안개가 만조가 나타난 9시부터 수증기가 지
속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강화되고 12시까지 지속되었다. 바람의 경우, 안개가 발생하기 전부터 감소되어 안
개가 형성된 시각(2월 11일 03~12 LST)에는 서풍계열의 평균 1.7 m s-1의 약한 풍속이 관측되었다. 기온노
점차와 상대습도의 경우, 안개발생시각에 평균 0.2℃와 99%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슬점
온도와 상대습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조로 인하여 지상의 기온보다 높은 온도의 해수가 연
안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안개가 소멸되는 낮시간(09~12 LST)에도 안개가 지속될 수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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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의 잎과 줄기로부터 생리활성 성분 연구
박숙자 ․ 박문기 ․ 이종록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서론
산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개국화라고도 불리며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아 오염되
지 않은 생육환경에서 자란다. 한방에서 산국은 감국과 함께 주로 두통과 제풍열, 청혈해독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민간에서는 기관지 건강을 위해 국화의 꽃과 잎을 차로 만들어 복용하였다.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 환경이 악화되는 현시점에서 국화차는 기관지에 좋은 약차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산국 꽃의 성분으로는
essential oil, flavonoid, 폴리아세틸렌 등의 유효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handelin도 분리되었다. 하지만 산국의 잎과 줄기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국의 잎
과 줄기로부터 생리활성 성분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산국 잎과 줄기를 chloroform으로 추출하여 얻은 조추출물을 silica column chromatography와 recycling
HPLC로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화합물들의 화학적 특징은 Mass, IR, NMR과 같은 spectrum data로부터 조
사하였다. 생리활성은 인체암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LPS로 유도된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NO 저해 활성,
FPTase 효소 활성 억제 작용 및 apoptosis 저해 활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산국의 잎과 줄기로부터 3개의 guaianolide type의 sesquiterpene lactone들(화합물 1, 2, 3)을 분리하였다.
화합물 1은 4-methoxy-8-O-acetyl-10-hydroxy-2,11(13)-guaiadiene-12,6-olide, 화합물 2는 8-O-(2-carbonyl-2
-butyl)-3,10-dihydroxy-4,11(13)-guaiadiene-12,6-olide, 화합물 3은 4,8-O-diacetyl-10-hydroxy-2(3),11(13)
-guaiadiene-12,6-olide로 동정되었다. 3종의 화합물은 인체암 세포주에 대하여 세포독성을 나타내었으며 특
히 화합물1이 강한 세포독성을 보였다. FPTase에 대한 억제 효과를 살펴본 결과 100 ㎍/㎖의 농도에서 화합
물 1은 54%, 화합물 2는 78%, 화합물 3은 90%의 강한 저해율을 보였다. NO 저해 활성에서는 화합물 1의
IC50 값이 10 ㎍/㎖이며, 화합물 2는 IC50 값이 15 ㎍/㎖, 화합물 3은 IC50 값이 20 ㎍/㎖로 비교적 강한 활
성을 보였다. Apoptosis 저해 활성에서도 3종의 화합물은 90%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산
국의 잎·줄기를 다양한 한약제제와 술과 차 등의 기능성 제품으로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미세먼지가 대기환경 오염원으로 문제가 되고 상황에서 기관지염을 비롯한 호흡기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꽃은 잎과 줄기에 비에 상대적으로 양
이 적고 수확이 힘들기 때문에 산국의 잎과 줄기를 사용하면 소재의 확보가 훨씬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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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Analysis of Aerosol Chemical Mechanisms in
Air Quality Modeling (WRF-Chem): Model
Inter-comparison Study of Aerosol Chemical
Mechanisms in Korea
Hyo-Jung Lee ․ Hyun-Young Jo ․ Yu-Jin Jo ․ Shin-Young Park ․ Geum-Hee Yang ․
Cheol-Hee Kim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operational air quality prediction of PM10 and PM2.5 surface concentration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4, highly accurate forecasting of surface concentrations is required. As a tentative plan to employ
the WRF-Chem-based forecast supporting system developed b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 Korea, we assessed PM prediction performance by carrying out WRF-Chem model by new forecast
system in Korea,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intensive field campaign observations. It has been noted
that the different chemical and meteorological parameterizations used in WRF-Chem may result in diverse
model biases, and also model domain, emission dataset, together with chemical and aerosol modules are all
important controlling factors. In this study we payed attention the influence of different parameterization
used in the various aerosol chemical mechanisms such as MADE/VBS and MADE/SORGAM aerosol
modules with/without aqueous chemistry on aerosol concentrations of sulfate, nitrate and ammonium of
PM2.5, and identified the optimal options for current northeast Asian domain. We found our large
discrepancies in PM2.5 concentrations including sulfate, nitrate and ammonium derived between with and
without aqueous-phase chemistry, whereas aerosol chemical options are less sensitive to PM2.5 concentrations
than the case between with/without aqueous phase. In addition to aerosol constituent concentrations,
gas?phase concentrations of NO2, SO2, HNO3 were analyzed (as their precursors) to examine the response
of aqueous-phase atmospheric chemistry. The aqueous phase chemistry was discussed here and others such
as the diversity of processes inducing underestimation of PM in model simulation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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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2D 모형에서 토양도 격자크기가 Green-Ampt
강우손실에 미치는 영향: 청미천 유역
황지형 ․ 이길하
대구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최근 위성 자료의 발달로 지표면자료를 수치 지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수치모형과 위
성자료의 연동으로 인하여 격자크기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크기의 변화에 따른 매개
변수 대푯값을 산정하고 분포형 모형인 FLO-2D를 활용하여 국내 수자원 분석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집
중형 모형의 침투 손실 정확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미천 유역을 시험유역으로 선정하고 한강홍수통제소에 공개된 2012년 8월 28일 ~ 9월
1일 (5일간)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강우유출모의를 진행하였다. 강우손실 추정방법으로는 Green-Ampt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매개변수는 모자이크법, 산술평균법, 대표토양도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변수 대푯값 산정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성능과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실제 관측 자료와 모의결과에 대한 NSC, RMSE, 결정계수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자이크법이
다른 두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Estimated vs. observed as a function of time; (a) Janghowon (b) Wonbu.

4. 참고문헌
Hopmans, J. W., Simunek, J., 1999, Review of inverse estimation of soil hydraulic properties, in: M. Th.
van Genuchten., F. J. Leij., L. Wu. (eds.), Characterization and measurement of the hydrau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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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육상오염원에 의한 인근 해역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고찬옥 ․ 김언주 ․ 김도희 ․ 감상규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경연구원,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제주도는 각종 어패류 및 해조류의 산란장 및 생육장으로서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각 종 인
위적 활동에 의해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제주연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하수처리장 및 육상양식장 주변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물(해조
류, 패류)를 채취하여 중금속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료채취는 제주연안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해역 4개소
및 육상양식장수 배출해역 4개소를 시료채취장소로 하였고, 오염물질의 영향이 적은 하수처리장 방류구에서
500 m 떨어진 해역 4개소를 대조구로 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수산물은 패류 26건(소라, 보말), 식
용 해조류 13건(모자반, 청각, 톳), 가공용 해조류 23건(감태, 우뭇가사리)이었으며, 각종 수산물에 대해 7종
의 중금속(Pb, Cd, As, Cu, Zn, Cr, Ni)는 ICP-MS로 Hg은 수은분석기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해조류 중 중금속 농도
갈조류(모자반, 톳, 감태)의 중금속의 평균 농도는 As > Zn > Ni > Cu > Cd > Cr > Pb > Hg 순이었으
며, 녹조류(청각)는 As > Zn > Ni > Cu > Cd > Cr > Pb > Hg 순이었고, 홍조류(우뭇가사리)는 Zn > Cu
> As > Ni > Cr > Cd > Pb > Hg 순으로 나타났다. 채취된 식용 해조류(모자반, 청각, 톳)를 대상으로 중
금속 농도를 미역의 Pb 잔류허용기준(0.5 mg/kg 이하)) 및 김의 Cd 잔류허용기준(0.3 mg/kg 이하)에 적용한
결과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역의 Cd 잔류허용기준(0.1 mg/kg 이하)에 적용하였을 때는 청
각만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고, 모자반과 톳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패류 중 중금속 농도
패류 소라의 중금속별 평균함량은 Hg 0.07±0.02 mg/kg, Pb 0.09±0.02 mg/kg, Cd 0.12±0.07 mg/kg, As
15.91±6.19 mg/kg, Cu 16.97±6.20 mg/kg, Zn 52.67±17.46 mg/kg, Cr 0.48±0.36 mg/kg, Ni 0.31±0.18 mg/kg
으로 오염도는 Zn > Cu > As > Cr > Ni > Cd > Pb > Hg 순이며, 보말고동의 중금속별 평균함량은 Hg
0.22±0.32 mg/kg, Pb 0.09±0.05 mg/kg, Cd 0.45±0.35 mg/kg, As 18.62±7.24 mg/kg, Cu 19.44±7.50
mg/kg, Zn 64.46±13.84 mg/kg, Cr 0.44±0.20 mg/kg, Ni 0.29±0.14 mg/kg으로 오염도는 Zn > Cu > As >
Cd > Cr > Ni > Hg > Pb 순으로 나타났다. 패류 중의 중금속 농도를 수산물 안전기준(Pb, Cd 2.0 mg/kg
이하, Hg 0.5 mg/kg 이하)과 비교한 결과 기준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식용 해조류(모자반, 청각, 톳)를 대상으로 미역의 Pb 잔류허용기준 및 김의 Cd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 결
과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역의 Cd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는 청각만 기준 이내이며 모자
반과 톳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류 중의 중금속 농도는 안전한 기준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참고문헌
Hwang, Y. O., Kim, M. S., Park, S. G., Kim, S. J., 2007, Contents of lead, mercury, and cadmium in
seaweeds collected in coastal area of Korea, Anal. Sci. Technol., 20, 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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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미천 유역 유출 산정에서 FLO-2D 모형 SCS-CN 대푯값이
강우손실에 미치는 영향
이형근 ․ 이길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 서론
원격탐사의 발달로 수문 수치 모형에 수치 지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수치 지도와 수문 모형의
격자 해상도의 불일치는 수문 모형에서 이슈가 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분포형 FLO-2D 모형을 바탕으로
집중형 HEC-HMS 모형에서 토양함수 매개변수가 유출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2. 자료 및 방법
청미천 유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유역 내의 강우관측소의 시 강우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강우
손실의 계산에는 SCS-CN 방법을 이용하였다. SCS-CN의 매개변수 CN은 모자이크법, 산술평균법, 대표토양
도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모의 결과는 청미천 하류에 위치한 청미 수위관측소에서 측정한 유량과 비교
하여 결정계수, NSE, RMSE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LO-2D 모의결과 모자이크법의 첨두유량은 686.89 CMS으로 관측값인 684.77 CMS와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모자이크법의 결정계수, NSC, RMSE는 각각 0.954, 0.908, 48.80 CMS이다.
HEC-HMS 모의결과 산술평균법은 첨두유량이 707.40 CMS로 관측값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지만 대표토
양도법은 첨두유량이 276.60 CMS으로 관측값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산술평균법의 결정계수,
NSC, RMSE는 각각 0.753, 0.693, 95.317 CMS이며 대표토양도법의 결정계수, NSC, RMSE는 각각 0.836,
0.314, 144.180 CMS이다.

Fig. 1. estimated vs. observed as a function of time at chungmi; (a) wonbu, (b) janghowon.

4. 참고문헌
Kabat, P., Hutjes, R. W. A., Feddes, R. A., 1997, The scaling characteristics of soil parameters: from plot
scale heterogeneity to subgrid parameterization, J. Hydrol., 190, 36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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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우수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 처리효율 분석
최광복 ․ 조선국 ․ 정상우 ․ 윤영내 ․ 박기범1) ․ 안승섭1)
(주)에싸,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강우시 도심지역의 대표적인 비점오염원 중 우수관거로 유입되는 초기우수 유출수를 하수처리
장으로 이송, 처리하여 초기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저농도 우수 유입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유
량 부하 및 빈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강우 이후의 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방류할 수 있도록 우수
관거에서 차집관거로 이송되는 지점에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를 설치하여 처리효율을 분석하였다.

2. 분석
경주시 북천둔치지역의 우수관거 유출수를 분석한 결과,
첫째, 비강우시 1회~4회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수관거에서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최대유량은
각각 3,104 m3/d, 3,311 m3/d, 3,482 m3/d, 3,502 m3/d이 발생하였고, 이때 자동분리기가 작동하지 않아 비점
오염원 전량이 자동분리기 저장탱크로 유입되어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천의 오염부하저감량은 각각 250.18 BOD kg/day, 265.21 BOD kg/day, 269.16 BOD kg/day,
269.30 BOD kg/day으로 경주 북천의 수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강우시 1회~4회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대유량은 각각 4,012 m3/d, 4,946 m3/d, 5,452
m /d, 5,767 m3/d이 발생하였고, 강우시작부터 약 10~20분이 경과한 후 초기세척(first-flush)의 영향으로 인
하여 오염물질 농도가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3

셋째, 강우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기비점오염원에 대해 자동분리기를 설치하여 분석한 결과, 자동분리기
의 유로변경장치는 강우시작부터 약 25분~40분이 경과한 후부터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때 우
수에 의한 초기비점오염원은 자동분리기의 저장탱크로 유입되어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되었고 유로변경장치에 의해 유로가 변경된 시점에 유입되는 낮은 농도의 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방류시킴
으로써 하수처리장의 빈부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는 저장탱크 수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하부에 장착된 부력장치가 작동하여 유로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별도 동력이 필요 없이 운영되었다.
초기비점오염원은 자동분리기의 저장탱크로 유입시켜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일정 시간 이후 낮은 농도의 우수는 유로변경장치를 통해 하천으로 바로 방류시켜 초기우수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강우강도 및 유역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강우특성과 유역특성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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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재생을 위한 압축공기 충격 기술의 적용
전항탁 ․ 함세영 ․ 정재열1) ․ 한석종2) ․ 윤설민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지오에스지

1. 서론
우물재생은 노후화된 지하수공이나 지하수공의 막힘현상으로 인하여 지하수공의 산출능력이 감소한 것을 물리
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재생시키고 지하수공의 수명을 연장키는 것을 말한다(Houben and Treskatis,
2007). 지하수공의 막힘은 물리적으로 미세물질의 침전이나 화학적인 반응과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특
히 화학적인 작용에 의한 공 막힘은 철산화물과 망간산화물에 의해서 발생한다 (Smith, 1995). 현재 국내에서는 지
하수공의 막힘물질 제거를 위하여 주로 브러시, 공기 서징(air surging), 서지 블록(surge block), 가스 충격 기술 등
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막힘물질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압축공기 충격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
공의 막힘 물질을 제거하고 지하수공의 산츨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기술을 창원시 대
산면에 위치하는 강변여과수 정수장에 적용하였다. 개발된 기술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축공기 충격 기
술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 후의 양수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우물손실계수 변화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충격 기술은 압축 가스 또는 유체의 고압 충격을 사용하여 케이싱, 스크린 및 필터 팩에서 붙어 있는 막힘물질
을 제거할 수 있다. 충격 효과는 (1) 케이싱, 스크린, 필터 팩 및 퇴적층의 탄성, (2) 공명 진동, (3) 침적물의 요변
성에 의해서 막힘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Houben and Treskatis, 2007). 1950 년대 유럽에서는 지진파 탐사정 또는
석유 생산정의 청소를 위해서 충격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외 다른 국가에
서 막힘 물질을 제거하고 관정의 산출량을 향상시키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압 충격 기술은 물의 압축성에 의
해서 생성된 펄스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막힘 관정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압축공기 충격 기술을 개발하였다. 압축공
기 충격 발생기는 300 cc 부피의 용기에서 100 bar의 압축 공기를 순간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충격파를 발생시킨
다. 압축공기 충격 기술은 우물로부터 횡방향으로 3~7 m까지 도달하는 충격파에 의해 공벽 주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막힘물질을 제거한다. 따라서 압축공기의 순간적인 진동 충격은 주변 대수층으로부터 우물로의 지
하수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창원시 대산면에 위치하는 33개 강변여과수 개발공에 압축공기 충격 기술을 적용하여 막힘물질을 제거하였다.
막힘물질을 제거 효과는 압축공기 충격 기술 적용 전후의 수리적 매개변수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우물
손실계수 변화량을 비교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압축공기 충격 기술 적용한 후에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은
증가하였다. 우물손실계수 변화량과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압축공기 충격 기
술 적용 전의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과 우물손실계수 변화량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보이는 반면에, 압
축공기 충격 기술 적용 후에는 저류계수와 우물손실계수 변화량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고, 투수량계수, 비양
수량과 우물손실계수 변화량 간에는 충격 기술 적용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압축공
기 충격 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리적 매개변수 값들이 커졌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Houben, G., Treskatis, C., 2007, Water well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McGraw-Hill Companies Inc., 606.
Smith, S. A., 1995, Monitoring and Remediation Wells-Problem Prevention,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BocaRaton, FL, Lewis,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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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연곡천 하류에서 소상하는 연어(Oncorhynchus keta,
Chum Salmon)의 이동특성
김범식 ․ 정용우 ․ 박주면1) ․ 정해근 ․ 김윤하 ․ 이충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

연어(Oncorhynchus keta, Chum Salmon)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
오는 모천회귀성 어종이다. 연어는 주로 북태평양 연안국에 위치한 하천으로 회귀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에 위치한 하천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도 연어가 회귀하는 북태평양 연안국들 중 하나로 연어가 회
귀하는 여러 국가들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해있다.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주로 회귀하는 시기는 9월에서 12월
사이이며, 주요 회귀하천은 강원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어는 소상할 때 먹이를 거의 섭취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바다에서 축적한 한정된 에너지를 이용해 소상 및 산란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어는 강을 오를 때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이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연어는 주로 어두운 시간에 상류로 활발하게 이동하며, 암컷이 수컷에 비해 천천히 상류로 이동하고, 주로
강기슭과 나란하게 깊은 수심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상하는 연어의 이동특성
은 하천의 환경조건(유속, 지형, 수온, 경쟁관계 등)과 이동거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동
해안에 위치한 하천은 태백산맥으로 인해 강 상류에서 바다까지의 길이가 짧고, 상류지역의 경사가 가파르
며, 단기간 유속과 유량의 변동이 많고, 강수 시 유속이 빠르며, 이에 따라 강하구의 지형변화가 많은 특징
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 동해안 하천에서 연어가 보이는 이동특성에 대해 알아보
고자 강릉시 연곡천에서 Tag (NTF-6-1 radio telemetry, Lotek; LAT1410 T-D logger, Lotek)와 CTD (RBR
Concerto, Ruskin)를 부착하여 연어 이동을 추적 조사 하였다.강릉시 연곡천은 강 길이가 약 27 km로 짧고,
단기간 내의 유량 변화와 지형 변화가 많은 특징이 있어 연어 추적조사에 유리하며, 하천에서 연어가 다양
한 이동특성을 보일 수 있다. 연곡천에서 연어 추적조사가 이루어진 구간은 연곡천 입구부터 1.5 km 떨어
진 지점까지이며, 이 지점은 수산자원관리공단(FIRA)에서 연어 포획을 위해 그물을 설치한 곳이다. 조사 구
역 설정은 연어의 이동특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와 연곡천의 환경조건,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
었다. 연어 추적조사는 radio telemetry와 T-D logger tag를 연어 등지느러미 아래에 부착하여 연곡천 입구에
방류한 후 도보를 통해 1시간 간격으로 안테나 수신기(3-eliment Yagi, Biotrack; Sika receiver, Biotrack)를
지면과 평행하게 하여 진행되었다. 연어 이동 추적조사는 연곡천 하류에서 연어의 이동경로와 암컷과 수컷
간 이동패턴의 차이, 연어의 군집이동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총 21마리의 연어(Electric tag 10마리,
Plactic tag 11마리)를 단일개체, 암·수 한 쌍, 암컷과 수컷의 성비가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암컷과 수컷 간에는 수컷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암컷이 수컷보다 소상 시기가 늦춰지는 비율
이 더 많았으며, 공통적으로 깊은 수심을 따라 이동을 하였고, 군집이동을 하지만 동시동소에 방류한 개체
가 반드시 같은 군집을 이루어 이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동 추적조사에서 오전 중에 방류된 연어는 연곡천
하류의 음영이 진 곳에 장시간 머물다 일몰과 함께 연곡천 하류에 전체적으로 음영이 지기 시작하는 시기
(약 17:30~18:30)에 소상 활동이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방류시점을 일몰시간에 근접하게
늦춰 추적실험을 진행해보았다. 그 결과, 방류시점과는 무관하게 일몰이 진행됨과 동시에 연어의 소상 활동
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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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지대지역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특성
김지명 ․ 박원배1) ․ 강봉래1) ․ 김민철1) ․ 조은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연구원

1. 서론
일반적으로 제주도 저지대 지역에서 지하수위는 강수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양수에 의한
영향만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ong(2013)이 고지대 지하수위 관측 목적으로 2007년 개
발된 JH어승생 관측정을 활용한 연구 결과 어승생 지역 지하수위 변동 유형을 특별한 영향요인이 없는 경
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2013년, 2017년 가뭄 시 중산간(해발고도 200 m ~ 600 m)지역 용수 공급을 위해
2013년 7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29일까지 JH어승생 관측공 내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필요시 용수
공급을 수행함에 따라 고지대 지역 지하수 취수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
었다. 또한 2017년(과우년)에는 관측정으로부터 하류 173m, 232m 거리에 양수능력 500㎥/일의 대체취수원
2개 공이 개발되어 2017년 6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취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변 관정의 취수에 따른
영향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고지대 지역에서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고지대 지역에서의 지하수 이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JH어승생 관측정의 관측 개시일(2008.05.29)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일평균
지하수위와, 어승생 수원지의 2017~2018년 일취수량, 그리고 JH어승생 관측정으로부터 약 2㎞ 떨어진 지점
에 위치한 기상청 소관 어리목 관측소의 일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JH어승생 관측정은 표고 620 m에 위
치하고 있고 굴착 깊이는 550 m, 케이싱 구경은 250 mm, 개발 시 자연수위는 290.88 m 안정수위는 231.28
m이다.

3. 결과 및 고찰
JH어승생 관측정에서 양수가 이루어지기 이전 기간 동안의 지하수위 분석결과 평균수위는 273.8 m, 변
동폭은 19.1 m였으며, 과우년(2008년, 총강수량 2090.5 mm)에는 평균수위 265.9 m 변동폭 9.55 m로 수위
가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며, 다우년(2012년, 4370.5 mm)에는 평균수위 275.5 m, 변동폭 1.07 m로 강수에
의한 지하수위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양수에 따른 영향의 경우 관측공에서만 일평균
492.9 ㎥을 양수했을 때(2017.01.01. ~ 2017.06.01) 지하수위는 9.51 m 하강하였고, 장기적인 추세분석 결과
상승 경향은 0.093 m, 하강경향은 –0.134 m로 하강추세를 나타내었다. 관측공과 하류지역 2개공에서 모두
양수했던 2017.06.20. ~ 2017.10.22.일 98일간 지하수위는 13.55 m 하강하였다. 관측정만 일시적으로 양수를
멈추었다 다시 3개공에서 양수했던 2017.12.30. ~ 2018.01.21.일 22일 동안 지하수위는 10.7 m 하강하여 급
격한 하강 폭을 보였다. 하류지역 취수정 2개소에서만 양수했을 경우(2017.10.23. ~ 2017.12.28) 관측정의 수
위는 3.29 m 상승하는 등 양수에 의한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모든 관정에서 양수가 이루어지
지 않은 2018.08.22. ~ 2018.12.31.일 동안에도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지대 지역에서 양수에 따른 수위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측정에서 양수했을 때는 수위가
하강하지만 약 200 m 거리에 있는 취수정에서만 양수한 경우에는 관측정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함양량이 높은 제주도 고지대의 특성일수도 있지만, 대수층간의 연계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
Song, S. H., Choi, K. J., Kim, J. S., 2013, Evalu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using time-series data of
groundwater level in Jeju Island, J. of Environ. Sci. Int., 22(5) 60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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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강수지수 분석결과에 따른 가뭄발생 특성 분석
안승섭 ․ 박기범 ․ 임동희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의 30년이상 강수량 자료를 보유한 주요 기상관측 지점 10개소에 대하여 가뭄의
발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I (표준강수지수:Standard Precipitation Index)를 이용하여 가뭄발생 특성을 분
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표준강수지수는 Mckee et al.(1993)이 가뭄은 상대적으로 물의 수요에 비해 물의 부족을 유발하는 강수량
의 감소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한 가뭄지수로서, SPI는 물부족 현상을 유발하는 강수량의
감소로 인하여 용수공급원인 지하수량, 적설량, 저수지 저류량, 토양 함유수분, 하천 유출량 등이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개발한 지수이다. SPI는 특정한 시간에 대한 강수량의 계산 시간단위를 3, 6, 9,
12개월 등과 같이 설정하고, 시간단위별로 강수 부족량을 산정하여 개개의 용수공급원이 가뭄에 미치는 영
향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가뭄의 발생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결과에서 가뭄발생단계인 –1.0 이하의 발생개월 수를 산정하여 각
지점별로 최대연속가뭄 발생개월수와 복원도, 취약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결과 취약도의 경우 단기적 가뭄이 큰 지역은 안동, 봉화, 문경, 구미지점으로 나타났으며, 중기적 가
뭄이 큰 지역은 대구, 울진이며, 장기적 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포항, 영덕, 영주지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
로 심각한 가뭄의 발생 빈도에서 중장기 기간의 가뭄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안동, 봉화, 대구, 의
성, 울진, 영주지점이며, 단기적 가뭄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은 구미지점, 포항은 단기, 장기기간의 가뭄이
심각하며, 영덕의 경우 전기간에 대해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가뭄의
발생이 되었더라도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취약도와 복원도 그리고 가뭄지표상에 심각단계 이상의 발생이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 가뭄의 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뭄의 적정 평
가를 통해 가뭄의 지속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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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에 대한 식생수문지형학적 관점의 장기모니터링
이찬주 ․ 김동구 ․ 최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식생수문지형학은 하천에서 수문 변화에 반응하여 하천 경관을 구성하는 식생과 지형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면서 발달, 변화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충적 사질하상하천은 이러한 수문-식생-지형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
하게 나타난다(Gurnell and Petts, 2002). 경북 내성천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난 수년 간 매우 현저한 식
생 변화와 지형 변화를 겪어 왔다. 내성천은 2013년까지만 해도 이른바 ‘화이트리버’라고 하는 경관상 고유
성을 유지해 왔지만, 2010년부터 영주댐이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전후로 발생한 가뭄에 동반하여 식
생이 광범위하게 활착하여 현저한 하천 변화가 일어났다(Woo,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장기 모니터링으로서 영주댐 하류 내성천을 대상으로 식생수문지형학적 관점으로 조사를 실
시해 왔다. 이 논문은 2012~2018년 기간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결과와 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장기 모니터링에 사용한 조사 방법으로는 수문, 기상, 수질, 각종 보도자료 등, 수위계 운영
과 유량, 유사량 조사, 과거 및 최근의 항공사진, 위성사진 수집 및 드론 영상 촬영, 지상 사진 촬영, 3차원
DEM을 얻기 위한 LiDAR 항공측량, 하상재료 조사, 식생조사, 하천 측량 등을 포함하는 현장 조사 등이다.

3. 결과 및 고찰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주요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2015년은 1982년 다음으로 심한 가뭄이 발
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첨두유량은 50년래 최저를 기록하였다. 내성천 하도의 식생 활착은 1987년부
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 이전에는 하류 구간에서, 그 이후로는 전체 구간에서 식생 활착이 발생하였다. 그
중 일부 지점은 홍수로 인해 재나지화 되었으나 여러 구간은 목본이 활착하였고, 퇴적으로 인해 하도의 형
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내성천은 모래 하상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약간의 조립화 경
향이 나타났으며, 조사 단면에서 최심하상의 저하가 관찰되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성천에 나
타난 변화는 주로 가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영주댐이 하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
하였다.

4. 참고문헌
Gurnell, A. M., Petts, G. E., 2002, Island-dominated landscapes of large floodplain rivers, a European
perspective. Freshwater Biology 47, 581-600.
Woo, H. S., 2008, White river? Green river?, Water and Future 41(12), 38-47.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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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산화물(TRO, Total Residual Oxidant) 중화의 최적
조건 도출
박영식 ․ 김동석1)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최근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오존) 또는 전기분해
를 이용한 선박평형수의 살균 및 정화처리 기술을 들 수 있다.
오존이나 전기분해 공정 등을 이용한 종래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살균처리과정에서 총잔류산화물(TRO,
Total Residual Oxidants)과 같은 독성물질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독성물질은 보통 1일 ~ 5일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항을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단거리 운항 또
는 독성물질이 분해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해야하는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선박평형수를 배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살균처리된 선박평형수에 독성물질이 남아있는 경우 모두 자연분해될
때까지 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항이 지연되거나, 선박평형수를 생성한 지역의 해수 상태에 따라 장시간방치
해도 규정수치 이하로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Kim et al., 2012).
TRO는 이러한 산화제 종류를 총칭하는 것이며, 계측의 편리성과 장비의 안정성으로 인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주로 TRO 값으로 통제하고 있다. GESAMP-BWWG 에서의 처리 시 승인 기준도 처리 시의 TRO 값과 배출 시의
TRO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처리장치는 TRO 값으로 처리장치의 처리 및 배출 농도
를 관리하고, TRO 값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력량을 제어함으로써, 처리 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티오설페이트(S2O32-)는 끓는 물에서 원소 황을 가진 아황산염 이온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황의 산화 음이온이
다. Thiosulfate는 온천과 간헐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정 생화학적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즉각적으로 물을
탈 염소 처리하며 제지 업계에서 표백을 중단시키는 용도로 유명하며, 최근 선박평형수의 TRO 중화에 사용된다
(Park, et al., 2010).
본 연구는 TRO 중화제로로 사용되는 티오설페이트의 중화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티오설페이트 농도와 Ca, Mg
이온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1 L비커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따라 소금물과 수돗물을 1 L 투입하고 TRO 생성물질인
NaOCl을 투입하였다. 이온성 물질 실험에서는 이온성 물질인 Ca2+, Mg2+를 투입하였고 유기물 실험에서는 glucose
를 100 mg/L, 500 mg/L를 투입하여 실험하였다. 중화제로서 sodium thiosulfate (Na2S2O3)를 실험목적에 맞게 1 ~
15 mL 투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염도의 영향
32 PSU의 염도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sodium thiosulfate 농도는 NaOCl 투입시 생성된 TRO 10 mg/L에
대해 4 mg/L로 나타나 1 : 0.4의 비율이 최적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Ma와 Ca의 영향
32 PSU에서 Ma와 Ca 모두 첨가되지 않은 경우, 해수와 같은 농도, 해수 농도의 2배에 해당하는 농도의 경우에
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잔류 TRO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Kim, E. C., Oh, H. W., Lee, S. G., 2012, Consideration of active substance concentration in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Kor. Soc. for Mar. Environ. and Energy, 15(3), 219-226.
Park, S. J., Bin, J. I., Lee, E. S., Kim, I. S., 2010, Degradation and neutralization of Total Residual Oxidant
(TR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34(3), 3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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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낙동강에서 장기 관측한 생활환경기준 수질성분을 이용한
수질등급 및 수질지수 산정
김병우 ․ 강동환1) ․ 소윤환1) ․ 윤연수2)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융합연구원,

1)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2)상지지오텍

본 연구에서는 서낙동강에 위치한 4개 관측소에서 10년(2008~2017년) 동안 관측된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을 이용하여 수질등급을 분류하고 수질지수를 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의 월
변동을 분석한 결과, 서낙동강에서는 상류부보다 하류부에서 수질이 나쁘게 나타나고 조만강 하류에 위치한
WNR3에서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였다. 수질등급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BOD와 COD의 등급이 가장 낮
았으므로 서낙동강에서 수질 오염은 유기물에 의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지수는 4개 관측소
모두에서 7월과 8월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서낙동강에서 여름철의 수질이 가장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생활환경기준 수질 성분과 수질지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4개 관측소에서 TOC와 수질지수의 상
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낙동강에서 수질지수는 유기물과 영양염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s : 서낙동강, 생활환경기준, 수질등급, 수질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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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al Effects of Water Movement on
the Abalone Marine Aquaculture Area
최양호 ․ 이미진 ․ 박성진 ․ 이미희 ․ 이창규 ․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1. 서론
The marine aquaculture cage systems use more intensive energy in the limited area than natural
ecosystems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In particular, it is known to change the marine environment around
farms (aquaculture areas) due to the large and dense facilities and intensive food supply (and excre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of seawater movement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facilities and discuss the effects on the aquaculture environment in terms of geochemical process.

2. 재료 및 방법
To analyze the variability of the water movement, geochemical proces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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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results from hydrodynamic data, the seawater movement in the study area
was characterized by tide and tidal current with a semi-diurnal cycle. However, the distortion of tidal
current velocity along water depth was observed in the vicinity of abalone aquaculture cage. The minimum
and maximum velocity of tidal current were measured at the surface and middle layer respectively. The
change of the vertical structure of current velocity seems to be related to the increased abalone aquaculture
facilities (cages). Eventually, the increased current velocity at the middle layer would influence the vertical
velocity shear increase at the bottom layer. The periodical variation and high concentration of the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at the bottom layer and the inside of the abalone aquaculture facilities can be explained
by the increased shear velocity at the bottom layer. The decreased current velocity at the surface layer by
the dense and massive abalone aquaculture facilities can also be related to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e study area due to the restriction of water-mass exchange. The results of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dissolved oxygen, chemical oxygen demand, nutrients,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etc.)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anges of environmental condi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current velocity.
From the preliminary results, the ext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n the abalone aquaculture area seems
to be highly correlated to the change of seawater movement as well as geochemical processes such as the
amount of organic matter and the concentration of nutrients. Further research for the interaction of the
hydrodynamic and geochemical processes including the variation of the sea surface temperature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effects on the abalone aquacultur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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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고령 중권역 지천의 본류 기여율 분석
신상민 ․ 김성민 ․ 최수연 ․ 장순자 ․ 피명언 ․ 김선애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낙동강수계에 대한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천에 대한 오염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고령 중권역 지천의 수질 농도 및 오염부하량에 따른 본류에 대한 기
여율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낙동강에 영향이 큰 지천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낙동고령 중권역내 위치하는 진천천, 천내천, 기세곡천, 본리천, 용하천, 현풍천, 용호천, 덕곡천, 미곡천
등 총 9개 지천을 대상으로 2013년 ~ 2018년까지 수질항목 분석 및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대상 지천은 국
가수질측정망인 낙본G(대암-1)의 수질/유량 자료(2013년 ~ 2018년)를 활용하여 낙동강 본류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질분석항목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BOD5, CODMn, TOC,
T-P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량은 하천유량측정지침에 준하여 도섭법 및 교량법으로 측정하고, CalPad 2.0
을 이용하여 최종 유량값을 산정하였다. 현장조사 및 측정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오염부하량 및 기여율을 산
정하였으며, 낙동고령 중권역내 지천이 본류에 미치는 수질 영향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낙동고령 중권역 지천의 수질/유량 자료 및 국가수질측정망인 낙본G의 자료를 활용하여 Table 1에 각 지
천의 오염부하량 및 낙동강 본류인 낙본G에 미치는 기여율을 나타내었다.
조사지점들의 오염부하량을 보면 진천천 지점의 오염부하량이 모든 수질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여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용하천 지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세곡천의 경우 수
질항목별 오염도는 높으나 유량이 적은 관계로 본류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후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킬수 있는 오염부하량 기여율이 큰 지천을 대상으로 관리대책
이 마련되어야 되며, 유량은 적지만 수질농도가 높은 지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1. Point discharge(kg/day) and contribution rate in the tributaries
NO

Basins

Discharge

1
Jincheoncheon
3.974
2 Cheonnaecheon 0.184
3
Gisegokcheon
0.132
4
Bonlicheon
0.088
5
Yonghacheon
0.212
6 Hyeonpungcheon 0.256
7
Yonghocheon
0.168
8 Deokkokcheon
0.225
9
Migokcheon
0.076
10
Nakbon G
160.125

Water Quality(mg/L)
BOD5 CODMn TOC
1.2
2.4
4.6
2.8
5.8
1.4
3.7
1.2
1.0
2.5

8.1
5.3
8.5
6.4
12.2
4.6
8.8
4.9
4.9
7.2

5.6
3.3
6.0
4.0
9.6
2.5
6.0
2.9
2.9
4.9

Delivery(kg/day)
T-P

BOD5

CODMn

TOC

0.106 396.3
2,766.6 1,916.9
0.131
37.7
84.3
52.5
0.468
53.0
97.7
68.6
0.197
21.6
48.5
30.4
0.310 105.7
222.6
175.4
0.073
30.1
102.0
55.2
0.131
53.3
127.9
87.3
0.074
23.3
94.4
56.3
0.099
6.4
32.2
19.0
0.055 34,546.0 99,833.6 67,790.7

Contribution Rate
T-P
36.2
2.1
5.3
1.5
5.7
1.6
1.9
1.4
0.6
763.8

BOD5 CODMn TOC
1.15%
0.11%
0.15%
0.06%
0.31%
0.09%
0.15%
0.07%
0.02%
100.0%

2.77%
0.08%
0.10%
0.05%
0.22%
0.10%
0.13%
0.09%
0.03%
100.0%

4. 참고문헌
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 2004, 하천유량측정지침(SWRRC Technical Report TR 2004-1).
낙동강물환경연구소, 2013~2018, 낙동강수계 지류·지천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 보고서.
낙동강물환경연구소, 2013~2018,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낙동강수계 유량/수질조사 결과보고서.
환경부, 2015,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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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0.08%
0.10%
0.04%
0.26%
0.08%
0.13%
0.08%
0.03%
100.0%

T-P
4.75%
0.27%
0.70%
0.20%
0.74%
0.21%
0.25%
0.19%
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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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본A 단위유역 유량자료의 시간적 연속변화가 LDC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경훈 ․ 조창대 ․ 윤현정 ․ 임태효 ․ 김성민 ․ 이철구 ․ 권헌각 ․ 서미진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부 8일유량자료와 동일지점 환경부 자동수위국에서 개발된 일유량자료(누적년별
FDC 산정)를 이용해 각각의 LDC를 작성하고, 이러한 유량자료의 시간적 연속성 변화가 LDC를 이용한 오
염부하특성 분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 분석하였다.

Fig. 1. Study area and location of gauging stations used in the analysis.

2. 자료 및 방법
연구에 사용된 수질/유량자료는 2011년
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 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8일유량자료만을 이용한 FDC 작
성과 일평균유량자료를 이용한 FDC를 작
성한 후 두 FDC에 목표수질(BOD=1.5,
T-P=0.057 mg/L)을 곱하여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된 수질 모니터링 자료 분
포를 비교 ․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8일유량과 일유량 확장유량에 대한
유량지속곡선 비교분석
3.2. LDC를 이용한 수질 모니터링 자료 분포 비교
3.3. 유량조건별 초과된 부하자료 비교

Fig. 2. Mean daily flow of Nakbon-A Unit Basin.

4. 참고문헌
Kwon, P. J., Han, J. H., Ryu, J. C., Kim, H. T., Lim, K. J., Kim, J. G., 2017, Influence analysis of
temporal continuity change of flow data on load duration cur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33(4), 3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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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Scenedesmus actus (NIER 10007)의 고밀도
생장연구
조대철 ․ 권성현1)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환경공학과,

1)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해양산업연구소)

1. 서론
녹조류 Scenedesmus 종은 혼합영양종 녹조류(mixotrophic algae)로서 유망한 biofuel 원료이다.종 특성에
따른 배양장치 고도화의 일환으로 gas-lift 반응기를 통하여 고밀도 배양을 달성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표준 BG 11을 근간으로 N, P, trace metal, 염도의 변화로 다양한 배지에서의 S. actus 생장을 연구하였
다. 플라스크 및 2-L jar fermentor에서 기초생장을 고찰하고 gas-lift reactor에서 고밀도 생장을 구현하였다.
수확된 조류세포를 초음파분쇄기(Sonics VCX 500)로 분쇄하고 분액여두를 이용하여 chloroform:methanol
(2:1, v/v) 혼합용매로 추출하여 지질함량을 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Influence of nutrient balance (N/P) over S. actus growth in a batch culture.

4. 참고문헌
Crofcheck, C. E. X., Shea, A., Montross, M., Crocker, M., Andrews, R., 2012, Influence of media
composition on the growth rate of Chlorella vulgaris and Scenedesmus acutus utilized for CO2
mitigation J Biochem Tech., 4(2), 58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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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BR 고도수처리장치를 이용한 분뇨 내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효율 연구
최영익 ․ 지현조 ․ 신대열 ․ 사나만수르 ․ 김효원 ․ 정병길1) ․ 최경식2) ․ 성낙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2)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서론
대형 크루즈를 이용한 해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박하수 및 분뇨폐수를 처리를 위한 사
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선박 환경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폐수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국제 조약을 발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MEPC 227(64)의 기준에 충족하는 효율을 나타내고, 선박 환경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탑재 가능
한 적응력을 가지며,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해 Bench-scale 선
박용 STP (Shipboard Treatment Plant)를 제작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장치는 SM-SBR 공정이 수월하게 작동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설계 되었으며, 장치규격은 L 621 mm × W
320 mm × H 500 mm 이다. 본 연구 실험 장치는 SBR (Sequencing Batch Reactor)공법과 MBR (Membrane Bio
Reactor) 공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정량펌프를 이용하여 유입된 분뇨는 제일 먼저 혐기성조에 체류하며, 중
앙에 격벽을 두어 혐기조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 인발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생물반응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혐기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크린을 설치하여 협잡물을 거르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스크린을
거쳐 생물반응조에 유입된 오수는 생물반응조에서 SM-SBR 공정을 통해 처리된다. 생물반응조는 다공성판을 통해
SBR조와 막분리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SBR조와 막분리조의 사이의 교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공성판을 이용하
였다. 본 연구 실험 장치의 전경과 막분리조 내 폭기 모습을 Figs. 1, 2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1. A front view of the shipboard STP for this experiment.

Fig. 2. Bioreactor tank during aeration period.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 실험 장치의 분뇨폐수 처리효율을 분석하여 최적의 처리효율을 도출하였다.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의 제
거효율은 최종 방류된 유출수를 통해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tandard method에 따른
수질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폭기-무산소(교반) 조건의 반복을 통해 가장 적절한 운전조건으로 진행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반응조 내부에서 유기물질 및 인의 제거와 질산화 및 탈질 공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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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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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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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alophyte (Scirpus
planiculmis) Habitats in the Nakdong Estuary, Korea
김윤지 ․ 강정원 ․ 우한준 ․ 박선영 ․ 박찬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단

The Nakdong Estuary has experienced hydraulic and topographic changes over the last century. These
alteration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have had negative effects on habitat loss and fragmentation. The
population of Scirpus planiculmis, which is a major food plant for wintering birds in Nakdong Estuary, has
decreased over the last decade.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S. planiculmis population, 2 short core
samples (about 30cm) were collected at Vegetation Area (VA) and Non-Vegetation Area (NVA) in June,
2018. In sediment cores, temperature, salinity and pH were measured at 2 cm intervals in situ. Grain size,
stable carbon isotope ratios (δ13C) and elements (major and minor) contents were analyzed in laboratory.
Both sediment cores contained more than 80% sand but the percentage of silt and clay in NVA core was
higher than VA core. The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dicates that sediment grain size
influences the elemental composition of sediment. Salinity between VA (17.7±0.81 psu) and NVA
(17.8±0.69) was similar, but pH was different between VA(6.75±0.28) and NVA (7.03±0.16). At upper 10
cm (root depth of S. planiculmis: about 9 cm), especially, pH of VA (6.44~6.72) was about 0.69 lower
than that of NVA (7.18~7.33), indicating that sediment pH was not influenced by dam discharge but other
reasons, such as secretion of acids as root exudates. δ13C of sediment cores ranged from -25.3 to -22.6.
δ13C of sediment cores fell within the estuar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s (POM) and the highest δ13C
value was observed at the surface indicating inputs of marine POM to the Nakdong Estuary. Sediment
salinity was exceed the suitable salinity of S. planiculmis growth, 0~15 psu, and it might result from
decrease of dam discharge in Nakdong estuary. The increase of salinity might influence the reduction of S.
planiculmis population. Also, fine-grained sediment content might be considered as a major factor in
suitable habitats distribution of S. planicul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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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악취 및 관리실태 조사
유현철 ․ 이유정 ․ 도우곤 ․ 구서연 ․ 박양진 ․ 유숙진 ․ 임용승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여름철 해양 관광·레저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이용 장소인 해수욕장은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지역 내에
7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2018)과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해수욕장 관리 조례로 해수욕장의 수질 관리,
경관 및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된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로 환경위생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하철역사, 병원, 영화관 및 백화점, 국립공원의 공중화장실 내 병원성 미생물분포 및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 위주로 연구되었을 뿐(최, 2012; 김, 2014)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의 환경위생적 조사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월과 7월에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의 악취 및 환경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이용객의 위생 및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부산지역 해수욕장 7개소 27개 남·여 화장실 52개 지점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5월과 7
월 2회씩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복합악취 및 해충 유무, 청소상태 등 내부시설 관리 상태 등으로 종합적
인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선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기간 동안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의 복합악취는 이용객의 대부분이 느낄 수 있는 보통 악취 수준인 8
배 희석배수를 기준으로 결과를 평가하였다. 2017년 5월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자화장실 1지점 8.0배, 다대포
화장실 1지점 10.0배였고 같은 해 7월에 송정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지점 8.0배, 광안리 해수욕장 공중화장
실 1곳 8.0배로 부적합 설비로 분류하였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의 복합악취는 평균
3.0배로 모두 희석배수 8배 이하였으며 양호한 악취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중화장실 환경설비는 청소불
량 및 파리(해충) 날림 등으로 2017년 16지점, 2018년 7~8지점, 2019년 10~21지점 등에서 부적절한 관리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 기간 중 해수욕장 개장이 시작되는 시점인 5월의 공중화장실 환경위생 관리 실태는
개장 중일 때보다 부적합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이용객의 수에 비례하여 설비의 위생환경이 나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17년~2019년 동안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의 공중 화장실은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8.0배 이하로
양호하였으며 화장실 내 설비 면에서 파리 날림, 청소불량으로 시설물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지역의 해수욕장 관리 대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나 설비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와 화장실 내 부유세균을 위생환경적 측면에서 좀더 면밀히 조사하여 관리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김종규, 김중순, 2014, 일부 공중화장실 위생설비의 오염지표세균 조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0(1), 63-70.
최한영, 권우택, 이우식, 이향, 2012, 공중이용화장실의 미생물 분포조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8(6), 520528.
해양수산부, 201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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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계 비산재를 이용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유가금속
(Cu, Co 및 Zn) 흡착
김유진 ․ 이초록1) ․ 하유민1) ․ 박종원1) ․ 이창한1)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석탄계 비산재(Coal Fly Ash, CFA)는 석탄(미분탄)을 고온에서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구형의 입자상
연소 부산물이다.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의 70~90%가 석탄 비산재이며, 그
배출량은 발전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발생되는 비산재의 대부분
(>90%)이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제, 토양안정제 등으로 재활용 및 매립되고 있으나, 경제성 측면에서 고부
가가치 자원으로서의 재활용 방안이 한층 더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중에 용해된 유가금속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착 처리하고자 석탄계 비산재를 이용한 제
올라이트화 물질을 합성하였으며,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전자주사현미경(SEM) 및 X선 회절분석기(XRD)를
이용하여 결정 특성을 분석하였다.
석탄계 비산재(CFA)와 알칼리(NaOH)의 혼합비(NaOH/CFA=0.6-1.8) 및 수열합성조건(NaOH 농도 =
0.0M-1.0M)을 조절하여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유가금속(Cu, Co 및 Zn)에 대한 흡착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흡착제로서의 활용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은 알칼리와 석탄계 비산재(CFA)를 혼합하여 용융/수열 반응에 의해
제조하였으며, 용융/수열합성법 및 흡착조건은 선행연구(Lee et al., 2017)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합성은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석탄계 비산재(CFA)와 알칼리(NaOH)의 혼합비
(NaOH/CFA=0.6-1.8) 및 수열합성조건 (NaOH 농도=0.0M-1.0M)과 같은 요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제올라이
트화 물질의 형태학적 구조는 XRD 및 SEM에 의해 정방형 결정 구조(chamfered-edged structure)를 가진다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정화도는 NaOH/CFA 비가 0.6-1.8인 범위에서 XRD 피크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
다. NaOH/CFA 비가 0.6-1.8인 범위에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유가금속에 대한 흡착능을 평가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El-Kamash, A. M., 2008, Evaluation of zeolite A for the sorptive removal of Cs+ and Sr2+ ions from
aqueous solutions using batch and fixed bed column operations, J. Hazard. Mater, 151, 432-445.
Lee, C. H., Kam, S. K., Lee, M. G., 2017, Removal characteristics of Sr Ion by Na-A Zeolite synthesized
using coal fly ash generated from a thermal power plant, J. Environ. Sci. Int., 26, 363-371.
Smiciklas, I., Dimovic, S., Plecas, I., 2007, Removal of Cs1+, Sr2+ and Co2+ from aqueous solutions by
adsorption on natural clinoptilolite, Appl. Clay Sci., 35, 139-144.
Wang, M., Xu, L., Peng, J., Zhai, M., Li, J., Wei, G., 2009, Adsorption and desorption of Sr (II) ions in
the gels based on polysaccharide derivatives, J. Hazard. Mater, 171, 8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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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여과기를 이용한 유수지용 수질정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정숙 ․ 김미란1) ․ 노다지2) ․ 진묘경2) ․ 장정국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전공,

1)

(주)케이이피,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1. 서론
P시 U 유수지 내에는 저류조와 인공습지로 구성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U 유수지의 높
은 부하량으로 인해 인공습지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악화로 인해 오히려 악취발생
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공습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본래 목적인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서는 평상시 유지용수로 이용되는 유수지 하천수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U 유수지 내 인공
습지의 수질 및 악취개선을 목표로 수질정화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운전조건변화에 따른 유수지 하
천수 내 오염물질 제어특성을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수질정화시스템은 Inline mixing(응집)-완속교반/침
전-섬유여과공정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설치 및 운전을 통해 습지
유지용수인 U 유수지 하천수를 처리함으로써 인공습지의 수질개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수질정화시스템 운전변수로는 원수유입속도, 침전슬러지 배출속도
및 방법, 응집제 주입량 등을 설정하였으며, 응집제는 Al계열의 상업
용 PACl (polyaliminum chloride)을 이용하여 Al/P 몰 비가 1.0~4.0
이 되도록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Fig. 1. 수질정화시스템 개념도.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기간 동안 U 유수지 유입 하천수 내 CODMn, SS, T-P 및 T-N의 농도는 각각 11.0~32.5,
11.6~113.7, 0.658~1.352 및 6.5~43.4 mg/L로 실측되었으며 변동범위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질정화시스
템에 의한 유수지 하천수 내 오염물질 제거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응집제 주입량을 변화시키면서 처리수 내
오염물질 농도를 살펴보았다. 유입수 내 SS 농도가 104.7 mg/L일 때 Al/P 몰 비가 1.0에서 4.0으로 증가할수
록 제거율이 증가하여 유출수 내 SS 농도가 15.5 mg/L(제거율 85.2%)에서 4.7 mg/L(제거율 95.5%)로 낮아
졌다. 본 연구범위 내에서 Al/P 몰 비 증가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COD, T-P, T-N 항목에
서 모두 동일하였다. 한편 T-P의 경우 유입수 내 농도가 1.196 mg/L였으며, 유출수 내 농도는 Al/P 몰 비가
1.0일 때 0.280 mg/L(제거율 76.5%)에서 Al/P 몰 비가 4.0일 때 0.05 mg/L(제거율 95.8%)로 감소되었다.
수질정화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엄궁유수지 내 하천수의 평균 농도가 SS 95.6 mg/L, T-P 1.352 mg/L,
COD 30.5 mg/L 및 T-N 25.72 mg/L일 때 처리수의 평균농도는 SS 6.7 mg/L, T-P 0.064 mg/L, COD 24.6
mg/L 및 T-N 9.45 mg/L 이며, 시스템 처리수를 유입수로 한 인공습지에서의 유출수는 SS 5.9 mg/L, T-P
1.123 mg/L, COD 22.3 mg/L 및 T-N 21.209 mg/L로 나타났다.
수질정화시스템에 의한 인공습지의 수질 개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 가동을 중지한 후 U 유수
지 하천수를 인공습지로 유입시켜 1일 및 2일 후의 인공습지 유출수 수질을 검토하였으며, 1일 후의 수질은
SS 53.9 mg/L, T-P 2.270 mg/L, COD 28.9 mg/L 및 T-N 26.419 mg/L, 2일 후의 수질은 SS 87.6 mg/L,
T-P 2.155 mg/L, COD 36.5 mg/L 및 T-N 25.479 mg/L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수질정화시스템의 정상운전기간은 대략 60일 정도로 시스템 가동에 의한 인공습지의 기능회복 여
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긴 하나, 인공습지의 수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히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집-완속교반/침전-섬유여과 공정인 수질정화시스템은 타 여과장치에 비해
설치면적이 약 1/7정도로 적게 요구되었으며 여과기의 성능적인 측면과 전력비 등 연간 유지관리비 측면에
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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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가물막이 설치를 위한 수리영향 분석
최광복 ․ 이효진1) ․ 박기범1) ․ 안승섭1)
㈜에싸,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경주 안강읍 사방리 일원 형산강에 상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하천횡단 구간의 가물막이 설치
전 ․ 후의 수리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을 근거로 HEC-RAS를 이용하여
상하류간 수위변동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하천횡단 자료는 형산강하천기본계획 변경(2013)을 이용하였다.

2. 분석
2.1. 수리검토 조건
23.3 ㎥/s, 4,010 ㎥/s
1.2 m이상
23.3 ㎥/s (형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2013.03.))
7.29 : 6.69(평수위)+0.6 m(여유고,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
4 m / 1:1.5이상

평수량, 계획홍수량
여유고
평수량(Q185)
가물막이 계획고(EL.m)
가물막이폭 / 비탈경사

2.2. 가물막이 설치 계획고 산정
가물막이 설치로 인한 수위변화는 –0.09 m ~ 0.35 m로서 영향구간은 상류측으로 460 m 구간까지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평수위(EL.m)
유속(m/s)
누가
평수량
거리
설치전 설치후 차이 설치전 설치후 차이
(㎥/s)
(m)
①
②
②-①
①
②
②-①
104+140 20,940 〃
6.34
6.69
0.35 0.72 0.44 -0.28
6.71
0.31 0.95 0.38 -0.57
105
21,000 〃
6.40
측 점
(No.)

하 폭 (m)

기설제방고(EL. m)

현재 계획 좌안

비 고

우 안

364
322

-

14.42
14.80
26.30 14.30(14.30)

106

21,200

〃

6.99

6.90

-0.09

0.60

0.78

0.18

323

-

24.24 15.23(15.23)

107

21,400

〃

7.47

7.51

0.04

0.80

0.69

-0.11 330

-

21.00 15.22(15.23)

가물막이
사방천합류점
신설도로(좌)
강동제공사
신설도로(좌)
강동제공사

2.3. 1차, 2차 가물막이 설치 전 ․ 후의 홍수위 영향
가물막이 설치에 따른 상 ․ 하류 홍수위 검토결과 가물막이 설치지점에서 홍수위는 0.17 m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류 3,060 m 구간에 0.01 m ~ 0.17 m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 점
(No.)

누 가
거 리
(m)

104+140

20,940

계획홍수위(EL.m)
유속(m/s)
계획
홍수량
설치전 설치후 차이 설치전 설치후 차이
(㎥/s)
①
②
②-①
①
②
②-①
〃

13.30

13.47

0.17

2.36

1.94

-0.42

하 폭 (m)

기설제방고
(EL. m)

현 재 계 획 좌 안
364

-

14.42

비 고

우 안
14.80

가물막이

3. 결과 및 고찰
가물막이 설치를 위한 평수위와 여유고는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5.12.)를 만족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가물막이 설치로 인한 상·하류 구간의 홍수위 변화 분석 결과 가물막이 설치지점에서 홍수위는 0.17 m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류 3,060 m, 구간에 0.01 m ~ 0.17 m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물막이 설치 후 200년빈도 계획홍수량에 대한 제방단면의 여유고 검토결과 좌안 사방천 합류부에서 기
준여유고(1.2 m)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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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수계 오수천의 농업용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재운 ․ 김대훈 ․ 최동호 ․ 이재영 ․ 이재춘 ․ 손세창1)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1. 서론
하천에 설치된 농업용 보는 대표적인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 약 18,000개가 설치되
어 있다(이승헌, 2018). 농업용 보는 수위 유지, 토사 유출 방지, 농업용수 취수 등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지만 상류와 하류의 연속성을 차단함으로써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농업용 보는 상류 유
역에서 유입되는 유기물 및 영양염류(질소, 인)를 정체시킴으로써 수체 내 증가 및 하천바닥에 퇴적물을 축
적하여 수질 악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Gleick,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섬진강수계 오수천을 대
상으로 농업용 보 전·후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용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섬진강수계 유입 하천인 오수천의 농업용 보 상·하류 10개 지점에 대하여 월1회(5월~12월) 수질모니터링
을 수행하였다(Fig. 1). 수질분석 항목은 BOD, COD, TOC, SS, T-N, T-P, Chl-a이며, 환경부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농업용 보 상·하류의 수질 차이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 통계 검
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오수천 농업용 보의 상하류간 수질항목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BOD, COD, TOC, T-N, Chl-a는
보 하류에서 낮은 농도를 보였고, SS와 T-P는 보 상류에서 낮은 농도를 보였다. Mann-Whitney 검정을 통해
농업용 보의 상 ․ 하류간 수질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수질항목에서 유의확률(p-value)이 0.05보다 크게 나
타났으며, 이는 농업용 보 상 ․ 하류간 수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수천
의 경우 농업용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average water quality concentrations in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Osucheon agricultural weir
Items

Average
Weir upstream

Weir downstream

BOD(mg/L)

1.50

1.41

COD(mg/L)

4.90

4.79

TOC(mg/L)

2.50

2.49

SS(mg/L)

6.89

6.91

T-N(mg/L)

1.97

1.96

T-P(mg/L)

0.078

0.080

Chl-a(mg/m3)

8.1

8.0

Remarks

p-value>0.05

Fig. 1. Location of study site.

4. 참고문헌
Gleick, P. H., 2001, Making every drop count, Scientific American, 284(2),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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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북천둔치지역 우수관거 유출수 특성 및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 모니터링에 관한 분석
최광복 ․ 조선국 ․ 정상우 ․ 윤영내 ․ 박기범1) ․ 안승섭1)
㈜에싸,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경주시 북천 둔치 지역의 우수관거 유출수 특성과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해 설치된 무동력 비
점오염원 자동분리기의 처리효율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심지역의 비점오염원 저감 및
하수처리장 빈부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경주시 북천둔치지역 조사지점 우수관거 유출수 수질조사는 평상시 4회와 강우시 4회를 실시하였고, 평
상시에는 2시간 간격으로 하루 12회에 걸쳐 샘플을 채취하였으며, 강우시에는 강우가 시작된 후 우수관거로
유입이 시작되고 무동력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로 들어올 때 5분 간격으로 연속측정 및 DATA 저장이 가
능한 PCM F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강우시 경주시 조사지점에서 1회~4회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강우 1회시 BOD5가 최대 124.8 mg/L, CODmn은 최대 70.6 mg/L, TSS은 201.3 mg/L,
T-P는 3.1 mg/L의 농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강우 2회시에는 BOD5가 최대 141.68 mg/L, CODmn은 최대 90.46 mg/L, TSS은 243.2
mg/L, T-P는 4.1 mg/L의 농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강우 3회시에는 BOD5가 최대 127.6 mg/L, CODmn은 최대 80.6 mg/L, TSS은 211.3
mg/L, T-P는 3.8 mg/L의 농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강우 4회시에는 BOD5가 최대 132.1 mg/L, CODmn은 최대 88.4 mg/L, TSS은 214.6
mg/L, T-P는 3.8 mg/L의 농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T-N은 31.2 mg/L,
mg/L, T-N은 36.1
mg/L, T-N은 34.3
mg/L, T-N은 34.2

3. 결과 및 고찰
강우가 발생하여 우수관거 유출수가 무동력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로 유입이 시작된 이후 약 10분~20분
이 경과한 후에 초기세척(first-flush)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염물질 농도가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오염물질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무동력 비점오염원 자동분리기를 설치한 결과, 초기비점오염원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낮은
농도의 우수는 유로변경장치를 통해 하천으로 바로 방류시켜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처리 및 하수처리장 빈
부하 현상이 개선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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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영본B유역의 오염우심
지류지천 도출
최동호 ․ 김대훈 ․ 정재운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1. 서론
유량변화를 고려한 수질항목별 오염물질의 분포와 시기, 그리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EPA에서는 총량관리계획수립에 부하지속곡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im et al., 2015). 국내의 부하지속곡선의 적용성 평가는 대부분 목표수질이 설정된 본류구
간의 단위유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본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지류지천의 오염물질의 유출특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Kim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류지천의 오염물질 유출특성과 본류
구간의 오염물질 특성 분석을 위해 영본B유역 말단과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을 적
용하고 지류지천의 오염우심 지류지천을 도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현재의 부하지속곡선은 일 부하량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유역면적이 넓은 본류구간과 상대적
으로 작은 유역면적을 가진 지류지천의 오염부하특성을 비교할 경우 지류지천의 특성을 왜곡 해석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류구간의 유출량과 영산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BOD와 T-P 목표수
질 농도를 곱한 후 유역면적으로 나누고 난 뒤 목표수질 부하지속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지류지천의 관측 오
염부하량을 도식화하였다. 관측부하량이 목표수질부하지속곡선을 50%를 초과할 경우 오염 우심하천으로 분
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출고로 작성된 유량지속곡선(FDC)를 살펴보면 영본A유역의 지류지천의 경우 모니터링은 홍수기
0~10%, 풍수기 0~88%, 평수기 0~42%, 저수기 0~43%, 갈수기 0~65% 등 다양한 유량조건에서 모니터링
되었다.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 적용결과 BOD의 경우 용산천, 진원천, 산정천, 평산천, 풍영정천, 서창천,
평동천, 장수천, 광주천은 초과율 50% 이하를 보여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심사천 목표
수질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P의 경우 세하천을 제외한
다른 하천은 목표수질 초과율이 50% 이하로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Kim, E. K., Ryu, J .C., Kim, H. T., Kim, Y. S., Shin, D. S., 2015, Application of the Load Duration
Curve (LDC) to Evaluation the Achievement Rate of Target Water Quality in the Han-River
Watershe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21(6), 732-738.
Kim, Y. J., Gal, B. S., Park, J. B., Kim, S. H., Im, T. H., 2018, Classification of Nakdong River
Tributaries under Priority management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Water Quality Index. J. Korea
Soc. Environ. Eng., 40(2), 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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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최광복 ․ 안승섭 ․ 김미정 ․ 이도경 ․ 양준석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우리나라는 강수의 불균형에 의해 수자원의 이용에 있어 매우 불리함에도 다양한 수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의 지하수
이용율이 전국 평균 26.1%, 경상북도 평균이용율 20.9%인데 반해 경주시는 7.0%로서 경주지역의 지하수
이용율이 낮은 원인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경주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서 지하수개발이 제한된 구역이 많다.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약이 많으며, 상수도 보급률도 99.64%이다. 또한 저수지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
는 농업용수의 경우에도 경주시는 저수지를 이용한 농경지 수혜면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수지 개소

계획저수량 (m3)

수혜 면적 (ha)

한국농어촌공사

73

78,259,400

7,950

경주시청

369

5,954,200

4,290

합계

442

84,213,600

12,240

관리주체

3. 결론
경주지역의 지하수 이용률(7.0%)이 전국 평균 이용률(26.1%)과 경상북도 이용률(20.9%)보다 낮은 이유로
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개발제한과, 높은 상수도 보급률(99.64%), 저수지의 수혜면적율(88.6%)과 영향이 있다.
경주지역의 전체 지하수 이용률은 낮은 편이나, 리 ․ 동별 소규모 행정구역중에서 7개 지역은 이용률이 높
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하수 관리 및 관측이 필요하다.
지하수 이용률이 90% 이상인 7곳의 공통점은 ‘충적층’이라는 것 밖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조금 더
조사, 분석해서 다른 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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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복지를 위한 지표인자 선정에 관한 연구
박기범 ․ 민정기 ․ 김동언 ․ 이규한 ․ 최현준 ․ 김원영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물복지란 홍수와 가뭄, 수질, 풍수해, 수생태계 등 물과 관련된 모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복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수도 보급률, 수도요
금, 하수도 보급률, 연평균 수질사고 건수, 홍수, 가뭄피해 등 여러 가지 인자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물과 관련된 인자를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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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강우를 고려한 댐유출특성 분석
이효진 ․ 안승섭 ․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강우-유출의 관계에서 유출의 특성은 선행5일 강우량에 따라 강우발생시 토양수분의 함양상태에 따라 동
일한 강우가 발생해도 유출의 특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강우-유출의 관계는 고정인자인 토지이용상태와 경
사, 유로연장등 지형특성과 선행강우에 따른 토양함수율에 따라 강우-유출관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댐 유역에서의 선행강우에 따른 유출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정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에서 선형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방법이다. 이 계수는 –1과 1의
범위를 가지며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값이다. 무작위 표본으로 독립성을
가지며,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5일 선행강우와 유입량에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안동댐, 임하댐, 남강댐, 합천댐, 영천댐, 임하댐에 대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댐명

상관계수

결정계수

P-VLAUE

안동댐

0.767

0.588

0.000

임하댐

0.693

0.480

0.000

합천댐

0.701

0.492

0.000

남강댐

0.684

0.468

0.000

영천댐

0.610

0.372

0.000

운문댐

0.591

0.34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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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분석을 위한 지속시간별 표준강수지수의 산정
박기범 ․ 강병길 ․ 정종헌 ․ 하현수 ․ 문태균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최근 2000년 이후 크고 작은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봄가뭄과 여름 홍수기에 강수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의 30년 이상 강수량 자료를
보유한 주요 기상관측 지점 10개소에 대하여 SPI (표준강수지수 : Standard Precipitation Index)를 이용하여
과거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기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SPI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가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표준강수지수는 Mckee et al(1993)이 가뭄은 상대적으로 물의 수요에 비해 물
의 부족을 유발하는 강수량의 감소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한 가뭄지수이다.
다른 가뭄지수에 비해 강수량만을 입력하여 분석하는 지표로서 사용이 매우 간편하여 널리 적용되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경북지역의 10개 관측소에 대해 지속기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분석한 결과 SPI3과 SPI6 SPI9, SPI12
등을 분석하였다.

Fig. 1. SPI 3 분석결과.

Fig. 2. SPI 6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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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주변해역에서 수중음속의 시공간적 변동
박경주
해군사관학교

1. 서론
해양음향학에 대한 연구는 소나, 수중통신, 해저자원탐사 등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
다. 해양에서 수중음속은 수온, 염분 및 압력에 의해 변화되며 이러한 음속의 변화는 일(day), 계절, 수심 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중에서 음속은 해양에서 음파전달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양학적 요소이며,
특히 장기간의 자료에 대한 음속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어도 주변해역은 동중국
해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며 황해저층냉수, 중국연안수 등 다양한 해류가 상
존하고 있어 해양음향학적으로 복잡한 해역이다. 그래서 이곳은 수온과 염분의 변화와 더불어 수중음속의
시공간적인 변동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한국해양자료센
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간의 이어도 주변해역의 관측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의 음향학적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그것으로 인해 수중음향학에서는 거리의존음향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수중음속의 변동성 분석은 이어도 주변해역의 음향학적 효과를 연구하는데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어도가 속해 있는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해양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계절
별(2월, 5월, 8월, 11월)로 기 설정된 3개의 정선(315, 316, 317 정선)에 대하여 해양관측을 시행하고 있으
며, 획득된 자료는 한국해양자료센터(KODC)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3개 정선중의 하
나인 316정선(11개 정점)에서 2002~2018년까지 17년 동안 관측된 수심별 수온,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수중
음속을 계산하고 이를 계절별로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수중음속의 시공간적인 변동성은 장기간 음속의 계절
변화, 음속의 수직 및 수평 경사도 변화 및 경험직교함수(EOF)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중음속의 변동성은 수온의 변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장강희석수, 황해저층냉수, 쿠로시오 기
원수, 태양 복사열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뚜렷한 계절적 변동을 보인다. 황해저층냉수는 주요 수괴 중 동
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볼륨을 나타내고 있다. 음속의 수직분포와 경사도 분석 결과 주로 동계
및 하계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계에는 해수의 수직혼합 증가로 전 수심 대에서 음속이
균일한 음향층심도가 발달하였다. 하계에는 표층과 저층간 음속차가 크고 수온약층이 발달하여 전반적으로
부음속경사를 보였으며, 황해중앙골을 타고 남하하는 황해저층냉수 기원으로 판단되는 냉수대가 음속 변동
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경험직교함수 분석을 통해서도 하계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출현
하는 황해저층냉수의 영향으로 형성된 냉수가 음속 변동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본 연구는 해
사해양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4. 참고문헌
Jang, S. T., Lee, J. H., Kim, C. H., Jang, C. J., Jang, Y. S., 2011, Movement of Cold Water Mas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in Summer, J. Ocean. Soc. Kor., 16(1), 1-13.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http://kode.nfridi.re.kr/page?id=obs_04_01.
Yoon, S. C., Yoon, S. H., Whang, J. D., Suh, Y. S., Yoon, Y. Y., 2015, Long-term Variation in Ocean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Northern East China Sea, J. Movement of Cold Water Mas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in Summer”, J. Korean Soc. Mar. Environ. Energy, 18(3),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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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 영월1 수위국의 Rating Curve식 유도
남성효 ․ 노석영 ․ 이정우 ․ 이건호 ․ 강승지 ․ 김예슬 ․ 이명진 ․ 최정동 ․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수해 및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배가하고 있다.
본 연구지점인 영월1 수위국은 평창강 하류인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용수
의 약 2/3를 공급하는 충주댐의 상류이고 남한강 수계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수자원관리를 위
해 홍수기의 유량 및 수위를 측정해 수리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홍수시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사용하여 교량 위에서 횡단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표면유속을 측정하였으며,
하천측량을 통해 얻은 단면적과 측정한 유속을 이용하여 유량을 계산하였다. 회귀식유도와 상관관계분석의
경우 MS사의 엑셀(Exc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1. 영월1지점 우량주상도-수위수문곡선(2018.6.16.~10.15).

Fig. 2. 수위-평균유속 관계.

Fig. 3. 수위-유량 관계.

3. 결과 및 고찰
홍수기에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사용하여 영월1 수위국의 수위-유량의 관계곡선(Rating curve)을 유도하였
으며, 이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해 본 결과, 상관계수 0.99 값을 얻을 수 있었
다. 즉 수위-유량관계곡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K-water, 2018,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WAMIS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 www.wa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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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동교 지점의 유량-농도 관계 분석
남성효 ․ 노석영 ․ 이정우 ․ 이건호 ․ 강승지 ․ 김예슬 ․ 이명진 ․ 최정동 ․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댐운영 등 수자원 이 ․ 치수관리 및 조사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댐유역의 제천천
제1지류인 원서천의 부수동교 지점을 대상으로 홍수기(2018.8.23.~9.2)에 유량 및 수질측정을 실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홍수시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사용하여 11회 유속을 측정하고, 유속-유적법에 의해 유량을 계산하였다. 유
속측정과 동시에 채수를 하여 5가지 현장측정 항목 수질값을 얻었고, 실험실분석 항목 8가지 수질값은 실험
실에서 분석하여 얻었다. 분석지점의 유량값과 그에 대응하는 수질값으로 회귀식을 유도하고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Table 1. 유량-수질관계식
항목
Temp.

R2

회귀식
 

0.3502

   



0.5102

   



0.1740

   

 

0.9362

NTU

   



0.3782

SS

   

BOD

   



0.3842

TOC

    

0.5056

pH
DO
Cond.

T-N
NH4-N
NO3-N
T-P
PO4-N

   



 

0.2991



0.2946

 

0.3244

   



0.7487

   



0.6640

   
   
   

Fig. 1. 유량-SS 관계식.

0.4914

Fig. 2. 유량-TOC 관계식.

3. 결과 및 고찰
유량변화에 따른 수질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홍수기에 부수동교 지점의 유량-수질의 관계식을 유도하였으
며, 13개 수질항목에 대하여 결정계수(R2)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Cond., T-P 및 PO4-N은 0.6 이상으로 비
교적 상관성이 있었으나, DO, T-N 및 NH4-N는 0.3 이하로 상관성이 낮았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추후 계속하여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참고문헌
K-water, 2018,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WAMIS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 www.wa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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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시 충주댐으로 유입하는 유량 및 수질 조사
신동혁 ․ 남성효 ․ 이명진 ․ 최정동 ․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뭄, 홍수, 태풍 및 열대야 현상 등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태풍의 강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중호우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집중호우시 충주댐에 유입하는 하천들의 유량 및 수질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데이터의
분석, 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및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집중호우시 충주댐에 유입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유속, 유량, 온도, pH, DO 및 전기전도도 등을 측정하였
고, 조사지점은 판운교, 나전교, 남평대교 ~ 북벽교 등이며, 평수위에서 홍수위까지 수위대별로 측정하였다.
자동측정망을 통하여 각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였고, 전파표면유속계를 이용하여 5 m 간격마다 3회씩 유
속을 측정하였으며, 유속-유적법에 의해 유량을 구하였다.
수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 지점에서 하천수 2 L씩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하천수를 공정시험법에 따라
온도,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SS, BOD, TOC, T-N, NH4-N, NO3-N, T-P 및 PO4-P를 측정하였으며, 측
정된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집중호우 발생시 수질측정 결과, 탁도, SS, BOD 및 TOC는 수위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수
위가 낮아짐에 따라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와 반대로 T-N과 NO3-N은 높아졌으며, T-P, NH4-N
및 pH의 수치 변동은 없었다. 탁도, SS, BOD 및 TOC는 집중호우로 인해 비점오염물질, 토사 등이 유입되
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속적으로 축적한 데이터의 AI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 북벽교 측정 데이터(대표예시)

5. 참고문헌
나하나, 정우식, 박종길, 2018, 태풍에 동반된 강풍의 이상 해수온에 따른 특징과 경년 변화,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박종진, 최정동, 조중식, 장인수, 2016, 평창수계의 수자원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한국환경과학회 정기학술
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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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시 시간별 데이터에 대한 오염부하량 검토
신동혁 ․ 주경민 ․ 이도현 ․ 박재영 ․ 노석영 ․ 이정우 ․ 최정동 ․ 장인수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열대야
현상과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과 함께 비오는 일수도 줄어들어 가뭄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이
발생할 경우, 지표면에 오래 남아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가축을 많이 기르는 축
사 및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은 비점
오염원 발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0년간 매해 발생되고 있는 태풍의 평균발생 횟수
는 23회이며, 이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
풍은 매해 평균 2.5회이다. 따라서 강원도 남부지
역 일대부터 충주댐까지 이르는 하천인 남한강 중
류부의 영월대교, 팔괴교, 옥동교 및 북벽교 지점
을 대상으로 오염부하량의 주요 지표인 SS, 탁도,
BOD, TOC, T-N 및 T-P 등을 측정하였으며, 이
데이터와 집중호우와의 상관관계 및 오염부하량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Fig. 1. 충주댐 상류에 위치한 분석지점.

2. 자료 및 방법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집중호우가 끝날 때까지 영월대교, 팔괴교,
옥동교 및 북벽교의 수위 상승폭을 고려하여 채수를 진행하였으며, 집중호우 전, 중, 후의 폭넓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현장 분석 항목을 제외한 실험실 분석 항목은 4 L 채수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득 채워
서 아이스박스에 담아 성상변화를 최소화하였으며, 오염부하량의 주요 지표인 SS, 탁도, BOD, TOC, T-N
및 T-P 등을 공정시험법 기준으로 측정 및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탁도, SS, BOD 및 TOC는 각각 수위와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N은 영월대교를 제외하고, 팔괴교, 북벽교 및 옥동교는 수위가 떨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T-P는 일정량의 농도를 유지하였다. 유기물의 경우, 강우로 인해 유입이 증가하였으나, 강우량이 많아 희석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하류의 충주댐의 침전물 및 오염부하량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집중호우와 오염부
하량의 상관관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기상청, http://www.weather.go.kr/weather/typoon/statistic.jsp.
WAMIS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ww.wa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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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고수온 발생현황 및 기상요소와의 관계
안지숙 ․ 김상우 ․ 임진욱1) ․ 박명희 ․ 김주연 ․ 오승열 ․ 주희태 ․ 황재동 ․ 오현주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1)

(주)라이온플러스

1. 서론
고수온은 폭염 및 이상기후 등에 따른 현상으로 Marine heat waves 라고 불리고 있으며(Hobday et al,
2016; Oliver et al., 2018a,; Oliver et al., 2018b),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에서도 중요한 해양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계 동해 근해에서 나타나는 해양표층의 고수온 발생 요인 중의 하나는 북태평양고기
압의 세력 확장 및 중심 세력 위치에 따른 강한 폭염으로 인한 대기 온도의 상승과 일사량의 증가와 같은
기상인자의 변동에 의해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해에서 발생
한 고수온에 대해 기상인자(기온, 일조시간, 해상풍)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NOAA 위성에서 최근 6년(2014~2019년)간 하계(7~9월)에 관측한 해양 표면수온 영상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동해안에 30℃ 이상의 고수온 발생일을 분석한 후에 기상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상요소 중 해상풍은 1/4×1/4° 공간해상도의 SSMI WIND 자료, 일최고기온 및 일조시간은 대상해역에 인
접해 있는 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최근 6년간 동해 30℃ 이상 고수온 출현은 2014년에 3일로 가장 낮은 발생일을 보였으며, 2018년의 경우
약 9배가 많은 35일의 출현일을 보였다. 각 연도의 월별 출현일을 보면 기온이 높은 8월에 월등하게 출현일
이 많으며, 9월에 비해서 7월에 출현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고수온 발생일수>

<월별 고수온 발생일수>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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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y, Nature Communications,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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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만 해역의 육상기원 오염물 분포와 영향범위:
2013년과 2019년 비교
안삼영 ․ 강형일 ․ 정재성1) ․ 이영선1)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순천대학교 생물과

1. 서론
도암만은 전라남도 강진군의 도암면, 신전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으로 둘러싸인 폭이 좁고 수심이 매
우 얕은 폭 7 km, 길이 19 km의 폐쇄성 해역이다. 또한 탐진강과 소하천(도암천, 강진천, 칠량천, 대구천)들
로부터 담수가 유입되는 하구형 만이다. 따라서 해안에 위치한 육상오염원들이 해역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구조이다. 도암만에서는 꼬막, 굴 양식이 주를 이루는 데 최근 들어 해역의 수질환경이 악화되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2013년 도암만 해안가에 존재하는 육상기원 오염원의 종류와 영
향정도를 파악한 바 있으며, 2019년 6년 만에 도암만 육상오염원을 재조사하였고 그동안의 육상오염원 변
화상황을 파악하여 해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019년 7월 22일과 23일 도암만에 산재한 육상기원 오염원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오염원의 위치(위경
도), 종류, 오염원의 크기, 방출수량을 현장에서 측정하였고, 실험실에서 5℃ 이하에서 운반된 방출수의 대
장균균과 분변계 대장균수를 조사하였다. 대장균군 및 분변계대장균은 A.P.H.A(1970) 의 방법에 따라 최확
수(most probable number, MPN) 법으로 시험하였으며, 각 희석단별 5개의 시험관을 사용하고 결과는 100
mL 당 MPN으로 나타내었다. 배지는 모두 Difco Laboratories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또한 방류량과
분변계대장균 값으로부터 오염원이 해역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산출하였으며 2013년의 조사자료와 비교 분
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도암만 해안가를 따라 산재하는 육상오염원은 모두 190개소
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기간 방류수가 있는 곳은 57개소였다. 이
는 2013년의 210개보다 다소 감소한 수이다. 일부 오염원은 사
라졌고, 새로 생긴 오염원도 있었다. 하천수가 15개소, 생활하
수 26개소, 농업용수가 73개소, 육상양식장 7개소, 산업폐수 4개
소, 도로배수관이 65개소였다. 도암만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큰 지점은 탐진강이었는데 영향을 주는 면적이 17,191,837
m2로서 2013년의 영향면적인 16,186,423 m2과 매우 유사하였
다. 분변계대장균 값은 1,300 MPN/100 mL로서 2013년의 790
MPN/100 mL보다 컸으나 조사당일 유량이 2013년에 비해 다
소 감소하였기 때문에 영향면적은 비슷하게 산출되었다. 이 영
향면적을 도암만 해역에 적용하였을 때 도암만의 중간에 위치
한 가우도까지 영향범위에 들게 된다. 그 밖의 주요오염원으로
는 신전면의 농업용수, 강진읍의 농업용수, 금사천, 칠량농공단
지, 칠량천, 대구천, 영동천, 마량리의 농업용수이었다. 이 지점
들은 2013년에도 주요오염원으로 파악된 것으로 6년이 지난 후
에도 거의 변함없이 도암만 해수의 위생학적 수질에 나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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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27)

강우를 이용한 입력변수 최적 시차 결정
김교식 ․ 박기범1) ․ 황의현 ․ 이대형 ․ 김도균
경북도립대학교 토목공학과,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량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배
수시설이 원활히 유출되지 않거나, 인근 지역은 강우량이 미미해 가뭄해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물
이 없어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한다. 이와같이 지역별로 강우량의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 모형 입력변수중 예측모델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입력변수
의 최적 시차를 결정하였다. 최적 시차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학적 방법으로서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 부분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을 이용하여 강우를 예측하여 이를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자료 및 방법
시계열 모델의 입력변수에 대한 최적 시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으로 경상북도 영덕관측소를 선정
하였다. 경상북도 대표적인 해안지방인 영덕은 지난해인 2018년 태풍 ‘콩레이’, 2019년 태풍 ‘미탁’으로 많
은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태풍 미탁은 이틀 동안 382 mm의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입었다. 이에 본 연구
는 영덕관측소의 시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연최대치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시계열 모델의 최적 시차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학적 방법으로 자기상관함수(ACF), 부분자기상관함수(PACF) 입력변수로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시계열 모형의 강우예측에 있어서 모델의 최적 시차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학적 방법인 자기상
관함수(ACF), 부분자기상관함수(PACF)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영덕관측소의 시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연최
대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으며, 연최대치확률강우량을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최적 시차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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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28)

표준강수지수와 복원도 취약도 분석에 따른 충북지역의
가뭄분석
최종구 ․ 장인수 ․ 박기범1)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표준강수지수(SPI : Standard Precipitation Index)를 이용한 가뭄의 평가는 강수의 부족으로 인한 가뭄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속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뭄의 심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가뭄은 장기간의 강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강수의 부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와 가뭄의 심도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가뭄의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지
수중 표준강수지수를 대상으로 충북지역 4곳과 인접한 지역 2곳의 강우관측소 일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표준강수지수를 1개월에서 12개월의 지속기간에 대해 분석하고 각 지점간의 상관성 분석과 지속기간에 따
른 가뭄심도를 나타내는 취약도와 평균가뭄지속기간, 가뭄에서 정상상태로 얼마 만에 돌아오는 지를 나타내
는 복원도를 분석하여 충북 및 인근지역의 가뭄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우리나라의 중부에 위치한 충청북도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중에서 보은, 청주, 충주, 제천을 인근지역인 경상북도 추풍령과 강
원도 영월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10개년에 대해 일자료에 대해 강수량,
일평균기온, 평균상대습도, 평균지면온도, 평균풍속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5개 강우관측소의 일강수량자료를
이용하여 표준강수지수를 SPI1~SPI12에 대해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뭄의 심각성을 분석하는 표준강수지수의 경우 수자원활용 측면에서의 농업, 수문학적, 사회경제적 가뭄
을 정확히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취약도, 평균부족기간, 복원도등을 분석하여 가뭄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표준강수지수를 이용
한 가뭄의 평가에서 지속기간별에 따른 지역의 가뭄에 취약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 가뭄의 특성의 파악과 취약한 기간에 대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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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1)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김미진 ․ 강봉래 ․ 박원배 ․ 김지명 ․ 양원석1)
제주연구원,

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 서론
제주도의 인구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량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8). 제주도는 투수성이 좋은 지질구조가 발달되어 지표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지하로 용이하게 침투되기 때문에 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하수 오염원으로 거론되
는 화학비료와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 중 생활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
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15,138개소의 점오염원 중 10,058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중산간지역(고도 200 m ~ 600 m) 위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대부분 지하로 침투시키고 있어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도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염 발생량을 파악하고 지하
수 오염 위해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제주도 내 분포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규모와 건물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9월 기준
으로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목록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받았다. 발생부하량을 산정할 때에는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배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4)을 참고하였다. 실제 방류수의 오염물
질 농도를 산정할 때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질점검한 결과 447건과 자체적
으로 10개소를 샘플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개발한
DRASTIC 모델을 활용하였다. DRASTIC 모델은 지하수 오염 취약성에 관한 7개 인자(지하수면의 깊이, 지
하수 함양량, 불포화대 구성암석, 수리전도도 등)을 고려하여 DRASTIC 지수를 산정하며 값이 높을수록 지
하수 오염위해성이 높다. 이를 활용하여 지하수 오염이 취약한 곳과 비교적 안전한 곳을 구분하였고 개인하
수처리시설 분포도와 오염 발생량 결과와 중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로 인해 지하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9년 9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10,400개
소로 파악되었다. 각각을 용도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설규모를 파악한 결과 지역별로는 애월읍이 12,473
m3/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이 17,213 m3/일로 가장 많았다. 방류수 수질검사 자료를
분석할 결과 건물용도별로는 식당이나 편의점과 같은 ‘판매 및 영업시설’의 평균 BOD 농도가 79.2 mg/L로
가장 높았고 평균 T-N농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24.9 mg/L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DRASTIC 분
석 결과 600 m 이상 산간지역의 오염취약성은 낮고 600 m 이하에서 오염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DRASTIC 분석 결과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분포 결과를 중첩했을 때 개인하수처리시설 밀집도가 높은 애월
읍에서 DRASTIC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부지역보다 DRASTIC 지수가 높은 동부지역의 표선면에서
최근 2년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소수가 537개소에서 1,124개소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애월읍과 표선
면의 최근 3년 동안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 질산성질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가
와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도 내 오염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밀
집되어 있는 경우 지하수로 오염물질이 과부하 되고 있지 않은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2014,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39-41.
제주특별자치도, 2018,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 21, 36-3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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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처리 개선을 위한 전응집 기반 이단응집 시스템 실증평가
신경숙 ․ 차재환 ․ 이태국 ․ 조용주 ․ 국승선1)
㈜한화건설 환경연구소,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 서론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중 TP 기준이 2012년부터 수역에 따라 0.2∼2.0mg/L로 대폭 강
화됨에 따라 응집제를 주입하여 인을 불용화 시킨 후 침전, 여과 등의 고액분리 방식을 통해 제거하는 총인
처리설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TMS로 상시 감시되는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량
의 응집제가 주입됨으로 인해 약품비, 슬러지 처분비와 같은 운영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 총인처리 개선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입하수에 응집제를 주입하는 전응집과 생물공정 중에
응집제를 주입하는 공침의 2단계 응집제 주입방식을 도입하고, 생물반응조(호기조) 인 농도를 기반으로 유
입부하 및 생물학적 제거량 변화에 따라 응집제 주입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응집제어시스템(PRO-CS)를
개발하고, 현장적용평가를 수행하였다.

2. 기술내용 및 연구추진방법
PRO-CS의 현장 적용평가를 위해 공침 방식으로
총인을 처리하고 있는 D시 하수처리장 4단계 총
300,000 m3/d중 A계열 150,000 m3/d을 대상으로 그
림 1과 같이 이단응집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공침
방식으로 운영하는 B계열과 비교하여 총인처리효율
및 응집제주입량(PAC 10%적용) 절감량을 평가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약 6개월간 진행된 현장평가결과 PRO-CS를 적
용한 A계열의 T-P처리농도는 평균 0.099 mg/L로
Fig. 1. PRO-CS 실증시스템 구축전경.
기존 공침으로 운영된 B계열 0.183 mg/L에 비해 약
46%의 처리효율이 개선되었으며, 이때 응집제 주입량은 2.8 mg/L as Al2O3로 기존 공침운영시 3.6 mg/L as
Al2O3대비 20%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시 하수처리장 대상 PRO-CS적용에 따른 인 처리효율 비교
구 분

유입하수 T-P

호기조 PO4-P

처리수 PO4-P

처리수 T-P

A계열
(PRO-CS적용)

4.58
(2.61∼5.49)

0.013
(0.000∼0.291)

0.009
(0.002∼0.171)

0.099
(0.053∼0.166)

B계열
(기존공침)

4.58
(2.61∼5.49)

0.064
(0.000∼0.863)

0.061
(0.017∼0.260)

0.183
(0.093∼0.289)

비고
처리수 평균
T-P농도
45.9%향상

4.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13, 경기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운영개선방안연구.
서정미외, 2014, 총인처리를 위한 응집제주입량 최적제어시스템의 적용성연구, 대한환경공학회, 36(7), 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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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응집-전기부상 공정을 이용한 베트남 프린트 폐수의
전처리
박영식 ․ 손지연1) ․ 이민정1) ․ 김동석1)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베트남 내 섬유 ․ 의류업체는 7천여 개로 이중 한국 업체는 5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섬유 산업의 수
요 및 공급증대로 처리해야할 프린트 폐수의 양이 기존 처리 시설에 대비하여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대부
분 기업에서 적용중인 생물학적 처리공법은 설비 투자비가 높지 않고 운전비가 저렴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산업폐수 및 오수, 하수의 처리에 적용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하며 대상 폐수가 생
물학적으로 난분해성을 갖거나 독성을 보이는 경우 생물학적 공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Aziz et al., 2015).
기존 물리 ․ 화학적 처리 기술의 경우 난분해성 물질의 제거가 가능하나, 건설비와 운전비 및 약품 투입비
가 높은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고도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색폐수 중 프린트가
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거나 분해속도가 느린 염료와 각종 고분자 유기화
합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본 연구는 프린트 폐수의 기존 전처리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기존 응집 ․ 침전 공정의 성능과
전기응집-전기부상 공정의 성능과 경제성을 평가하여 전기응집-전기부상 공정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전기응집과 전기부상 공정은 동일한 반응기에서 실시하였으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5.5 cm, 높이가 60
cm이며, 전체 부피가 1.8 L, 반응 부피는 폐수 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기응집, 전기부상 실험에서는 700
mL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전기응집용 전원 공급장치는 110 V, 3 A까지 인가할 수 있는 직류 전원공급장치(GwINSTEK, GPR
-11H30D)를 사용하였으며, 전기부상용 전원공급장치는 GwINSTEK 또는 30 V, 5 A까지 인가할 수 있는 소
형 직류전원공급장치(PROVICE, PS-3005)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응집 ․ 침전 공정의 경우 PACHiBPAHCS2020(10%)를 172 mg/L투입하고 음이온고분자응집제 M333은 60
mg/L로 투입한 실험에서 탁도가 3.98 NTU로 낮아졌고 COD는 730 mg/L로 45.4%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전기응집-침전 공정의 최적 공정은 pH를 5로 조절한 조건에서 응집제를 투입하고 전기응집-전기부상 실
험하는 조건이었으며, 전기응집과 전기부상 전류(A)는 각각 1.05 A와 1 A이었고 10분의 전기응집, 10분의
전기응집-전기부상 동시운전, 10분의 전기운전을 거쳐 10분의 정치시간이 최적조건이었다.
응집, 침전 공정은 COD 제거율이 45.4%, T-N 제거율이 24.1%이지만 전기응집-전기부상 공정은 COD 제
거율이 60.2%, T-N 제거율이 33.3%로 나타나 14.8%의 제거율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전기응집-전기부상 공정과 같이 60.2%의 COD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0,738원/m3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나 전기응집-전기부상 공정보다 1.43배(급속 및 완속 교반에 소요되는 전기비 제외) 비용이 더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Aziz, A., Asaithambi, P., Daud, W. M. A. B. W., 2015, Combination of electrocoagulation with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for the treatment of distillery industrial effluent, Proc. Saf. Environ. Prot., 99,
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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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Al Impregnated Biochar for the Removal and
Recovery of Phosphates and Nitrate
Dong-Ji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Hallym University

Abstract
Utilization of organic waste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is promising for sustainability and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Pyrolysis converts organic waste to gas, oil, and biochar by incomplete biomass
combustion. Biochar is widely used as a soil conditioner and adsorbent. Biochar adsorbs/desorbs metals and
ions depending on the soil environment and condition to act as a nutrient buffer in soils. Biochar is also
regarded as a carbon storage by fixation of organic carbon.
Phosphorus (P) and nitrogen (N) are strictly controlled in many wastewater treatment plants because it
causes eutrophication in water bodies. P and N is removed by biological and chemical methods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transferred to sludge for disposal. On the other hand, P is an irreplaceable
essential element for all living organisms and its resource (phosphate rock) is estimated about 100 years of
economical mining. Therefore, P and N recovery from waste and wastewater is a critical issue for
sustainable human society. For the purpose, intensive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to remove and
recover P and N from waste and wastewater.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biochars can adsorb and
desorbed phosphates implying that biochars could be a complementary fertilizer. However, most of the
conventional biochar have limited capacity to adsorb phosphates and nitrate.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biochar impregnated with metal salts to improve phosphates and nitrate adsorption by synthesizing biochars
with novel structures and surface properties. Metal salts and metal oxides have been used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of biochars. If P removal is the only concern, P adsorption kinetics and capacity are the only
important factors. If both of P and N removal and the application of recovery are concerned, however, P
and N desorption characteristics and bioavailability are also critical factors to be considered. Most of the
researches on impregnated biochars have focused on P removal efficiency and kinetics.
In this study, coffee waste is thermally treated to produce biochar and it was impregnated with Mg/Al to
enhance phosphates and nitrate adsorption/desorption and P bioavailability to increase its value as a
fertilizer. Kinetics of phosphates and nitrate adsorption/desorption and bioavailability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estimate its potential as a P and N removal adsorbent in wasewater and a fertilizer in soil.
Key words : Biochar, Coffee waste, Metal impregnation, Phosphate adsorption, Phosphorus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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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응집제의 염기도 변화에 따른 입도분포
안광호 ․ 임현만 ․ 김원재 ․ 정진홍 ․ 채호준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이영화학㈜

1. 서론
정수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기반의 응집제인 폴리알루미늄 클로라이드(PAC)는 수산화알루미늄과
염산을 반응시켜 만들어진다. PAC는 염기도가 높을수록 고탁도에 대한 응집효율이 향상되며, 응집제의 사
용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정수처리공정의 원수를 사용하여 jar-test 실험을 통한 PAC의
염기도 변화에 따른 입도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실험내용 및 방법
실험은 충남의 S정수장 유입원수를 사용하였으며, 원수의 탁도는 4.3NTU, 수온은 16.7℃, pH는 7.5였으
며, SS와 알칼리도는 각각 5.8 mg/L, 49.0 mg/L(as CaCO3)였다. Jar-test 실험은 원수 1 L에 40%, 50%,
60%, 70% 염기도의 응집제를 각각 10~30 ppm으로 주입하고, 급속 102 rpm에서 1 min, 완속교반 38 rpm
에서 10 min 동안 수행하고 침전 30 min 후 상징액에 대한 입도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정수처리 공정에서 활용되는 jar-test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염기도 변화에 따른 응집제의 입도
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급속교반, 완속교반, 침전 후 상징액에 대한 입도분석을 수행할 결과, 염기도
70%의 입자는 50-70 um, 70~100 um, 100 um 이상에서도 관찰되어 다른 염기도의 입자분포에 비해 높은
입도분석을 나타내었다.

Fig. 1. 염기도 변화에 따른 응집제의 입도분포 변화.

4. 참고문헌
이동석, 2008, 폴리알루미늄의 염기도 변화가 정수 처리시 응집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공학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8-49.
박노백, 이범, 전동걸, 이영주, 전항배, 2010, 원수 수질특성과 응집제 염기도에 따른 응집 pH 및 주입량의
영향, 상하수도학회지,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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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비산재를 이용한 제올라이트화 물질 합성을 위한 결정화
요소 최적화 연구
박종원 ․ 김문일 ․ 문성준 ․ 이원기1) ․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1. 서론
전 세계 석탄비산재 (Coal Fly Ash : CFA) 발생량은 2005년에 5억 톤에서 2015년 7.5억 톤으로 증가한
다고 보고되었다(Yao et al., 2015). 석탄계 비산재에 알카리를 처리하여 제올라이트의 합성 및 기능성을 높
이는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제올라이트 형태 및 결정화도는 융합/수열합성
법에서 알칼리/CFA 비율, 결정화 시간 및 온도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Tanaka et al., 2002; Inada et
al., 2005; Ye et al., 2008). Ye et al.(2008)은 알칼리와 CFA를 혼합하여 용융 후 수열 반응에 의해 제올라
이트 물질을 제조하였으며, Na2CO3/CFA 비의 1.5, NaOH 농도의 1.0~2.0, 결정화 온도 100℃에서 결정화도
가 높은 Na-P1, Na-A 및 Na-X의 제올라이트 물질이 합성되었다. Tanaka et al.(2002)은 CFA를 NaOH 용액
에 혼합하여 수열합성을 통해 85℃에서 0~72 시간 동안 SiO2/Al2O3 비율을 1~7.3로 조절하여 Na-A 및
Na-X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다. Inada et al.(2005)는 NaOH 농도는 2.0~3.5 M이고, solid/liquid 비 및 0.125
g/ml로 고정한 조건에서 마이크로파 조사에 의해 CFA로부터 Na-P1 및 hydrosodalite를 합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용융/수열합성법을 사용하여 제올라이트 물질의 합성을 위한 결정화 요소 최적화하는 것
이다. 결정화 요소는 숙성시간(2~10 h), 결정화 온도(70~100℃), 결정화 시간(2~10h) 및 Na2CO3/CFA 비
(0.6~1.8)로 구성하였다. 제올라이트 물질의 형태적인 특성은 SEM 및 XRD으로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석탄비산재를 이용한 제올라이트 합성은 선행연구 (Lee and Park, 2011)에서 제시한 융융/수열합성법의
실험절차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한 CFA로부터의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합성은 숙성시간, 결정화 시
간, 결정화 온도 및 Na2CO3/CFA 비과 같은 다양한 결정화 요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적화된 결정화 요소
를 기반으로, 숙성시간 (tA) 5 h, 결정화시간 (tC) 5 h, 결정화 온도 (TC) 80℃ 및 Na2CO3/CFA 비 1.2~1.8
에서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합성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Inada, M., Eguchi, Y., Enomoto, N., Hojo, J., 2005, Synthesis of zeolite from coal fly ashes with different
silica–alumina composition, Fuel, 84, 299-304.
Lee, C. H., Park, J. W., 2011, Synthesis of zeolite using discharged fly ash in an industrial complex in
Ulsan, KSEE, 33, 301-316.
Tanaka, H., Sakai, Y., Hino, R., 2002, Formation of Na-A and -X zeolites from waste solutions in
conversion of coal fly ash to zeolites, Mater. Res. Bull., 37, 1873-1884.
Yao, Z. T., Ji, X. S., Sarker, P. K., Tang, J. H., Ge, L. Q., Xia, M. S., Xi, Y. Q., 2015,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applications of coal fly ash, Earth-Sci Rev., 141, 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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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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한 석탄비산재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스트론튬과 세슘 이온 흡착 특성
최정학 ․ 이창한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후쿠시마(2011)와 체르노빌(1986)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Sr 및 Cs 이온과 같은 다량의 방사성 물
질이 하천 및 바다로 유입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Wang et al., 2019). Smičiklas et al.(2007)은
수성 용액에서 천연 제올라이트 (clinoptilolite)에 의한 Cs, Co 및 Sr 이온의 제거는 유사 2차 속도식과
Langmuir 등온식에 의해 흡착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Co, Cs 및 Sr 이온의 흡착량은 각각 2.93 mg/g, 49.0
mg/g 및 9.8 mg/g이라고 보고하였다. El-Kamash (2008)는 수용액에서 합성 Na-A 제올라이트(상용품)에 의
한 Cs 및 Sr 이온의 제거 성능을 평가했다. 이 결과에서 Langmuir 모델에 의한 Cs 및 Sr 이온의 최대 흡착
량은 각각 90.7 mg/g 및 69 mg/g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용융/수열합성법의 합성조건(알카리/CFA 비)에
따른 제올라이트 물질의 결정도별 Sr 및 Cs 이온의 흡착 능력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에서 Sr 및 Cs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제인 제올라이트 물질(Z-Y2)을 제조하는
것이다. Z-Y2는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Y 발전소로부터 얻은 CFA로부터 합성되었다. SEM과 XRD
분석을 통해 NaOH / CFA 비에서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결정구조 및 결정도를 확인하였다. Z-Y2는 Sr 및
Cs 제거를 위한 흡착제로 사용되었으며, 유사 1차 및 유사 2차 흡착속도식 및 Langmuir와 Freundlich 등온
식을 이용하여 Sr 및 Cs 흡착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석탄비산재로 합성한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으며, 용융/수열합성법 및 흡착조건은 선행연
구(Lee et al., 2017)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올라이트화 물질(Z-Y2)는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CFA로부터 합성할 수 있었다. Z-Y2의 형태학적
구조는 XRD 및 SEM에 의해 정방형 결정 구조(chamfered-edged structure)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Z-Y2의 합성효율 및 결정화도는 0.3~1.2의 NaOH/CFA 비에서 XRD 피크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0.6~1.2
의 NaOH/CFA 비의 범위에서 Na-A 제올라이트가 합성되었으며, Langmuir 등온선 모델에 의한 Z-Y2의 Sr
및 Cs 이온의 최대 흡착 용량은 각각 123.6~147.6 mg/g와 124.9~160.2 mg/g으로서 상용 제올라이트의 흡착
량과 유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합성된 Z-Y2는 Sr 및 Cs 이온의 제거에 매우 효과적인 흡착제임을 보여
주었다.

4. 참고문헌
El-Kamash, A. M., 2008, Evaluation of zeolite A for the sorptive removal of Cs+ and Sr2+ ions from
aqueous solutions using batch and fixed bed column operations, J. Hazard. Mater., 151, 432-445.
Lee, C. H., Kam, S. K., Lee, M. G., 2017, Removal characteristics of Sr Ion by Na-A Zeolite synthesized
using coal fly ash generated from a thermal power plant, J. Environ. Sci. Int., 26, 363-371.
Smiciklas, I., Dimovic, S., Plecas, I., 2007, Removal of Cs1+, Sr2+ and Co2+ from aqueous solutions by
adsorption on natural clinoptilolite, Appl. Clay Sci., 35, 139-144.
Wang, M., Xu, L., Peng, J., Zhai, M., Li, J., Wei, G., 2009, Adsorption and desorption of Sr (II) ions in
the gels based on polysaccharide derivatives, J. Hazard. Mater., 171, 8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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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obacter blasticus 를 이용한 고정화 담체 제조 및
영양염류(N, P) 제거효율 평가
박지수 ․ 박영민 ․ 이예은 ․ 정근욱
충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1. 서론
최근 호수나 하천에서 발생하는 부영양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질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 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새로운 처리방법의 개발에 많
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폐수 처리에 미생물을 이용할 경우, 수계 저층부까지 도달이 어렵고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미생물 고정화법은 고분자 물
질 내에 미생물이 고정화 되어 있어 외부로 미생물이 유출되지 않는다. 또한, 반응조 내에 지속적인 활성을
갖는 미생물의 농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처리효율이 높아지고 처리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 분해능과 내염성, 악취제거능이 뛰어난 홍색비유황세균 (Purple
Non-sulfur bacteria)에 속하는 Rhodobacter blasticus를 4가지의 담체(Polysulfone, Polyvinyl alcohol(PVA),
PVA-zeolite, alginate)에 고정시키고, 각 담체별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미생물 담체를 선
정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각각 제조한 Polysulfone, Polyvinyl alcohol (PVA), PVA-zeolite, alginate 담체와 5%의 Rhodobacter
blasticus (KCTC No. 15056)를 Van Niel’s 배지에 주입하였다. 인공 영양염류(N, P) 폐수 제조는 N 0, 200,
500, 1,000, 5,000, 10,000 mg·L-1, P 0, 200, 500, 1,000 mg·L-1의 농도로 설정하였다. 영양염류의 제거효율
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총 질소(T-N)와 총 인(T-P)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선정한 담체(polysulfone, PVA, PVA+zeolite, alginate)에 Rhodobacter blasticus를 고정하여
영양염류(N, P) 제거에 사용했을 때, 모든 처리구에서 다음과 같은 제거효율 순서를 보였다; polysulfone ≥
alginate > PVA+zeolite > PVA. 하지만,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보인 polysulfone은 부유성 담체로, 부유성
수생식물의 생장을 방해할 수 있어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Alginate는 콜로이드
성 다당류로써 해조류중 갈조류의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로, 자연계에 풍부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고분자물질이다. 또한, 효소고정화나 미생물 세포고정화 등으로 생물, 의학 및 생물 공학 산업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carboxyl, hydroxyl, sulphate, phosphate, amino 등과 같은 화학적 관능기를
가지고 있어 중금속 흡착제거에도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Rhodobacter
blasticus를 alginate 담체에 고정화한 미생물 담체가 현장 적용 시 영양염류 제거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조경숙, 김정보, 정수경, 정해윤, 조정섭, 김중균, 2006, 광합성 세균을 포함한 고정화 복합미생물에 의한 질
소성분 제거, 한국해양바이오학회지, 1(2), 91-97.
Samuel, J., Pulimi, M., Paul, M. L., Maurya, A., Chandrasekaran, N., Mukherjee, A., 2013, Batch and
continuous flow studies of adsorptive removal of Cr (VI) by adapted bacterial consortia immobilized in
alginate beads, Bioresource technology, 128, 4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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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f Heavy Metals (Cd, Ni and Zn) in Synthetic
Wastewater Using Rodobacter spaeeroides
Ye-Eun Lee ․ Ji-Su Park ․ Young-Min Park ․ Keun-Yook Ch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Environmental pollutions caused by chemical pollutants, including nutrients and heavy metals, are
currently a global issue. Recently, bioremediation by photosynthetic bacteria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new
cost-effective method that has been developed to remove contaminants from wastewater. These
photosynthetic bacteria can be used for many types of wastewater treatment using the properties of various
metabolic processes that can be grown in different environments. Among them, Purple Non-Sulfur Bacteria
(PNSB) have a various growth modeling and the application in wastewater treatment which can reduce costs
with the utilization of inorganic compounds as an electron dono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eavy metals (Cd (Ⅱ), Ni (Ⅱ) and Zn (Ⅱ)) on growth of Rhodobacter sphaeroides. In addition, the
active and the passive removal of heavy metals by R. sphaeroides were examined.

2. Materials and Methods
The Rhodobacter sphaeroides (KCTC No. 1434) was inoculated by modified ATCC medium No. 1170.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eavy metals on growth and bioremediation of heavy metals ions(Cd (Ⅱ), Ni
(Ⅱ) and Zn (Ⅱ)) by R. sphaeroides. In metabolic studies, there were two experiments. In the first
experiment, the dead cells were prepared by treating 1M sodium azide (NaN3) solution and compared with
the live cells. In the second experiment, it was conducted in medium and distilled water as a comparison of
growth by nutrients. The heavy metal concentrations were analyzed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 8000, PerkinElmer, America). Also, the photosynthetic bacterial growth was
monitored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absorption at 535 nm and 650 nm. All analyses used Fisc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 of SAS Version 8.2 (SAS Institute, Cary, NC, USA).

3. Results and Discussions
The growth rates of Rhodobacter sphaeroides tend to decrease as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creased. The efficiency of removal by R. sphaeroides was in the order of Cd (Ⅱ) > Ni (Ⅱ) > Zn (Ⅱ).
Based on metabolic inhibition and metabolic-dependent studies, it was concluded that R. sphaeroides
removed heavy metals using biosorption and also bioaccumulation. The metabolic inhibition and
metabolic-dependent studies revealed that the processes of heavy metals removal by R. sphaeroides may
involve intracellular uptake and surface binding.

4. References
Bai, H. J., Zhang, Z. M., Yang, G. E., Li, B. Z., 2008, Bioremediation of cadmium by growing
Rhodobacter sphaeroides: kinetic characteristic and mechanism studies, Bioresource. Technol,., 99(16),
771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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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Ankistrodesmus bibraianus의 최적
배양조건 확립 및 영양염류(N, P) 제거 효율 평가
박영민 ․ 박지수 ․ 이예은 ․ 정근욱
충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1. 서론
최근 고농도의 유기물, 영양염류와 중금속을 함유한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처리
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 미세조류는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 등을 흡수하여 증식하
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및 폐수처리 분야까지 이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세조
류를 이용한 축산 폐수에 관한 연구가 초기 단계로 실제적인 연구가 미흡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다양한 미세조류 중 Ankistrodesmus 종은 실제 하수에서 성장이 가능하고 바이오매스에 지질함량이 높
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kistrodesmus bibraianus의 최적 배양조건(온도, pH, 광주기)을
확립하고, 영양염류(N, P)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거효율을 확인하여,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적합성을 판
단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KCTC에서 분양받은 미세조류 Ankistrodesmus bibraianus (KCTC AG20735)를 BG-11
(BlueGreen)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최적 배양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온도(15, 25, 28, 35℃), pH (3, 5, 7,
10), 광주기 (light : dark cycle, 10 : 14, 12 : 12, 14 : 10 h)의 각 조건 별로 성장을 비교하였다. 영양염류
(N, P) 합성 폐수에서 질소원으로는 NaNO3와 NH4Cl을, 인원으로는 K2HPO4를 이용하였고, 각 처리구는
500, 1,000, 5,000, 10,000 mg·L-1의 농도로 설정하였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성장 측정은
Chlorophyll-a 분석,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은 총 질소(T-N)와 총 인(T-P)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de, Inc)로 ANOVA (analysis of variance)와
Tukey's HSD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nkistrodesmus bibraianus의 최적 배양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성장을 비교해 보았다. 온도는 28 > 25 >
35 > 15℃, pH는 pH 7 > 5 > 10 > 3, 광주기는 14 : 10 > 12 : 12 > 10 : 14 h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최적 배양조건을 28℃, pH 7, 광주기 14 : 10 h로 확립하였다. A. bibraianus의 영양염류에
대한 성장 및 제거효율 실험에서 질소와 인의 단일 및 복합 합성 폐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성장이 저해되
었다. N과 P의 단일 처리구(500, 1,000, 5,000, 10,000 mg·L-1)에서 제거효율은 각각 22.9 ~ 72.3%와 11.9 ~
50.0%이었고, 복합 처리구에서 제거효율은 각각 21.1 ~ 58.3%와 9.93 ~ 50.0%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 통해, A. bibraianus는 축산 폐수 내 영양염류 제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Kang, Z., Kim, B. H., Shin, S. Y., Oh, H. M., Kim, H. S., 2012,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and
microbial diversity analysis of microalgal mini raceway open pond, Korean J. Microbiol., 48, 192-199.
Lee, J. Y., Lee, J. H., Park, J. H., 2011, Molecular Ecological Characterization of Wastewater Bacterial
Communities in Response to Algal Growth, J. Korean Soc. Environ. Eng., 33(11), 84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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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물질의 고효율 제어를 위한 이형접합 광촉매의 합성
최종욱 ․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서론
근래에 유기 광촉매인 g-C3N4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C3N4는 가시광선에서도 활성되는 광촉
매로서 TiO2의 기존 단점이었던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차세대 물질이다. 또한
Melamine, Urea와 같은 저렴한 질화탄소 전구체로 제조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g-C3N4에 기존에 광촉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nO2를 합성하여 g-C3N4의 전자 재조합; Electron
recombination을 저해하는 기작을 통해 한층 더 뛰어난 분해능을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요점이다.

2. 자료 및 방법
Melamine 을 550℃에서 2시간 소성한 뒤 500℃에서 한번 더 소성하면 g-C3N4 nanosheets가 생성된다. 이
를 Sn 전구물질이 용해된 초순수에 첨가한 뒤, Autoclave를 통해 수열합성을 진행하면 g-C3N4/SnO2 이형접
합 화합물이 생성된다. 가시광선 램프 조건 하에서 g-C3N4, SnO2, 그리고 g-C3N4/SnO2의 Rhodamine B 용액
10 ppm의 분해능을 실험한다.

3. 결과 및 고찰
광촉매를 첨가하지 않은 바탕 실험을
통해 Rhodamine B가 가시광선에 의한 분
해가 없음을 확인한 뒤 실험하였다.
g-C3N4는 3시간 기준 32%의 분해능을 나
타냈고, SnO2는 3.4 eV 가량의 넓은 밴드
갭 때문에 흡착을 제외한 분해능은 0에 수
렴했다. g-C3N4/SnO2 화합물은 1시간 경과
후부터 55%의 분해능을 보였으며 3시간
경과 후에는 94%의 분해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두 촉매가 화합물로서 안정하게
결합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며, SnO2가
g-C3N4의 전자 재조합을 효과적으로 억제
하여 전자의 들뜬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
시켰다는 것을 증명한다.
Fig. 1.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Rhodamine B measured by
UV-visible spectrometer.

4. 참고문헌
Zang et al., 2014, Synergistic collaboration of g-C3N4/SnO2 composites for enhanced visible-light
photocatalytic activity, Chem Eng J, 246, 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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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l0.75Br0.25 고효율 광촉매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분해
김동진 ․ 조완근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1. 서론
본 연구는 Cl과 Br의 비율을 조절하여 빛의 흡수 영역을 넓히면서 더 강한 반응을 내는 촉매를 개발하였고,
실내공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Toluene, Ethybenzene, o-Xylene : TEX)과 염색 폐수 중 하나인 RhB를 제
거하였다. TEX 혼합물이 각각 1 ppm의 농도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실험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촉매 제어 성능은
제시한 오염물 순서대로 각각 66.0%, 93.6%, 98.3%의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RhB는 5 ppm의 농도
로 석영반응기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12분만에 98.42%가 제어되며 매우 뛰어난 광촉매 성능을 보여주었다.

2. 자료 및 방법
Ethylbenzene, Toluene과 o-xylene mixture을 분해하였다. 각각 1
ppm, 1 L/min의 유량으로 8 W day lihgt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Rhodamine B를 분해하는 방법으로서 농도를 5 ppm을 기준으로
하여 1.5 G 300 W xenon lamp를 이용하여 600rpm으로 교반시키
는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Fig. 1. Photocatalytic plug flow system.

3. 결과 및 고찰

Fig. 2. Effect if photocatalytic VOCs(left) and Dye(right) degradations.

Fig. 3. UV-vis absorption spectra.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먼저 왼쪽 결과 그래프에서 BiOCl은 Toluene, Ethylbenzene o-Xylene 각각
8.0%,43.6%, 79.4% 의 분해능을 나타내었고, BiOBr는 각각 10.6%, 84,7%, 88.8%를 나타낸 반면 BiOCl0.75Br0.25
는 각각 66.0%, 93.6%, 98.3%의 분해능을 나타내며 우수한 광촉매 효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오른쪽 결과 그
래프는 BiOBr은 12분 태양광 조사동안 59.22%의 제거 효율을 나타내었고, BiOCl은 95.09% 의 분해능을 나타
내었으며 BiOCl0.75Br0.25은 98.42%의 분해능을 나타내며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어뿐만 아니라 수처리에서도 우수
한 광촉매 성능을 보여주므로 난분해성 유기화합물 제어에 적합한 촉매로 제안한다. DRS 측정 결과 BiOCl과
BiOBr 사이에 BiOCl0.75Br0.25이 위치하였으며 기존의 BiOCl보다 빛 흡수 영역이 넓어지며 이는 더 많은 에너지
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BiOBr 보다 큰 산화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참고문헌
Kim, D. J., Jo, W. K., Mitigation of harmful indoor organic vapors using plug-flow unit coated with 2D
g-C3N4 and metallic Cu dual-incorporated 1D titania heterostructure, Chemosphere, 2018, 202, 184-190.
Gnayem, H., Sasson, Y., 2013, Hierarchical nanostructured 3D flowerlike BiOClxBr1–x semiconductors with
exceptional visible light photocatalytic activity, ACS Catalysis, 3, 18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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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금속-유기 골격체 MIL-101(Cr)-SO3H를 이용한
스트론튬 및 세슘 이온의 흡착 제거
최정학 ․ 이준엽1) ․ 이광원2) ․ 전재영 ․ 박현준 ․ 김주용 ․ 위우진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주)켐토피아 기업부설 생활환경연구소,
2)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1. 서론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되는 저준위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대부분은 중·장반감기 핵종과 B, Na, K 등과 같
은 다량의 비방사성 화학종, 그리고 기타 단반감기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
는 액체 폐기물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으로는 137Cs, 90Sr, 60Co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긴 반감기로 인해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선택적 제거와 부피감량이 선행되어야 하며, 2차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제적인 처리/처분 공정
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흡착제를 이용한 수중 방사성 핵종 제거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전통
적으로 사용되는 다수의 흡착제 및 이온교환 소재들이 대상 핵종 이온에 대한 선택성 및 분리 농축의 효율
성 측면에서 여전히 단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선택적 맞춤형 소재의 개발과 적용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기-유기 하이브리드 다공성 물질의 일종인 금속-유기
골격체(MOFs, metal organic frameworks)로 MIL-101(Cr)-SO3H를 합성하여 이를 이용한 수중 스트론튬(Sr2+)
및 세슘(Cs ) 이온의 흡착 제거 성능을 평가하고 환경적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소재 합성의 전구물질로 monosodium 2-sulfoterephthalic acid, CrO3, 그리고 염산을 사용하였으며, 수열합
성법(hydrothermal synthesis)을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에서 MIL-101(Cr)-SO3H 소재를 합성하였다. 최종 합성
결과물인 green powder의 물성 파악을 위해 XRD, TEM, EDS 및 BET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성
MIL-101(Cr)-SO3H 소재를 이용한 Sr2+, Cs+ 이온의 흡착실험을 진행하여 조건별 흡착평형 및 최대흡착용량
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 MIL-101(Cr)-SO3H 소재의 XRD pattern은 2θ = 9°에서 주된 피크가 나타났으며, TEM 이미지를 통
해 정육면체에 가까운 결정체가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S 분석 결과로부터 합성 green powder는
C, Cr, O 및 S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합성 소재의 비표면적, pore volume 및 pore size는
각각 1861 m2/g, 0.25 cm3/g, 3.77 nm로 분석되었다. 합성 MIL-101(Cr)-SO3H 소재를 이용한 Sr2+ 및 Cs+ 이
온의 흡착실험 결과, 5 hr 이내에 흡착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seudo-2nd-order kinetic model
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용액의 pH를 3, 6, 10으로 조절한 등온흡착 실험결과, pH 3 조건에서는 흡착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pH가 증가할수록 흡착 성능이 월등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pH 10
에서의 최대흡착량(qmax)은 pH 6에서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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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iyama, G., Matsuda, R., Sato, H., Takata, M., Kitagawa, S., 2011, Cellulose hydrolysis by a new porous
coordination polymer decorated with sulfonic acid functional groups, Adv. Mater., 23, 3294-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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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난분해성 물질 저감을 위한 입상 활성탄
적용가능성에 관한 기초 연구
김효원 ․ 권민지 ․ 지현조 ․ 정진희 ․ 정병길1) ․ 최영익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 산업폐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약 45%
정도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통상의 정수처리 방법으로 대응이 어려운 이취미 물질, 색도,
음이온 계면활성제, 트리할로메탄 전구물질 등이 있다.1) 이러한 물질들은 먹는물 생산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DMn 농도를 사용한 방류수 내 유기물 정량분석은 유기물 농도를 정량화 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유기물지표인 CODMn의 대안으로 TOC 농도가 논의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TOC 항목이 신설된 바 있다.2)
총 유기탄소(TOC)는 직접적으로 탄소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체 내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측정과 적은
양의 시료로 자동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체계적으로 유기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국내 하천과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에 TOC 항목이 적용되었으며, 유기물질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는 활성탄 Pilot Plant 설치를 통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난분해성 물질 제거율을 향상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공단지역에 위치한 N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대상으로 입상 활성탄 Pilot Plant를 설치하였으며,
3개월간 총 38회에 걸쳐 처리수를 채수하여 흡착실험을 실시하였다. 흡착실험에 사용된 활성탄은 수처리용
석탄계 입상 활성탄으로 사용하였으며, Pilot Plant는 여과장치(D 0.5 m × H 2.5 m)는 하향류식으로 처리유
량은 5 m3/d이며, 여과시간은 360 min, 역세는 공세와 수세로 나뉘며 각각 5 min, 10 min으로 운전하였다.
TOC 농도는 유기탄소분석기를 이용하였고, CODMn 및 T-P 농도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입상 활성탄 Pilot Plant 적용에 따른 N하수처리장 방류수(원수)의 TOC 농도는 평균 6.9 mg/L 정도이고,
입상 활성탄 처리수의 TOC 농도는 평균 2.6 mg/L로 평균 약 61.0%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N하수
처리장 방류수(원수)의 CODMn 및 T-P 농도는 각각 평균 11.6 mg/L, 0.73 mg/L이고, 입상 활성탄 처리수의
CODMn 및 T-P 농도는 각각 평균 4.6 mg/L, 0.64 mg/L로 평균 약 60.0%, 11%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입상 활성탄 공정 적용 가능성, 지표전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질 것
이라 사료되며, 보다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4. 참고문헌
권형근, 하수처리시 용존오존부상법(DOF)에 의한 유기물질의 분해와 분자량 변화연구, 울산대학교 건설환
경공학과.
이태환, 이보미, 허 진, 정명숙, 강태구, 2010, 회귀식을 사용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CODMn 농도의 총 유기탄
소 및 난분해성 물질 농도 전환, 한국물환경학회지, 26(6), 969-975.
조영범, 오영걸, 신동철, 박철휘, 2014, 하수처리시설 총 유기탄소 분포 및 유기물질간 상관관계 분석, 한국
환경분석학회지, 17(4), 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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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 전기장의 인가전압과 온도가 칼슘이온 농도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담하 ․ 김재현1) ․ 장인성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1)

호서대학교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1. 서론
탄산칼슘 (CaCO3)에 기인한 관 내 스케일 형성은 통수능력 및 열교환기의 열전달 효율을 낮추고 불필요한 에너
지 소비의 원인이 되며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 고전압 임펄스 (High Voltage Impulse, 이하 HVI) 기술을 이용하여 수중 칼슘이온
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VI 기술이란 수 kV의 전압을 μs 이하의 단위로 방전시켜 전기장을
형성시키는 기술로 주로 식품의 비열처리 공정 (Zhao et al., 2013)에 사용되어 왔다.
CaCO3 생성반응의 엔탈피 변화량 (△H)은 48.26 (kJ/mol) 이며, 자유에너지 (△G)는 -47.70 (kJ/mol) 이다. 결국
CaCO3의 침전반응은 자발적 흡열반응이기 때문에 스케일 형성은 온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온도가
CaCO3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HVI 기술을 이용하여 수중의 Ca2+을
CaCO3로 석출시켜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가전압과 온도에 따른 Ca2+ 농도의 저감 효과를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CaCl2와 NaHCO3를 초순수에 용해시켜 100 Ca2+ mg/L의 초기농도를 가지는 인공시료를 제조하였다. HVI 장치
는 전력 4.5 kW 최대 인가전압 30 kV, 펄스 길이 4~40 μs, 주파수 100~300 Hz로 조절이 가능하다.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시료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HVI를 인가한 후 일정 시간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Ca2+
농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HVI 반응기 내 시료의 온도를 각각 25°C, 40°C, 60°C로 조절하고, HVI 인가전압을 5kV, 10kV, 15kV로 증가시
켜가며 인가하였다. 실험 시작 21시간 후 시료의 Ca2+ 농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Ca2+ 농도는 온도와 인가전압이
증가할수록 더욱 많이 감소하였다. 즉, CaCO3 석출반응은 자발적 흡열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이 촉진되며 HVI의 인가전압이 증가할수록 Ca2+ 농도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aCO3가 생성되는 반응속도 상수를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계산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CaCO3 생성반
응은 2차 반응으로 밝혀졌고, 반응속도상수, k는 온도와 전압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25℃, 0 kV의 조건과 6
0℃, 15kV 조건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반응속도상수 (k) 값이 약 9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reaction rate constant (k) calculated under different condition of temperature and applied voltage
rate constant (k), L/(mmol․day)
applied voltage, kV
5
10

Temperature
0

15

25°C

7☓10-3

10☓10-3

13☓10-3

20☓10-3

40°C

9☓10-3

15☓10-3

19☓10-3

24☓10-3

-3

-3

66☓10-3

60°C

-3

13☓10

53☓10

59☓10

4. 참고문헌
조승연, 김태희, 장인성, 홍웅기, 이준호, 2017, 고전압 임펄스 기술을 활용한 경도 제거에서 경수의 초기부피와 인
가시간이 칼슘이온 농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전기학회 논문지, 66(7), 1066-1071.
조승연, 장인성, 고전압 임펄스 기술을 활용한 슬러지 가용화, 2017, 상하수도 학회지, 31(3), 257-262.
Cho, Y. I., Lane, J., Kim, W. T., 2005, Pulsed-power treatment for physical water treatment,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n Heat and Mass Transfer, 32, 861-871.
Zhao, W., Yang, R., Shen, X., Zhang, S., Chena., X.. 2013, Lethal nad sublethal injury and kinetics of
Eshcherichia coli, Listeria monocytogenes and Staphylococcus aureus in milk by pulsed electric fields,
Journal of the food control., 32,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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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상전이촉매 용액에서 Benzimidazolide Ion (BI)에
의한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론적
연구
김정배 ․ 김경규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 서론
상전이촉매(Phase Transfer Catalyst : PTC)는 PTC가 가지는 소수성기들이 회합체를 형성하고, 반응물들
은 이 소수성기들과 잘 섞임으로써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두 분자가 반응할 때 소수성 상호작용과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PTC가 관여하는 반응성에 영향을 준다(Rodriguez 등, 1996).
두 상 간에 일어나는 반응에서 PTC에 의한 촉매반응 및 억제반응의 연구는 유기화학, 생화학, 환경화학, 제
약화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Dekeijer 등). 본 연구에서는 탈인산화 반응과 관련하여 3종류
의 ETAX 상전이촉매(PTC)를 사용하여,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 반응에서 친핵체인 benzimidazolide
ion(BI⊖)에 의해 추진되는 반응속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모든 시약은 고급시약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유기포스피네이트의 농도는 3.0×10-6M을 사용하여 친핵
제인 BI에 비해 미량을 유지하였다. 여러 가지의 ETAX 용액은 1×10-1 M 용액을 증류수와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모든 반응은 Carbonate buffer(pH 10.7) 용액속에서 행하였으며, 반응의 속도상수(kψ, sec-1)는 분광학
적 방법을 이용하여 400 nm에서 반응의 결과 생성된 p-nitrophen-oxide의 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순수한 수용액 속에서(ETAX와 BI가 없을 때)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반응 속도상수에 미치는 BI
와 ETAX의 영항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BI를 사용할 경우 상전이촉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이 급격
히 빨라짐을 볼 수 있다. IPNPIN의 경우에 2×10-3 M ETACl과 2×10-3 M BI를 사용할 경우, ETACl과 B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보다 약 90배 정도 반응속도 상수값(kψ)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DPNPIN의 경우에 2×10-3 M ETACl과 2×10-3 M BI를 사용할 경우, ETACl과 B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보다 약 110배 정도 반응속도 상수값(kψ)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소수성인 유기포스피
네이트가 물속보다 ETAX에 더 잘 수용되고, BI는 물과 ETAX 용액 속에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두 층에 존
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BI 및 ETAX의 농도변화에 따른 속도상수의 변화는 이 반응이 단순한 1차
및 2차 반응속도식에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용액 속에서 두 반응 시약인 IPNPIN 및 BI와 상전이
촉매인 ETAX 사이에 많은 수의 작은 응집된 입자(aggregates)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수용액 속에서는 불용
성인 IPNPIN과 수용성인 BI가 충돌하여 반응할 기회가 적은데 반하여 ETAX는 이 두 시약을 함께 수용하
여 세 분자 사이에 응집현상이 일어남으로 IPNPIN과 BI가 반응하기에 충분한 거리 내에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반응물질이 1:1 adducts로 반응하기보다는 여러 ETAX와 함께 많은 수의 반응분자들이 회합
(응집)되어 있음을 뜻한다.

4. 참고문헌
Dekeijzer, A. H., Koole, L. H., Van der Hofstad, W. J. M., Buckrate, H. M., 1988, Enhancement of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s in phosphate esters; Influence of conformational transmission on the
rate of solvolysis in alkyl diphenylphosphinates, J. Org. Chem., 54, 1453-1456.
Rodriguez, A., Graciani, M., Moya, M., 1996, The surface tension for the salt solutions and aqueous
solutions, Langmuir, 12, 4090-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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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핵체인 o-Iodosobenzoate Ion(IB⊖)에 의한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 반응에 미치는 ETAX
상전이촉매의 영향
김정배 ․ 김경규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 서론
계면활성제는 소수성기들이 회합체를 형성하고, 반응물들은 이 소수성기들과 잘 섞임으로써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두 분자가 반응할 때 소수성 상호작용과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면활성제가 관여
하는 반응성에 영향을 준다(Rodriguez 등, 1996). 특히 두 상 간에 일어나는 상전이촉매(Phase Transfer
Catalyst : PTC)를 비롯한 여러 계면활성제에 의한 촉매반응 및 억제반응의 연구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생
화학, 환경화학, 제약화학, 고분자화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Dekeijer 등).
본 연구에서는 탈인산화 반응과 관련하여 3종류의 ETAX 상전이촉매(PTC)를 사용하여, 유기포스피네이
트의 탈인산화 반응에서 친핵체인 o-iodosobenzoate ion(IB⊖)에 의해 추진되는 반응속도와 반응 model에 대
해서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모든 시약은 고급시약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유기포스피네이트의 농도는 3.0×10-6 M을 사용하여 친핵
제인 OH⊖나 IB⊖에 비해 미량을 유지하였다. 여러 가지의 ETAX 용액은 1×10-1 M 용액을 증류수와 희석
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반응의 속도상수(kψ, sec-1)는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400 nm에서 반응의 결과 생
성된 p-nitrophenoxide의 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순수한 수용액 속에서(ETAX와 IB⊖가 없을 때) 유기포스피네이트의 탈인산화반응 속도상수에 미치는 IB⊖
와 ETAX의 영항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IB⊖를 사용할 경우 상전이촉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이 급
격히 빨라짐을 볼 수 있다. IPNPIN의 경우에 2×10-3 M ETACl과 2×10-3 M IB⊖를 사용할 경우, ETACl과
IB⊖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보다 약 108배 정도 반응속도 상수값(kψ)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DPNPIN의 경우에 2×10-3 M ETACl과 2×10-3 M IB⊖를 사용할 경우, ETACl과 IB⊖를 사용하지 않
았을 때의 경우보다 약 115배 정도 반응속도 상수값(kψ)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소수성인
유기포스피네이트가 물속보다 ETAX에 더 잘 수용되고, IB⊖는 물과 ETAX 용액 속에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두 층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IB⊖ 및 ETAX의 농도변화에 따른 속도상수의 변화는 이 반응이
단순한 1차 및 2차 반응속도식에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용액 속에서 두 반응 시약인 IPNPIN 및
IB⊖와 상전이촉매인 ETAX 사이에 많은 수의 작은 응집된 입자(aggregates)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수용액
속에서는 불용성인 IPNPIN과 수용성인 IB⊖가 충돌하여 반응할 기회가 적은데 반하여 ETAX는 이 두 시약
을 함께 수용하여 세 분자 사이에 응집현상이 일어남으로 IPNPIN과 IB⊖가 반응하기에 충분한 거리 내에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반응물질이 1:1 adducts로 반응하기보다는 여러 ETAX와 함께 많은 수의
반응분자들이 회합(응집)되어 있음을 뜻한다.

4. 참고문헌
Dekeijzer, A. H., Koole, L. H., Van der Hofstad, W. J. M., Buckrate, H. M., 1988, Enhancement of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s in phosphate esters; Influence of conformational transmission on the
rate of solvolysis in alkyl diphenylphosphinates, J. Org. Chem., 54, 1453-1456.
Rodriguez, A., Graciani, M., Moya, M., 1996, The surface tension for the salt solutions and aqueous
solutions, Langmuir, 12, 4090-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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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상전이촉매 용액에서 유기산 에스테르의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benzimidazole(BI)에 의한 친핵적 효과
김정배 ․ 김경규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 서론
지난 수십년 동안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상 간
에 Phase Transfer Catalyst (PTC)를 비롯한 여러 계면활성제에 의한 촉매반응 및 억제반응의 연구는 물리화
학, 유기화학, 생화학, 환경화학, 제약화학, 고분자화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유기
에스테르와 유기 포스페이트들의 가수분해반응(hydrolysis) 및 탈인산화반응(dephosphorylation)등은 효소반
응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Dekeijer 등).
특히 두 상 간에 일어나는 반응에서 PTC에 의한 촉매반응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가수분해 반응과 관련하여 3종류의 ETAX 상전이촉매(PTC : ETABr, ETACl, ETAMs)를 사용하
여, 유기산 에스테르의 가수분해 반응에서 친핵체인 benzimidazole(BI)에 의해 추진되는 반응속도와 반응
model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모든 시약은 고급시약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유기산 에스테르의 농도는 3.0×10-6M을 사용하여 친핵제
인 BI에 비해 미량을 유지하였다. 여러 가지의 ETAX 용액은 1×10-1 M 용액을 증류수와 희석하여 사용하
였다. 모든 반응의 속도상수(kψ, sec-1)는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400 nm에서 반응의 결과 생성된
p-nitrophenoxide의 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순수한 Tris buffer(pH 8.3) 용액 속에서(ETAX와 BI가 없을 때) 유기산 에스테르의 가수분해 속도상수에
미치는 BI와 ETAX의 영항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BI를 사용할 경우 상전이촉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
응이 급격히 빨라짐을 볼 수 있다. PNA의 경우에 2×10-3 M ETABr과 2×10-3 M BI를 사용할 경우, ETACl
과 B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보다 약 23배 정도 반응속도 상수값(kψ)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PNP의 경우에 2×10-3 M ETABr과 2×10-3 M BI를 사용할 경우, ETABr과 B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의 경우보다 약 31배 정도 반응속도 상수값(kψ)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소수성인 PNP가 물
속보다 ETAX에 더 잘 수용되고, BI는 물과 ETAX 용액 속에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두 층에 존재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BI 및 ETAX의 농도변화에 따른 속도상수의 변화는 이 반응이 단순한 1차 반응속도식
에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용액 속에서 두 반응 시약인 PNP 및 BI와 상전이촉매인 ETAX 사이에
많은 수의 작은 응집된 입자(aggregates)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수용액 속에서는 불용성인 PNP와과 수용성
인 BI가 충돌하여 반응할 기회가 적은데 반하여 ETAX는 이 두 시약을 함께 수용하여 세 분자 사이에 응집
현상이 일어남으로 PNP과 BI가 반응하기에 충분한 거리 내에 있게 된다. 그리고 기질의 종류에 따른 속도
의 빠르기는 NPV > NPP > NPA 순서였다.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에서 친핵체에 의한 D2O 중수소 동위원
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4. 참고문헌
Dekeijzer, A. H., Koole, L. H., Van der Hofstad, W. J. M., Buckrate, H. M., 1988, Enhancement of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s in phosphate esters; Influence of conformational transmission on the
rate of solvolysis in alkyl diphenylphosphinates, J. Org. Chem., 54, 1453-1456.
Rodriguez, A., Graciani, M., Moya, M., 1996, The surface tension for the salt solutions and aqueous
solutions, Langmuir, 12, 4090-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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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이용한
Sr과 Cs 이온의 흡착속도 및 등온흡착 특성
이창한 ․ 감상규1) ․ 조은님2) ․ 안갑환 ․ 이민규3)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산업보건학과,

1. 서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수중으로 유입되
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Sr과 Cs 원소는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로 신체의 세포와 결합하여 백혈병,
빈혈, 유전적 변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2009). Alemayehu and Lennartz
(2009)는 에티오피아 Rift Valley 화산석을 흡착제로 사용한 경우에 Cd 이온의 흡착량이 각각 0.00224 mg/g
이었다고 하였다. Sekomo et al.(2012)은 르완다 Gisenyi 화산석으로 수중의 Cd, Cu, Pb 및 Zn 이온을 제거
하는 연구에서 흡착량이 각각 6.29 mg/g, 14.31 mg/g, 13.85 mg/g 및 4.85 mg/g으로 수중의 금속 이온을 제
거하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화산석으로부터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해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이용하여 수중
에 존재하는 Sr 이온과 Cs 이온의 흡착 특성을 알아보았다. Sr 이온과 Cs 이온의 흡착 특성은 회분식으로
진행되었으며, Sr 이온과 Cs 이온의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결과를 유사 1차 속도식과 유사 2차 속도식에 적
용하여 흡착속도를 해석하였으며, 등온실험결과를 Langmuir 등온식, Freundlich 등온식 및 D-R 등온식에 적
용하여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석탄비산재로 합성한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으며, 용융/수열합성법 및 흡착조건은 선행연
구(Lee et al., 2017)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다량 산재되어 있는 화산석을 NaOH/Scoria 비가 1.2 ~ 1.8에서 용융/수열합성법
에 의해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합성할 수 있었으며, XRD와 SEM으로 높은 결정화도 및 Na-A 제올라이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올라이트화 물질에 의한 Sr 이온과 Cs 이온의 흡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Sr 이온과 Cs 이온의 농도 변화 결과를 유사 1차 속도식
과 2차 속도식에 적용한 결과 유사 2차 속도식에 잘 만족하였다. 등온 흡착 실험결과는 Langmuir 등온식에
적합하였으며, Langmuir 등온식으로 계산된 Sr 이온과 Cs 이온의 최대 흡착량은 각각 154.84 mg/g 및
144.01 mg/g이었다.

4. 참고문헌
Alemayehu, E., Lennartz, B., 2009, Virgin volcanic rocks: kinetics and equilibrium studies for the
adsorption of cadmium from water, J. Hazard. Mater., 169(1), 395-401.
Lee, C. H., Kam, S. K., Lee, M. G., 2017, Removal characteristics of Sr Ion by Na-A Zeolite synthesized
using coal fly ash generated from a thermal power plant, J. Environ. Sci. Int., 26, 363-371.
Wang, M., Xu, L., Peng, J., Zhai, M., Li, J., Wei, G., 2009, Adsorption and desorption of Sr (II) ions in
the gels based on polysaccharide derivatives, J. Hazard. Mater., 171, 820-826.
Sekomo, C. B., Rousseau, D. P., Lens, P. N., 2012, Use of Gisenyi volcanic rock for adsorptive removal of
Cd (II), Cu (II), Pb (II), and Zn (II) from wastewater, Water Air Soil Pollut., 223(2), 5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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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나노튜브전극의 전기화학적특성 및 성능평가
양소영1,2) · 박현웅1,2)
1)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2)

경북대학교 에너지공학부

1. 서론
TiO2는 저비용, 높은 안정성 및 처리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수처리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
근, TiO2의 환원에 의해 생성된 표면결함(surface defact)은 광/전기촉매활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환원처리는 높은 온도하에서 수소, 헬룸 등 가스에 의한 열처리와 음전압/전류를 가하는 전기화학적 처
리가 있으며, 이들에 의해 수처리 적용시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이 2배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함부위(defect site)를 가지고 있는 티타늄나노튜브전극에 코발트(Cobalt)수용액에 담지하여
환원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전극간의 수처리적 성능을 비교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i 호일을 0.14 M NH4F(Aldrich)/에틸렌글리콜용액에 1시간동안 50V 전압을 가하여 티타늄나노튜브를
만들었다. 이 전극을 0.1M KH2PO4(pH7.2)에 90초동안 –54mA를 가하여 전기화학적 환원을 하였으며 24시
간동안 코발트 용액에 담지하였다. 이들 전극을 이용하여 N,N-dimethyl-p-nitrosoaniline 및 요오드산화, 미
생물살균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전기화학적 환원처리와 담지에 의해 전극을 제작하였다.
2)코발트를 가진 환원된 티타늄나노튜브전극은 수처리 효율성이 2~3배 증가하였다.
3) 환원된 티타늄나노튜브전극은 티타늄나노튜브전극보다 코발트의 흡착성이 16배 정도 높았다.

4. 참고문헌
Hoffmann, M. R., Martin, S. T., Choi, W. Y., Bahnemann, D. W., 1995, Environmental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 Photocatalysis, Chem. Rev., 95(1), 69-96.
Yang, S. Y., Jeong, H. W., Kim, B. J., Han, D. S., Choi, W., Park, H., 2019, Electrocatalytic co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for synergistic water treatment, Chem. Eng. J., 358, 497-503.
Yang, Y., Kao, L. C., Liu, Y. Y., Sun, K., Yu, H. T., Guo, J. H., Liou, S. Y. H., Hoffmann, M. R., 2018,
Cobalt-Doped black TiO2 nanotube array as a stable anode for oxygen evolution and electrochemical
wastewater treatment. Acs. Catal., 8(5), 4278-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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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를 PAN으로 고정화한
비드에 의한 수 중 Ni2+, Zn2+ 및 Cr3+의 흡착 특성
감상규 ․ 김정태1) ․ 이창한2) ․ 이민규3)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축협공판장,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제주도는 화산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토양 중 Ni, Zn 및 Cr 등의 중금속이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
하고 있고 이를 중금속은 폐수 중에 함유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금속을 함유하는 폐수는 방류하기 전에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는 중금속 제거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나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다량 산재해 있
는 스코리아로부터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고, 이를 polyacrylonitrile(PAN)을 사용하여 고정화한 PAN-합성 제
올라이트 비드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또한 이들 비드를 이용하여 중금속 이온(Ni2+, Zn2+
및 Cr3+)의 흡착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성 제올라이트는 ㈜송이산업에서 구입한 스코리아를 용융/수열합성에 의해 합성한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였고 이를 고분자화합물인 PAN를 이용하여 PAN-합성 제올라이트 비드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PAN-합성 제올라이트 비드는 XRD, FT-IR, TGA 및 SEM 등으로 특성을 분석하였고, 비드에 의한
중금속 이온(Ni2+, Zn2+ 및 Cr3+)의 흡착실험은 회분식으로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조한 PAN-합성 제올라이트 비드의 특성은 XRD, FT-IR, TGA 및 SEM 등으로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
으며, 비드 내에 합성 제올라이트가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AN은 다른 고분자화합물인
PS(polysulfone)에 비해서는 열적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N-합성 제올라이트 비드의 최적 조건은 PAN 1.0 g, 합성 제올라이트 2.0 g 조건이었으며, PAN-합성
제올라이트에 의한 Ni2+, Zn2+ 및 Cr3+의 흡착은 유사 2차속도식 및 Langmuir 흡착등온식에 잘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말의 합성 제올라이트를 PAN에 고정하여도 각 중금속에 대해 82%, 68%, 73%의 활성점
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PS-합성 제올라이트 비드보다 중금속 이온의 흡착능이 우수하
였으며, 중금속 이온의 흡착능은 Zn2+ > Ni2+ > Cr3+의 순으로 흡착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PAN-합성
제올라이트 비드에 의한 중금속 이온의 재사용을 검토한 결과 5회 반복하여도 81%, 85%, 75%의 제거율을
보임으로써 반복 사용하여도 비드의 물리적 변화나 흡착능에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는 PAN에 성공적으로 고정화되고, 제조한 비드를 Ni2+, Zn2+ 및
Cr 의 제거에 적용한 결과, Zn2+ > Ni2+ > Cr3+의 순으로 흡착능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금속 이온의 흡착
은 유사 2차속도식 및 Langmuir 흡착등온식에 잘 부합되었고, 재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반복 사용하여
도 비드의 물리적 변화나 흡착능에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3+

5. 참고문헌
Lee, M. G., Kam, S. K., Suh, J. H., Lee, C. H., 2018, Preparation of novel adsorbent PSf-SZ beads via
immobilization of zeolite prepared volcanic rocks with polysulfone and their Sr ion removal
characteristics,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131, 2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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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석, 황토/폴리우레탄 및 활성탄/폴리우레탄 담체를 충전한
바이오필터에서 혼합가스(황화수소-스틸렌, 황화수소-스틸렌암모니아)의 제거 특성
감상규 · 강경호1) · 이창한2) · 이민규3)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축산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생물학적 처리기술의 일종인 바이오필터
(biofilter)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돈장 분뇨의 액비화시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으며, 국
내 대기환경보전법상에 규제하고 있는 스틸렌(styrene),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및 암모니아(ammonia)를
실험대상가스로 선정하고, 담체로는 제주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화산석과 복합담체인 활성탄/폴리우레탄
및 황토/폴리우레탄을 이용한 바이오필터 장치를 이용하여 혼합가스의 제거 특성을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바이오필터 장치는 시료 주입부, 혼합기, Nutrient 순환부, 바이오필터 칼럼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이
용하여 황화수소-스틸렌, 암모니아-황화수소-스틸렌과 같은 혼합가스의 제거특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담체로는 제주도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산석(스코리아), 활성탄 및 황토에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을 접목한 활성탄/폴리우레탄 복합담체, 황토/폴리우레탄 복합담체을 사용
하였고, 미생물로는 하수처리장의 반송슬러지를 이용하였다. 운전인자로는 공탑접촉시간(EBCT), 혼합상태의
악취물질의 유입부하량의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BCT를 30 sec로 유지하면서 황화수소의 유입농도를 100 ppm으로 고정하고 스틸렌의 유입농도를 10,
20, 30, 40, 60, 75 ppm으로 변화시켜 황화수소-스틸렌 혼합가스에 대해 제거특성을 검토한 결과, 화산석은
스틸렌의 유입농도를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었을 경우에도 2~3일 정도의 순응 기간을 보이면서 스틸렌의 유
입농도 60 ppm까지 100%의 제거율 보였으나 황토/폴리우레탄과 활성탄/폴리우레탄 복합담체를 충전한 바
이오필터에서는 스틸렌의 유입농도 60, 75 ppm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각각 제거율이 89, 73%를 나타내었다.
또한 EBCT를 60 sec에서 20 sec로 변화시켰을 경우에도 화산석은 다른 담체에 비해 30-35% 높은 제거율
을 보였다.
EBCT를 30 sec로 고정하고 황화수소는 50, 100 ppm, 스틸렌은 15, 30, 40 ppm, 암모니아는 5, 10, 20,
30 ppm으로 변화를 주어 황화수소-스틸렌-암모니아 혼합가스 제거 특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바이오필터에
서 뚜렷한 저해작용 없이 황화수소 100 ppm, 스틸렌 40 ppm, 암모니아 30 ppm의 유입농도에 대해 100%
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4. 결론
화산석과 복합담체인 활성탄/폴리우레탄 및 황토/폴리우레탄을 이용한 바이오필터 장치를 이용하여 황화
수소-스틸렌, 암모니아-황화수소-스틸렌과 같은 혼합가스의 제거특성을 검토한 결과, 화산석이 다른 담체에
비해 매우 높은 제거효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5. 참고문헌
Kam, S. K., J. K. Kim, .K., Lee, M. G., 2011, Removal characteristics of mixed gas of ethyl acetate and
2-butanol by a biofilter packed with jeju scoria, Korean J. Chem. Eng., 28(4), 1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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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중 포함된 에탄올아민의 분석법
남정환 ․ 유미선 ․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서론
에탄올아민(2-aminoethanol, ETA)는 HOCH2CH2NH2(C2H7NO)의 화학식을 가지는 유기화합물로, 분자내
아민기와 알코올기를 모두 함유한 물질로 모노트라이아민, 다이트라이에탄올아민, 트라이에탄올아민을 총칭
한 것이다.
모노에탄올아민은 석탄, 메탄, 바이오 연소로 발생된 CO2의 흡수제, 유화제 및 계면활성제 등으로 오랫동
안 그 쓰임이 많은 물질이다. 이 외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 등으로 발생된 열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냉
각수에 미생물이 생육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탄올아민을 살균 혹은 항균
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용 후 폐기되는 냉각수는 사용된 에탄올아민을 제거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에서 발생된 폐수 속에 포함된 에탄올 아민의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을 검
토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2. 실험방법
국내 에탄올아민의 분석방법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외의 경우 HPLC, GC, ,IC 등의 여러 분석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폐수 중에 포함된 Ethanolamine은 Benzenesulfonyl chloride을 주입하여 유도체화 하
고 이를 dichloromethane을 용매로 추출하며, 내부표준물질을 추가하여 GC로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에 따른
검량선 작성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수원수 및 처리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조된 표준시료를 7번씩 분석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여 0.9959 수준의 매우 우수한 직
선성을 나타내었다.
1 ~ 70 mg/L로 제조된 농도에 대해서는 7회 반복측정결과 매우 우수한 정밀도를 나타내었으나, 130 ~
200 mg/L 농도 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농도에 해당하여 각각의 측정값에 차이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시료의 분석결과 폐수 원수인 경우 희석배수를 감안하여 분석하여 얻은 폐수의 평균 농도는 약
10,000 ppm 이었으며, 산화분해처리방법을 거친 시료수의 평균 농도는 약 3 ppm 수준에 해당하여 폐수 중
에탄올아민의 분석방법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자료는 한수원 K-CLOUD(한수원 개방형 R＆D)과제(2018～2019)의 연구의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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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상구균에 대한 LED조사에 따른 알데하이드류 농도변화
추이
유미선 ․ 양성봉 ․ 문선영1) ․ 홍성결1) ․ 박형호1)
울산대학교 화학과,

1)

LG전자 IEQ선행연구팀

1. 서론
일상에서 가장 흔히 존재하는 균의 서식으로 인해 냄새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전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증식된 균으로 인한 냄새를 저감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균을 제균 혹은 살균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LED 조사에 따른 미생물 억제에 따른 냄새물질 중 알데하이드류의
저감여부를 판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페트리디쉬에 농도별 포도상구균 시료를 준비하고 278 nm와 405 nm에서 LED를 조사하였을 때 조사유
무 및 조사시간에 따른 알데하이드 물질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였다. 발생된 냄새성분 중 알데하이드류만 검
출하기 위해 DNPH(kitagawa, Japan)에 일정량의 공기시료를 농축하고 이를 아세토나이트릴 용매를 주입하
여 추출 ․ 제거한 후 에틸아세테이트 1mL와 내부표준물질 용액(디페닐아민) 80 L를 주입한 후 GC/NPD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된 알데하이드 농도를 각 알데하이드의 최소감지농도로 나누어 예상악취농도를 측정한 결과 낮은 농
도에서는 i-뷰틸알데하이드의 기여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기여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LED 조사파장이 짧은 경우가 조사파장이 긴 경우보다 알데하이드 발생량이
높았으며, LED 조사유무에 따라서는 LED를 조사한 경우 알데하이드 농도의 저감이 나타났으며, LED 조사
시간이 길수록 냄새발생 수준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자료는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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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

수성못유원지 장소성 인식
한재경 ․ 엄붕훈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 ․ 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수성못유원지는 대구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연간 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수성못은 1927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된 이후 1967년 수성못과 그 일대를 유원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기반시설 부족과 수
질오염 등으로 유원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0년 이후 생태복원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산책
데크 설치,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여 대구시민의 도심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수성못유원지는 과거와 비교하
여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모습과 역할이 많이 변화하였다. 장소성은 지역만의 특성을 형성시켜 지역경제 발
전과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Lee and Choi, 2011). 장소성 형성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장소
마케팅의 핵심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성못유원지 생태복
원 사업 이후 방문객의 만족도와 장소성 형성 요인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장소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수성못유원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6일간 진행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55부를 분석하였다. 측정항목은 만족도 4문항, 장소애착
4문항, 장소기능 4문항, 행동의도 3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사용한 주요 지표는 CFI, RMSEA이며 CFI는 0.90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10,000회를 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이 행동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도는 장소기능과 장소
애착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정적인 여향을 미칠 것이라 가
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만족도와 행
동의도의 관계에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Fig. 1과 같이 만족도
→ 장소기능(β=.577, p<.001, H2), 장소애착 → 행동의도(β
=.450, p<.001, H3) 장소기능 → 행동의도(β=.247, p<0.05,
H4), 장소기능 → 장소애착(β=.637, p<.001, H6)은 통계적
Fig. 1. SEM of Suseong lake.
으로 유의하였다. 만족도 → 장소애착(H1), 만족도 → 행동
의도(H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 → 장소
기능 → 장소애착 → 행동의도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H5의 만족도와 행동의도 간
의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장소기능과 장소애착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을 입증하였다. 수성유원지는 장소성에는 장소기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4. 참고문헌
Lee, N. H., Choi, C, G., 2011, Causality of placeness formatio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The Case of Hongik University area in Korea, J. Kor. Plan. Ass., 4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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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2)

실내 도시농업에서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 평가
김태연 ․ 김수창 ․ 이종관 ․ 장준희 ․ 여진성 ․ 송희연1) ․ 주세영2) ․ 염경진2) ․ 주진희3) ․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식품학전공, 3)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1. 서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품질저하와 토지개발에 따른 경작지 감소로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재원 등, 2018). 이에 안정적인 식물재배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최근 그 해결책의 하나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채영 등, 2019). 이에 본 연구는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을 평가함으로써 실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
함은 물론 기능성 공영식물의 그로서란트(grocerant) 메뉴 개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건국대학교 녹색환경조절실험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구
조성은 투명 플라스틱컵 안에 펄라이트 15 g, 원예용 상토 60 g 으로 각각 배수층과 상토층을 조성한 뒤 파
종 후 상토 5 g을 복토하였다. 공영 엽채류는 기존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청치마상추(Lactuca sativa L.)와
적치커리(Cichorium intybus L.) 그리고 적겨자(Brassica juncea L.) 등을 선정하였다.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을 알아보기 위해 적치커리 단일파종(이하 CC), 청치마상추의 단일파종(이하LC), 공영파종(이하
C3L1, C2L1, C1L1, C1L2, C1L3)등 총 7가지로 파종하였다. 또한 적겨자 단일파종(이하 MC), 청치마상추 단일
파종(이하 LC)와 공영파종(이하 L3M1, L2M1, L1M1, L1M2, L1M3) 등 총 7가지로 파종하였다. 실험구는 각각
파종비율별로 9반복하여 LED 식물배양대에 완전임의배치하였다. 생육 및 생산성은 발아율, 초장, 근장, 엽
장, 엽폭, 엽수, 상대엽록소함량, 생체중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적치커리와 청치마상추간 실험구에서 적치커리는 초장, 근장, 상대엽록소
함량, 생체중 등의 항목이 C3L1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적치커리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육과 생
산성이 높고, 상추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육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치마상추의 경우 배합비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상부 생체중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C3L1 공영파
종 실험구에서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적겨자와 청치마상추간 실험구에서 적겨자는 파종비율이 높을수록 생육 및 생산성이 높았으며, 청치마상
추는 M1L1 실험구에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청치마상추와 적겨자의 경우는 청치마상추 : 적겨자 = 1: 1
파종비율이 차후 실내 도시농업에서 공영 엽채류의 생육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결과는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식물체 내 기능성 성분과 그로서란트(grocerant) 메뉴 개발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4. 참고문헌
정재원, 김성섭, 이인규, 소남호, 고현석, 2018, 이상기후가 과수 생산성에 미치는 악영향 - 기상특보 발효횟
수를 중심으로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20(4), 305-312.
채영, 홍인경, 이상미, 정영빈, 한경숙, 장윤아, 육수현, 2019, 도시텃밭의 공영식물 혼식재배가 배추과 채소
의 해충 발생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원예학회지, 37(1),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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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CaCl2) 제설제 피해지역의 토양제염을 위한
토양개량제-구절초처리 간 SPC (Soil-Plant Continuum)
기법의 효용성
양지 ․ 김언1) ․ 김태현 ․ 박지환 ․ 이유진 ․ 김원태2) ․ 주진희3) ․ 윤용한3)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토양의 염류화 현상은 제설제 피해지역인 가로변 토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과도한 염류집적은 식물 체내에
엽록소 파괴, 세포막 손상, 효소 활성 저해 등의 독성을 유발한다(이예훈 등, 2017). 지금까지 염해토양 제염에 관한
연구들은 여러 방법이 검토되었으나 개량제의 종류, 처리수준, 혼합방법 등에 의해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식물과 토양개량제를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SPC기법(soil-plant
continuum)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내염성 식물들은 염해지 환경개선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손재권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내염성 식물인 구절초를 이용하여 염화칼슘(CaCl2)
처리에 따른 염분 저항성과 활성탄, 하이드로볼 등의 친환경적 토양개량제 처리에 따른 토양 침출수의 화학적 특성
을 비교 분석하여 염해 피해지 제염처리를 위한 SPC기법(soil-plant continuum)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전공 유리온실에서 수행되었으며, 실험기간
온실 내부 조건은 평균기온 12.8℃, 평균 최저기온 4.0℃, 평균일조시간은 248.9 hr.로 조사되었다. 염화칼슘 처리농
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순도 74%의 염화칼슘(CaCl2)을 0, 1, 2, 5, 10 g/L (이하 Cont., C1, C2, C5, C10)
총 5가지 농도로 수용액을 조제한 후 관주 하였다. 식물재료는 크기가 균일한 15 cm의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를 직경 10 cm, 높이 9 cm의 플라스틱 포트에 부직포를 깔고 원예용상토(한판승, ㈜삼화그린택, Korea)
100 g을 채운 뒤 모종을 10반복으로 정식하였다. 토양개량제의 처리는 하이드로볼, 활성탄 등 2종류를 사용하여
각각 원예용상토의 20%의 부피비로 혼합하여 염화칼슘 10 g/L농도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Cont.(Plant), H.P
(Hydroball+Plant), AC.P (Active Carbon+Plant)로 조성하였다. 토양 침출수 채취를 위하여 포트 하부에 지름 14
cm의 플라스틱 용기를 받쳐놓았다. 토양 침출수의 이화학적 특성은 2주 간격으로 염화칼슘 수용액을 200 ml씩 분
주한 뒤 침투되는 침출수의 pH, EC, 염류계 치환성양이온(K+, Ca2+, Na+, Mg2+)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생육은 매월 1회 초장, 엽장, 엽폭, 엽수를 조사하였고, 실험 종료 후 구절초의 생체중, 건물중 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염화칼슘(CaCl2) 처리에 따른 토양침출수의 pH와 EC는 염화칼슘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염류계 치환성 양이온의 칼슘(Ca2+), 나트륨(Na+)에서 C10 > C5 > C2 > C1 > Cont. 순으로 염화칼
슘 처리농도가 높아질수록 염화물계 치환성 양이온 함량이 증가하였다. 토양개량제는 Cont., AC.P, H.P 순으로 하
이드로볼을 처리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염화칼슘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절초의 초장은 C1 > C2 > Cont.
> C5 > C10 처리구 순으로 높았으며 엽장과 엽폭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되었다. 전반적으로 C1 처리구에
서 가장 양호했으며, 고농도인 C5, C10 처리구에서는 8월 측정 시 모두 고사하였다. 토양개량제 처리구의 경우
H.P, AC.P, Cont. 순으로 생육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4. 참고문헌
손재권, 송재도, 신원태, 이수환, 류진희, 조재영, 2016, 간척지 염해토양의 Phytoremediation에 의한 제염, 한국유기
농업학회, 24(3), 583-598.
이예훈, 김지윤, 이정수, Khok Pros, 박지원, 한광현, 2017, AgCl 침전 전후 전기전도도 변화를 이용한 염해지 포화
침출액의 염소이온 신속 정량, 한국응용생명화학회, 60(3), 2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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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피해지역 염류저감을 위한 식생매트 공법별 효과
이종영 ․ 김경훈 ․ 오준석 ․ 김강훈 ․ 윤석규 ․ 이재만1) ․ 김원태2) ․ 주진희3) ․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최근 겨울철 적설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와 인접한 토양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염화칼슘
(CaCl2), 염화나트륨(NaCl)과 같은 염화물계 제설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염화칼슘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김영구, 2011). 하지만 과다한 염류살포는 토양의 이·화학적 구조를 불량하게 할
수 있어 식물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송근준,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제설제로 오염된 토양
에서 식생매트 공법에 따른 식물 생육과 염류저감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추후 제설제 피해지역 현장적용을
위한 최적의 식생매트를 선정하고자 한다.

2.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유리온실에서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구는 삽목상자(가로 52 cm × 세로 36.5 cm × 높이 9 cm)에 펄라이트로 배수층을 조성하고, 원예용 상토를
포설한 후 파종하였다. 종자는 내염성이 강하고, 환경 적응성이 높은 국화과 3종인 구절초(Chrysanthemum
zawadaskii), 쑥부쟁이(Aster yomena), 산국(Dendranthema boreale)과 벼과 2종인 갈대(Phragmites australis),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등을 선정하였다. 염화나트륨(NaCl)처리 실험구는 Cont.(Control), VM
(Vegetable Mat), BC (Blancat)로 상토 위에 멀칭하였다. 3월에서 5월까지 염화나트륨(NaCl) 10g/L 농도로 2
주에 한 번씩 관수한 후 각 식생매트 공법별 발아율을 측정하였다. 염화칼슘(CaCl2)처리 실험구는 염화나트
륨 처리에서 발아율이 비교적 높았던 국화과 3종인 구절초, 쑥부쟁이, 산국 등을 중심으로 파종하였으며,
Cont.(Control), BVM (Blancat + Vegetable mat)로 5월에서 9월까지 염화칼슘(CaCl2) 10g/L 농도로 2주에
한 번씩 관수한 후 발아율과 식물생육을 조사·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염화나트륨(NaCl)처리 토양산도는 BC > Cont. > VM 순으로 높았고 전기전도도는 VM > BC > Cont.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NaCl 처리 후 공시식물의 발아율은 Cont. = BC >
VM 순으로 구절초의 발아율이 0.6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공시식물은 모두 발아하지 않았다.
2) 염화칼슘(CaCl2)처리 토양산도는 BVM > Cont. 순으로 높았지만 확연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기
전도도는 Cont. > BVM 순으로 분석되었다. CaCl2 처리 후 공시식물 발아율은 BVM > Cont. 순으로 분석
되었다. 공시식물별 발아율은 NaCl처리와 마찬가지로 구절초의 발아율은 Cont.(18.67%), BVM(22.6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국 Cont.(4.33%), BVM(14%) 순으로 높았고 쑥부쟁이 Cont.(3.67%), BVM(6%)
의 발아율이 가장 낮았다. 식물의 생육 정도는 초장, 엽장, 엽폭, 엽수 모두 BVM > Cont. 순으로 분석되었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BVM 식생매트가 대조구에 비해 염류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
후 제설제 피해지역에서의 현장적용과 더불어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김영구, 2011, 도로 제설제로서 염화나트륨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공
학석사학위논문.
송근준, 한심희, 하태주, 2003, 토양 중 NaCl 농도에 따른 느티나무의 생리적 특성 변화, 한국농림기상학회
지, 5(3), 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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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토마토-바질의 생육 및
생산성에 미치는 공영식재 효과
장원식 ․ 김미령 ․ 이현아 ․ 조현진 ․ 송희연1) ․ 주세영2) ․ 염경진2) ․ 주진희3) ․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식품학전공, 3)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도시농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도시민들의 다원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안희성, 2013). 뿐만
아니라 최근 자급자족 형태의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융합 도시농업
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한주형과 장동민, 2014).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불필요한 시비와 농약 사용의 증가는 토양오염과 식물생육을 점차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어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친환경 농법으로 공영식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한
녹지공간인 옥상에서 대표적인 식용식물인 토마토-바질간의 공영식재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친
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복합실습동 건물 옥상에서 수행하였다. 옥상에서의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공영식물로는 토마토의 질병을 예방하고 바이오매스를 증가시키는 바질(Ocimum
basilicum)과 질소고정으로 바질의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를 선정하였다(Keondra, 2016). 실험구는 가로 500 mm × 세로 500 mm × 높이 250 mm의 플
롯을 제작하여 도시농업용 배합토를 20 cm 높이로 포설하였다. 토마토와 바질간 식재비율을 중심으로 TC,
T2B1, T1B1, T1B2, BC (T=Tomato, B=Basil)등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3반복으로 식재하여 총 15개의
실험구를 조성하였다. 측정항목은 토양, 생육, 생리, 과실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13가지 세부항목을 조사 ․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구 토양의 온도, 수분함량, 전기전도도의 경우 토마토-바질간의 공영식재비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토마토의 생육 및 생리는 실험구 T2B1과 TC에서 가장 높았으며, T1B1에서 가장 낮았다. 반
면, 바질의 생육 및 생리는 실험구 T1B1에서 가장 높았고, BC에서 가장 낮았다. 생산성에서 과실의 크기는
TC에서 증대되었으나 당도에 있어서는 공영식재 실험구인 T2B1과 T1B1에서 단일식재 실험구인 TC보다 높
은 당도를 보였다. 병충해는 실험구 T1B1에서 가장 높았고 T2B1에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토양, 생육 및
생리, 생산성, 병충해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토마토-바질간 공영식재의 비율은 T2B1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마토-바질간의 공영식재 효과는 단일식재보다 높으며, 토마토의 식재비
율이 바질보다 많은 것이 전반적인 생육 및 생산성에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참고문헌
안희성, 2013, 옥상조경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발전 방안,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주형, 장동민, 2014, 도시농업의 이론, 패러다임 및 유형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5(6), 33-46.
Jenkins, K., 2016, An Analysis of the allelopathic relationship between basil (Ocimum basilicum) and tomatoes
(Solanum lycopersicum) as an alternative to fertilizer, Master Degree of Rappahannock Commun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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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피해지 LID 식생대 조성을 위한 자생초화류와
토양개량제간의 현장 적용성 평가
김현욱 ․ 지승 ․ 김도열 ․ 윤예솔 ․ 주나훔 ․ 양지1) ․ 김원태2) ․ 주진희3) ․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LID 기법이란 개발 전 자연이 가지고 있던 수문학적 기작(침투, 저류, 증발산)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토양, 미생
물 및 식물을 통한 오염물질의 흡착, 여과, 생물분해, 식물흡입, 화학적 분해 등이 이루어지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말한다(최혜선 등, 2016). 이러한 관점에서 LID 식물은 광합성과 호흡과정을 통해 영향면
적을 최소화하고 자연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강우 유출수내에 함유된 영양물질, 중금속, 염류 등의 물질을 흡입하여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식물을 말한다고 하겠다(김동현 등, 2014). 한편, 겨울철 가로변 제설제(CaCl2, NaCl)의 과
다한 살포는 급격한 토양의 이화학적 변화와 가로변 식생대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중 하나이다
(김일섭과 강호민,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자생초화류인 구절초, 수크령 등과 친환경 토양개량제간의 가로변 현장
적용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제설제 피해지의 염류저감을 위한 LID 식생대 조성 실무자료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충청북도 충주시 건대 사거리부터 단호사까지의 가로변 반
송 식재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제설제 피해 정도의 분류는 반송의 가시적 황변정도와 식재지 토양의 pH,
EC를 토대로 토양의 제설제 피해 정도를 상, 중, 하 세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공시식물로는 내염성이 높은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과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등을 선정하였으며, 각 처리구별 10본씩 3반복으로
총 180본을 식재하였다. 토양개량제 처리를 하지 않은 구역 H (high saline), M (medium saline), L (low saline)와
토양개량제 하이드로볼을 멀칭한 구역 H.H (high saline hydroball), M.H (medium saline hydroball), L.H (low
saline hydroball)등 총 6가지 실험구를 설치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토양의 이화학성(염화물계 치환성양이온, pH,
EC)과 식물생육(초장, 엽장, 엽폭, 엽수, 경경)및 생존율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현장 적용실험 종료 후 식물의
생체중과 건물중 및 식물체 내 염화물계 치환성양이온(K+, Ca2+, Na+, Mg2+)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로변 식재지 토양의 pH, EC는 수크령과 구절초 모두 H > M > L 구역 순으로 제설제 피해로 인해 황변이 심한
실험구에서 높게 측정이 되었으나, 실험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감소됨에 따라 제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염화물계 치환성양이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식물의 생존율은 제설제 피해가 높은 구역에서 가장
저조하였고, 피해가 낮은 구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절초의 전체 생존율은 80%, 수크령의 전체 생존율은
49%로 구절초가 염해 토양에 더 잘 견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종에 따른 생육결과 구절초는 L > L.H > M.H
> M > H.H > H 순으로, 수크령은 L.H > M.H > L > M > H.H > H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구절초, 수크령 모
두 하이드로볼 멀칭 구역이 멀칭하지 않은 구역에 비해 우수한 생육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제설제 피해가 높은 토양
일수록 식물의 생육과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하이드로볼을 멀칭한 토양이 식물생육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식물을 통한 제염효과는 구절초가 수크령보다 염에 대한 내성이 높은 식물로 평가되었다.

4. 참고문헌
김동현, 서혜정, 이병국, 2014, 비도시화 토지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그린인프라 적용기법 : 에코델타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36(6), 402-411.
김일섭, 강호민, 2006, 염류축적 토양에서 몇 가지 채소의 토양염류 제염 효과, 시설원예 ․ 식물공장, 15(4), 396-399.
최혜선, 홍정선, 이소영, 김이형, 2016, LID시설에 적용된 식물의 염분 저항성 및 효과 평가한국습지학회, 18(2),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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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정원에서 은사초와의 공영식재기법이 두메부추,
섬기린초의 생육 및 생리에 미치는 영향
정다영 ․ 유혜원 ․ 이상준 ․ 이예린 ․ 고경명 ․ 서수현1) ․ 양지1) ․ 이재만1) ․ 송희연1) ․ 주진희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최근 도시의 고밀화 현상과 인구집중은 대기 및 공기질 악화, 열섬현상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인 인공지반녹화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불안정해진 도시생태계에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녹화방법이라 할 수 있다(윤희정 등, 2013). 특히, 지속가능한 옥상정원
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물의 도입과 식재기법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윤평섭 등,
2007), 식물들간의 적합한 식재기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은사초와의 공생식재
기법이 두메부추와 섬기린초의 생육 및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적합한 공영식재기법을 선발하
고자 한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충청북도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복합실습동 옥상에서 수
행하였다. 실험구의 경우 50 cm(가로) × 50 cm(세로) × 25 cm(높이) 크기로 제작하여 인공배합토를 20 cm
높이로 포설하였다. 공시식물로는 은사초(Carex conica, 이하 C), 두메부추(Allium senescens, 이하 A), 섬기
린초(Sedum takesimense, 이하 S)로 선정하였다. 식재비율에 따라 은사초 단일식재(이하 CC), 은사초 : 두메
부추, 섬기린초 = 3 : 3 교차식재(이하 C3A3.I), 은사초 : 두메부추, 섬기린초 = 4 : 1 강조식재(이하 C4A1),
은사초 : 두메부추, 섬기린초 = 3 : 3 열식재(이하 C3LA3.L)로 각각 3반복의 실험구에 정식하였다. 생육 및
생리 측정항목으로 초장, 초폭, 엽장, 엽폭, 엽수, 마디수, 상대엽록소함량, 생체중, 건물중 등을 중심으로 월
별로 조사 ․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은사초와의 공생식재기법에 따른 두메부추, 섬기린초의 생육을 측정한 결과 섬기린초 > 두메부추 > 단일
순으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사초와의 공생식재에서는 섬기린초와 식재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보이며, 초장, 엽장, 엽수에서는 교차식재가, 엽폭에서는 강조식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전반적으로 은사초와 섬기린초의 공영식재기법은 C3S3.I > C3S1 > C3S3.L 순으로 교차식재 > 강조식
재 > 열식재 순으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은사초와 섬기린초의 교차식재가 옥상정원에
적합한 식재방법으로 사료되며, 좀 더 다양한 수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윤평섭, 이자희, 유병열, 2007, 옥상정원의 식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식물 ․ 인간 ․ 환경학회지, 10(2), 1-7.
윤희정, 장성완, 이은희, 2013, 관리조방형 옥상녹화의 식재모델별 표면온도 모니터링, 한국생태환경건축학
회 논문집, 13(5), 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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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도심 소규모 공원의 식재 유형별 기온차이 규명
강석진 ․ 김수민 ․ 임준 ․ 최일헌 ․ 박성록1)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도시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은 부족한 실정
이다. 현재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녹지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권현정 외, 2019). 이
에 환경 적응형 도시 숲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노태환, 2015), 도시녹지의 기온 저감이 그
주변 도심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윤용한 외, 2000)가 진행되었다. 또한 녹지의 식재거리에 따른 내부
의 기온저감효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대부분의 녹지 구분에 의한 기온 변화가 예측되는 것을 전제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지 소규모 녹지의 기온 측정을 통해 기상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녹지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도심지 녹지 내 기온 변화에 효과적인 녹지 관리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는 충북 충주시 교현동 383-15에 위치한 녹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수목 식재현황은 교목
으로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산수유나무, 팥배나무, 수양버드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등 136주가 생육하고 있
고 관목으로는 배초향, 좀작살나무 등 246주가 생육하고 있다. 주로 자작나무가 우점하고 있고 관목류 중에
서는 배초향의 식재 면적이 가장 넓게 관찰되었다. 대상지 측정지점은 토지 피복유형으로 구분해 측정을 실
시하였다. 측정방법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1.5 m에서 기온은 온도 데이터 로거로 1분마다 측정하였고, 동시
에 열선풍속계로 풍속, 상대습도를 일사계로 일사량을 시간당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 기간은 7월 예비
조사를 거쳐 측정지점을 선정한 뒤, 8월부터 일사가 충분한 기상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측정 시간은 24시간
측정하였으며, 통계분석은 산포도 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 유형 구분을 통해 일원배치분산 분석과 던컨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상환경 측정결과 최고 기온은 14시에서 15시에 측정되었으며, 최저기온은 일사가 비춰지기 직전인 5시
에서 6시로 분석되었다. 기온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최고기온 시에 확연하게 분석되었으며, 평균적으로 교목
층이 가장 낮게, 나지 및 일반 식재지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기온시의 경우 교목에서 기온이 가
장 높고, 나지에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 습도의 경우 기온과
반비례하였으며, 풍속의 경우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4. 참고문헌
권현정, 오충현, 2019,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숲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9(1),
117-118.
노태환, 2015, 서울시 도시환경 변화 및 관리에 따른 환경적응형 남산 도시숲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용한, 송태갑, 2000, 도시공원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조경학회지, 28(2), 39-48.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사업임(NRF-2017
R1A2B4008433)

- 164 -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OD9)

거리협곡 구조 및 가로수 식재유형에 따른 기상환경변화 연구
박세환 ․ 곽민식 ․ 신찬빈 ․ 장진범 ․ 진효정 ․ 최원준1)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도심지 거리협곡은 기상환경 악화 및 대기오염, 열환경 악화 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도심지 내 기
상환경 악화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
다(Rosenthal, J. K. 2014). 이러한 도심지의 기상환경 악화 및 열환경 악화는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도심지 열환경 연구 및 거리협곡 내부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거리협곡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대부분 대기환경 오염 및 풍동실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도심지
열환경 연구 또한 대규모 녹지 혹은 도심지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분석 연구, 시뮬레이션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었다. 반면 국외 연구의 경우 다양한 거리협곡 모형을 통해 거리협곡 내부의 기상환경 변화 및 열환경
악화에 대한 실측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재 도심지의 거리협곡을 실측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리협곡의 건물배치 및 가로녹지 유형 변화에 따른 기상환경의 변화를 실측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거리협곡 배치유형 및 가로녹지 배치유형과의 기상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구 위치는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복합실습동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구
조성은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폭 1.5 m, 높이 1.2 m, 너비 2 m로, 거리협곡 구조의 구분은 전 ․ 후면이
개방된 Type 1과 절반이 막혀있는 Type 2, 사방이 막혀있는 Type 3으로 구분하였다. 가로수 식재 유형은
공시식물을 율마(Cupressus macrocarpa)로 선정하였으며, 가로공간 크기를 고려하여 가로수 2열 식재인 2
way 큰 율만(45±2 cm) 유형과 가로수 4열 식재 유형인 4 way 작은율마(25±1 cm)유형, 가로수가 배치되지
않은 control로 각각 조성하였다. 측정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일기가 맑은 날을 대
상으로 측정 시간은 일사가 가장 강한 11시에서 16시까지 진행하였다. 측정항목은 거리협곡 유형 및 가로공
간 배치 유형별 기온, 습구온도, 흑구온도, 풍속, 상대습도, 일사량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결과를 통해 복
사에너지와 기상환경 간의 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거리협곡 구조와 가로수 식재 유형에 따른 복사에너지 및 기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전 ․ 후면이
개방된 Type 1보다 벽체에 의해 사방이 막혀있는 Type 3에서 기온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며, 상대습도의
경우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단파 복사에너지의 경우 콘크리트 블록에 단파 복사에너지가 현열의 형태
로 축적되어 Type 3에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며, 장파 복사에너지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가로수
식재 구조의 경우 풍속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로수 식재유형의 기온이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대습도의
경우 반대의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Rosenthal, J. K., Kinney, P. L., Metzger, K. B., 2014, Intra-urban vulnerability to heat-related mortality in
New York City, 1997–2006. Health & place, 30, 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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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범죄예방설계디자인(CPTED) 적용이 안전도 및 공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채예지 ․ 강보림 ․ 고정석 ․ 양창섭 ․ 장은혜 ․ 정다운 ․ 최원준1)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도심지 공원은 자연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용률 증가와 동시에 인구 밀집으로 인한 공원 내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 공간이 되고 있다. 이에 공원 내 범죄 및 불안감 해소와 안정감 증진을 위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PTED)적용 및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공원 내 CPTED 적용에 관
한 연구는 공원 내 시설물 개선 및 디자인 요소,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과 같은 시설물 중심의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으나(김태완 외, 2012; 손지현 외, 2015; 정철우와 이종현2017), CPTED 기법에 근거한 평가지
표 및 이용객 평가와 같은 실증연구 및 관계분석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CPTED 적용 및 안전만족도, 공원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CPTED
기법에 근거한 시설물 평가 및 공원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공원 내 CPTED
적용이 안전도 및 공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CPTED 적용에 있어 공원에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근린공원 이용만족도가 시설물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충주시와 서울특별시의 근린공원을 각
각 2곳, 총 4곳으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숲과 양재 시민의 숲, 충주시의 경우 호암지 공원과, 금릉소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용자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21회 진행하였다. 시설물 평
가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원리를 바탕으로 리커트 척도로 실행하였으며, 안전만족도 및 전반적 만
족도에 대한 CPTED 상관분석을 통해 안전만족도 및 이용만족도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근린공원 이용만족도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여성대비 남성이 시설물 안전성이 좋
다고 응답하였으며, 충주시에서 남 ․ 여간 차이가 더욱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차이는 두 도시 모
두 10대, 20대, 7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만족도와
시설물 및 공원 전반 만족도의 관계분석 결과 서울시의 경우 위생시설과 주차공간에서 안전만족도와 상관
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그 외 모든 시설물 유형에서 상관관계가 입증되었고, 공원 만족도의 경우 모든 항
목에서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반면 충주시의 경우 시설물과 공원 만족도에서 모두 상관성이 입증되었다.

4. 참고문헌
김태완, 서유리, 이혜란, 김성균, 2012,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한 CPTED 지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셉테드학회지, 3, 64-76.
손지현, 김종구, 김유준, 2015, 근린공원 CPTED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유형별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5(1), 237-254.
정철우, 이종화, 2017, 요구분석을 통한 공원 CPTED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8, 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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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섬 습지내 식생유형별 미기후 차이 규명
강예림 ․ 김민서 ․ 이재욱 ․ 장서영 ․ 장세현 ․ 이상훈1) ․ 윤용한2) ․ 김정호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습지는 하천, 연못, 늪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수질 정화, 기후조절, 생물다양성 유지, 여가 등 인간
생활과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습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김정욱, 2019). 그러나 습지 내 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저감 연구 등 습지의 기능적 측면에서 다수 진행되었으나, 식생유형에 따른 기후적 측면 연구는 다소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주시에 위치한 비내섬 습지를 대상으로 식생유형을 구분하고, 유형간
기상요소를 측정하여 토지피복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습지 내 식생유형에 따른 미
기후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 충주시 비내섬 습지를 대상으로 우점하고 있는 식생에 따라 갈대군락, 버드나무군락,
나지 세 유형을 측정지점을 선정하였다. 지점마다 기상요소(기온, 상대습도, 풍속)를 지표면을 기준으로
1.5m 높이에 자동기상관측기(WatchDog 2000, USA)를 설치하였으며, 측정주기는 1분으로 24시간 측정하였
으며, 측정기간은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다.
측정한 데이터간의 유의성을 도출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DMRT를
실시하여 유형간 평균차를 검증하였다. 항목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비내섬 습지의 식생현황은 버드나무, 물억새, 달뿌리풀, 환삼덩굴 등이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 기상요소에서 기온의 경우 나지 > 갈대군락 > 버드나무군락 순이였으며, 상대습도는 버드나무군락
> 갈대군락 > 나지 순으로 측정되었다. 풍속은 나지 > 버드나무군락 > 갈대군락 순으로 측정되었다.
계절별 평균온도 변화는 갈대군락 > 버드나무군락 > 나지의 순으로 온도변화폭은 갈대군락에서 가장 크
게 측정되었으며, 상대습도의 경우 버드나무군락 > 갈대군락 > 나지의 순으로 상대습도 변화폭은 버드나무
군락에서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 풍속은 나지 > 버드나무군락 > 갈대군락로 갈대군락에서 풍속의 변화는
없었다.
유형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차이는 갈대군락 > 버드나무군락 > 나지의 순으로 온도변화 폭은 나지에
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갈대군락 > 버드나무군락 > 나지의 순으로 상대습도 변화 폭은
나지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풍속은 갈대군락, 버드나무군락의 경우 일정하였으며, 나지에서만 변화가
있었다.

4. 참고문헌
김정욱, 2019, 기후변화에 따른 습지의 수문생태와 기능변화 전망 및 지속가능성 평가, 인하대학교, 박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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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형 도시숲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 충주시 만리산을 대상으로 송소연 ․ 이경우 ․ 장연식 ․ 조한재 ․ 홍지원 ․ 정주현1)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산림은 도로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피난처
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숲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유소연 등, 2017). 선행연구로 기상과 대기오염의 관한
연구 및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연구(박옥윤, 2004; 허희염, 2018) 등이 진행되었으나, 미세먼지 피난
처의 역할인 산림내부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도시숲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차이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지형 도시숲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차이를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만리산 일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07시, 12시, 18시에 1시간동안 5반복
측정하였다. 조사항목은 미세먼지 입경에 따라 PM2.5, PM5.0으로 나누어 조사한 후, 측정지점마다 기상요소
(기온, 상대습도, 풍속)를 측정하여 충주시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측정지점은 대조군인 안림사거리와
주거지, 도시숲으로 나누었고, 도시숲은 물리적 특성인 지형구조(능선, 계곡, 사면)에 따라 3지점과 각각의
사면(남동향, 남서향, 북향)을 고도별(산록부, 산복부, 산정부)로 나누어 9지점으로 구분하여 총 12지점의
식생현황(우점종, 밀도, 수고, 흉고직경, 울폐도)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충주시 안림동에 위치한 만리산의 식생현황은 소나무-참나무 혼효림으로 식생밀도는 약 4.2±2.8주/10 m2,
수고는 약 14.0±2.0 m, 흉고직경은 약 25.7±21.2 cm, 울폐도는 약 76.0±13.2%로 조사되었다. 일평균 전체
미세먼지의 경우 PM2.5와 PM5.0 모두 안림사거리 > 주거지 > 도시숲 순으로 대조군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지형구조에 따른 산림의 미세먼지의 경우 두 입경 모두 사면 > 계곡 > 능선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면
에 따른 미세먼지의 경우 PM2.5 남동향 > 북향 > 남서향, PM5.0 북향 > 남동향 > 남서향 순으로 남서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도별 미세먼지의 경우 입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면이 산록부 > 산복부 > 산정부 순
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박옥윤, 2004, 마산연안지역과 전주내륙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기상인자간의 통계분석을 통한 비교연
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논문.
유소연, 구남인, 오정학, 박찬열, 2017, 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 변화 특성, 한국환경과학회, 26(1), 191-191.
허희염, 2018, 도시 및 녹지계획 측면에서 초미세먼지(PM2.5) 저감 대책에 관한 연구 : 중국 베이징시를 중
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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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지역 잎들깨에서 차먼지응애(Polyphagotarsonemus
latus (Banks))의 발생양상과 공간적 분포특성
서윤경 ․ 최용석1) ․ 안승원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1. 서론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잎들깨에 발생하는 응애류는 점박이응애, 차응애, 차먼지응애이
다. 이들 응애류 중에서 최근 가장 피해가 심한 응애는 차먼지응애이다. 차먼지응애의 알은 흰색으로 신초
나 잎 뒷면에 산란한다. 수컷의 유충은 0.13 mm의 반투명한 유백색이고 세 쌍의 다리가 있으며 자라면서
몸이 팽창하여 성충이 된다. 성충의 암컷은 0.23~0.26 mm의 납작한 장타원형의 담갈색이며, 수컷은
0.17~0.21 mm의 육각형이며 황갈색이다.

2. 재료 및 방법
차먼지응애는 육안으로 관찰이 되지 않고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대발생 수준으로 화학약제로도
방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금산군 추부면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농가에서 차먼지응애
의 발생양상과 시설내 공간적 분포특성 그리고 잎에서의 공간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차먼지응애는 5월 하순경 최초 발생하여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였고 시설내에서 집중분포지수(Ia)가 방
제시험을 추진하는 시험구 2곳과 일반관행재배지에서 모두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신뢰성은 낮으나 임의
분포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먼지응애는 잎들깨에서 줄기보다는 잎을 선호하였고 잎에
서도 신초를 가장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차먼지응애는 시설 잎들깨에서 집중분포지수가 1에 가까운 임의분포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사람에 의해 옮겨짐을 알 수 있었고, 신초를 선호하는 차먼지응애의 주내 분포양상은 엽
채류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발생생태학적
특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잎들깨의 차먼지응애 방제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화학약제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약제 저항성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PLS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약잔류문제로 인
해 농가의 피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밀도를 억제하고 나
아가 기피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방제 인자의 선발과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 169 -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OD14)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트랩식물 선발과
이용효과에 관한 연구
최용석 ․ 서윤경1) ․ 안승원1)
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교역의 증가 등으로 인해 돌발해충과 외래해충의 유입 및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은 꽃매미(Lycorma delicatula), 갈색날개매미충(Ricania sp.)를 비롯
하여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등의 대발생으로 인해 생태계의 교란과 경제적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미국선녀벌레는 선녀벌레과, 꽃매미상과에 속하는 종으로 원산지는 북미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선녀
벌레는 원산지에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충이 아니나 이탈리아의 경우 콩의 30~40%가 이충에 의해 수확
량이 감소할 만큼 침입한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한 해충이 될 수 있다.

2. 재료 및 방법
미국선녀벌레는 기주범위도 넓으며 발육단계별로 약충과 성충이 선호하는 기주가 다른 기주범위를 가지
며 국내 98과 345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는 농경지내 방제 만으로는 방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선녀벌레가 선호하는 기주를 선발하고 선발된 기주를
활용하여 농경지 주변에 식제 함으로써 미국선녀벌레가 농경지로의 유입을 차단하여 방제할 수 있는 트랩
식물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국선녀벌레가 선호하는 다른 기주인 콩, 들깨, 참깨를 대상으로 해바라기와의 유인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해바라기가 가장 높은 유인력을 보였고, 식물체의 성숙 정도에 따라 유인력에 차이를 보였다. 어린 단계
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콩과 해바라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숙 단계의 식물에서는 콩보다 해바
라기로 유인되는 결과를 얻었다. 아로니아 재배포장 주변에 해바라기를 팬스 플란트로 설치하고 7일 간격으
로 미국선녀벌레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약충단계와 산란전단계인 8월 상순까지는 해바라기에서 밀도가 높
았으나 산란기에 접어든 성충단계에서는 해바라기보다 아로니아에서 밀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해바라기는 미국선녀벌레의 약충과 산란전단계의 성충에 대하여 유인식물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선녀벌레가 문제시 되는 친환경재배포장이나 화학약제의 한계를 보이는 포장
의 경우 주변에 해바라기를 울타리로써 약 1 m의 버퍼구간에 식재한다면 포장내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유인된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방제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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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육쪽 코끼리마늘의 흑마늘 제조시 시기별 무기질 함량
분석
조용구 ․ 장명준 ․ 오태석 ․ 박윤진 ․ 안승원1) ․ 김창호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구근식물로 독특한 향과 매운맛으로 인해 향산
조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량의 유기 황 화합물이 존재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흑마늘은 통마늘을 고온 항온기에 일정시간 숙성시켜 마늘의 자체 성분과 효소 등에 의해
진한 흑갈색으로 변한 것으로 마늘의 강한 냄새와 매운맛이 감소되는 반면 점도가 높아지고 감미와 산미가
조화를 이루어 마늘 섭취를 용이하게 만든 대표적인 마늘 가공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산육쪽 ․ 코끼리마늘
의 흑마늘 제조시 생리황성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충남 서산·태안에서 재배된 것을 서산의 농업회사법인
산야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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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에서 20분간 가열하였다. 흑마늘은 가열 숙성기에서 스테인레스스틸 용기에 담아 50~90℃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5일, 10일, 15일간 숙성시켜 사용하였다. 시료는 HNO3 10 ml을 넣고 microwave를 통해 용해
하여 ICP로는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마늘의 Ca은 코끼리흑마늘 15일숙성에서 3.05 mg/L로 가장 높았으며, Si의 육쪽흑마늘 수치는 10일 숙성
까지 Si의 수치가 감소되었으나 육쪽마늘 10일 0.07 mg/L와 15일 1.01 mg/L을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Fe는 코끼리흑마늘 10일 숙성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났으며, Al은 코끼리흑마늘 15일 숙
성 때 0.30 mg/L로 나타났다. Mg의 코끼리마늘 15일 숙성 수치가 모든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Na은 육쪽마늘의 경우 10일 숙성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K는 10일 숙성한 육쪽마늘에서 3.52 mg/L
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Table 1. Analysis of the minerals content of garlic
Yukjjok
Garlic
K
Li
B
Na
Mg
Al
Si
Ca
Cr
Mn
Fe
Cu
Zn
As
Mo
W

2.2
0
0
0.79
2.22
0.02
0.12
1.75
0.01
0.25
0
0.02
-

maturation day
Black
5
2.1
0
0.07
0.83
2.2
0.08
1.7
0.02
0.24
0
0.01
0.04
0.01

(unit: mg/L)

maturation of
Garlic (days)
10
3.52
0
0.06
1.93
4.02
0.07
2.67
0.01
0
0.31
0
0.03
0
-

Yukjjok
15
1.87
0
0
0.7
2.4
1.01
2.73
0.01
0.19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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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phant
Garlic
1.17
0
0.59
1.95
0.01
0.33
1.47
0.01
0.23
0.01
0.04
-

maturation day maturation of
Elephant Black Garlic (days)
5
10
15
0.75
1.79
2.02
0
0
0
0
0.02
0.04
0.55
0.76
0.82
1.63
3.94
4.97
0.3
0.1
0.05
0.09
1.19
2
3.05
0.01
0.01
0.02
0.01
0.03
0.21
0.51
0.49
0
0.01
0
-0.01
0.08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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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리베치의 생육시기별 사료가치 분석
조용구 ․ 장명준 ․ 손태영 ․ 오은경 ․ 오태석 ․ 안승원1) ․ 김창호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192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된 헤어리베치는 내한성이 강해 자운영 등이 월동하기 어려운 중부 이북지역에
서 주로 재배되던 주요 두과 녹비작물이다. 헤어리베치의 피복은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잡초발생을 억제
하며 후작물에 충분한 질소를 공급하여 지역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비작물 재배면적은 2011
년 9만8천 ha이며 이중 헤어리베치 면적은 4만2천7백 ha로 약 44%를 차지한다. 본 실험은 헤어리베치의 생
육시기별 사료가치 분석을 통하여 사료자원으로 이용되는 헤어리베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국립공주대학교 부속 농장에서 2018년 5월 15일부터 7일 간격으로 채취하였
으며, 헤어리베치는 실험실에서 뿌리부분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한 다음 자연건조하여 물기를 제거하
였다. 시료는 HNO3 10ml을 넣고 microwave를 통해 용해하여 ICP 로는 분석하였다. 시료는 각 채취시기별
로 반복마다 1kg씩 시료를 취하여 70℃ 순환식 건조기에 60시간 이상 건조한 후 분쇄기로 분쇄하여 사료가
치 분석에 이용하다. 시료의 조단백질은 AOAC(1995) 방법으로, Neutral Detergent Fiber (NDF)와 Acid
Detergent Fiber (ADF)는 Goering과 Van Soest(1970)의 방법으로 분석하다.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는 ADF와 NDF는 건물소화율 섭취량과 높은 상계를 가진다는 에 근거하여 TDN(%) = 88.9 - (0.79
× ADF)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다(Holland et al., 1990).

3. 결과 및 고찰
P(43.07 mg/L), Mg(26.64 mg/L), Si(3.88 mg/L), Ca(96.11 mg/L), Cu(0.19 mg/L), Zn(0.87 mg/L)은 6월
12일에 가장 높은 무기질 함량수치를 보였다. Al(10.63 mg/L), Fe(6.76 mg/L)은 6월 5일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단백질은 5월 29일에 21.89%로 가장 높았고, 조지방은 5월 15일에 2%로 가장 컸다. 이어서 조섬
유는 6월 12일에 36.5%, 조회분은 5월22일에 9.82%, ADF는 5월22일에 38.12%, NDF는 6월 12일에
50.04%의 최댓값이 나왔다.
Table 1. 생육시기별 무기질 분석
B

(mg/L)

생육시기

P

Na

Mg

Al

5.15..

34.82

0.19

0.29

23.77

0.56

1.41

81.83

0.71

1.14

0.11

0.83

5.22..

17.3

0.13

0.27

19.75

0.48

1.69

71.58

0.42

0.77

0.08

0.41

5.29..

29.82

0.13

0.29

17.33

7.97

3.05

49.12

0.03

0.46

5.29

0.08

0.61

6.05..

36.3

0.14

0.31

22.38 10.63

3.23

70.63

0.04

0.55

6.76

0

0.12

0.81

6.12..

43.07

0.18

0.32

26.64

3.88

96.11

0.01

0.55

5.33

0

0.19

0.87

8.31

Si

Ca

Cr

Mn

Fe

Ni

Cu

Zn

As

Mo

0

0

Table 2. 생육시기별 사료성분 검정결과

(%)

생육시기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ADF

NDF

TDN

5.15.

19.45

2

25.75

7.66

29.65

39.02

65.48

5.22.

20.67

1.61

33.88

9.82

38.21

48.96

58.71

5.29.

21.89

1.81

30.43

8.47

35.44

46.19

60.90

6. 5.

20.89

1.95

31.95

9.74

34.45

45.05

61.68

6.12.

16.71

1.3

36.5

8.73

37.89

50.04

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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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 처리에 따른 자실체 구조 Amino acids분석
이상철 ․ 김태권 ․ 오태석 ․ 박윤진 ․ 안승원1) ․ 장명준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서론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은 활엽수 고사목에 주로 발생하는 식용버섯으로 국내 총재배면적 1,247
ha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버섯이다. 이러한 버섯의 풍미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아
미노산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NaCl을 1% 처리하였을 때 느타리버섯의 구조 아미노산의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 접종원 제조
본 시험에 사용된 느타리 균주는 경기도 버섯연구소에서 분양받은 흑타리를 사용하였다. 접종원 및 균사
체배양에 사용된 기본 배양 배지는 Potato Dextrose Agar (PDA, difico, USA)를 사용하였으며, 121℃에서
15 min 동안 autoclave(HVA-85, Hirayama, Japan)로 가압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 구조아미노산 분석
느타리버섯 자실체를 시료로 하여 원심분리(3,000 rpm/10 min) 후 상등액을 사용하였다. 상등액에 5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희석한 시료에 5% Trichloroacetic Acid (TCA)를 동량 넣어 2배로 희석한 뒤 12,000
rpm/15 min 처리하여 상등액을 분리하고, 상등액에 n-hexane을 처리하여 지질 및 색소 등 비극성 물질을 제
거하였다. n-hexane을 처리한 시료는 0.2 ㎛ Syringe filter 후 HITACHI L-8900 Amino Acid Analyzer을 사
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roline은 대조구에 비해 6.9 mg/g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Threonine과 Serine은 각각 3.63 mg/g,
3.22 mg/g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중 특이하게 Glutamic acids는 1.08 mg/g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rginine의 경우에는 5.21 mg/g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NaCl 처리는 느타리버섯의 구조 아미노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향성분 및 자실체의
생육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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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한 들깻잎의 관능특성 및 물성에 미치는 클로렐라
시비효과
안승원 ․ 윤에스더 ․ 조용구1) ․ 장명준1) ․ 오태석1) ․ 박윤진1) ․ 김창호1)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서론
금산 깻잎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잎이 두껍고 색깔이 아름다우며 향기가 독특해서 소비자들
로부터 고품질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다(금산농업기술센터). 금산 농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작물의 영양관
리 및 병해충관리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기능성이 풍부한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
양한 연구 및 현장중심의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기술 중에 클로렐라를 활용한 재배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산군 특산작목인 금산깻잎을 대상으로 클로렐라를 활용한 농업이 들깻잎 생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탐구하고 그 결과 및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들깻잎 고유의 향기성분들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Mass)로 조사하여, 스펙트로포토메타로 동정하였다.
관능검사는 20대~60대까지 세대별로 10명씩 선발하여 깻잎의 맛과 향기 등의 관능 특성을 묘사하게 하고
공통적으로 묘사된 맛과 향에 대하여 가장 좋다 9점 ~ 가장 나쁘다 1점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들을 정량적
묘사분석 (QDA)을 실시하였다. 들깻잎의 조직특성으로 경도(hardness)와 씹힘성(chewiness), 탄력성(springness)
등은 식품조직특성분석기(Texture Analyzer, TA/XT2)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들깻잎의 향과 맛을 대조구(무처리구)와 클로렐라 500배액 처리구를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클로렐라
500배액 처리구 들깻잎이 깻잎 고유의 향이 더 강하였고 떫은맛은 3.1% 대조구가 적었다.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클로렐라 500배액 처리구가 각각 28.6%, 9.5%, 20.8%, 5.9%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감칠맛과 기호도에서도 각각 12%와 19% 클로렐라 500배액 처리구 깻잎이 무처리구의 깻잎보
다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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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에서 24절기에 관측한 지온과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상관성 분석 및 Q10 산정
소윤환 ․ 강동환 ․ 김병우1)
부경대학교 환경연구소,

1)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융합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잔디밭에서 지온에 의한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잔디밭의 9개 지
점에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 동안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지온을 총 24회 관측하였다. 잔디밭에서 지
온의 평균은 2.2~36.7℃ 정도로서 8월에 가장 높고 1월에 가장 낮았으며,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평균은
12~1479 mgCO2·m-2·hr-1 정도이며, 잔디밭에서 대기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은 여름이 겨울보다 10배 정도
높았다. 잔디밭에서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지수함수에 의해 추정된 온도반응계수는 0.1065~
0.1274의 범위이었으며,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증가 경향은 지온이 0~20℃ 조건에서는 선형적이
고 20~40℃ 조건에서는 지수적이었다. 잔디밭의 9개 관측 지점별 Q10 값은 2.901~3.575의 범위이었으며, 잔
디밭에서 관측된 전체 자료를 이용한 Q10 값은 3.374로 산정되었다. 공간적인 분포가 균질한 잔디밭에서는
관측 지점별 Q10 값의 평균과 전체 자료에 의한 Q10 값이 유사하게 산정되었다.
Key words : 잔디밭, 24절기, 지온, 이산화탄소 플럭스, 상관계수,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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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친수활동 구간의 남조류 분포 특성 연구
이유정 ․ 김미희 ․ 지화성 ․ 박성현 ․ 박홍기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하여 대구·경북 지역을 지나 부산까지 총 유로연장 525.8 km, 유역면적
23,860 km2인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하천이다. 낙동강 하류부에는 영남 지역민의 상수원구간으로서 중요
할 뿐 아니라 최근 낙동강변을 따라 3개의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빈번하나 긴 체류시
간을 가진 폐쇄성 수역의 특성으로 매년 조류 대발생 등으로 수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Son, 2013). 또한,
조류 중 남조류는 한번 증식하면 수일 내로 대량 증식이 가능하여 제어가 어려우므로 환경부에서 유해남조
류 세포수를 모니터링하는 조류 경보제를 상수원수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NIER,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류의 친수활동 구간에서의 2개 지점에서 유해남조류 번성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낙동강 하류부 중 부산광역시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 등 2개 지점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강 중앙에
서 2018년 6월 ~ 10월 주1회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수온, pH, DO 등 수질항목과 유해남조류
종동정 및 개체수 등 남조류 발생 관계 항목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 기간 동안 낙동강 하류는 평균 수온 25.2℃, pH 7.8 및 DO 9.4 mg/L이었다. 유해남조류는 Aphanizomenon
flos-aquae가 6월 첫 주에 잠시 우점한 뒤 Microcystis aeruginosa가 10월까지 번성하였다가 그 후에 Dolichosperium
(Anabaena) smithii와 Aphanizomenon flos-aquae가 우점하였다. 화명생태공원의 남조류는 평균 89,820
cells/mL, 최대 661,818 cells/mL이었고 삼락생태공원에서는 평균 92,734 cells/mL, 최대 770,909 cells/mL로
조사되었다. 이를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를 적용하였을 때 20,000 cells/mL이 넘었던 기간은 각각 2차례
로 6월 11일 ~ 7월 15일과 7월 30일 ~ 9월 11일로 총 79일간 관심 단계에 속하였다. 이는 2018년 7월과 8
월동안 이상고온현상에 따른 25℃가 넘는 수온, 높은 일사량과 폐쇄성 정체 구역으로 인한 남조류 발생 조
건이 충족되었으나(Lee, 2019) 7월과 9월, 10월 중 2일 ~ 5일간의 집중 강우로 상류댐·보의 방류량 증가와
탁수현상으로 남조류 성장이 억제되고 남조류 우점종 천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부의 친수활동구간에서 Microcystis aeruginosa, Aphanizomenon flos-aquae, Dolichosperium
smithii 등의 다양한 유해남조류가 발생하였고 시민들의 친수 레저활동동안 악취, 불쾌감 등의 심미적 영향
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하류부의 지속적인 남조류 모니터링이 필
요하며 조류 경보제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수질관리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Lee, H. M, Shin, R. Y., Lee, J. H., Park, J. G.,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yanobacteria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Yeongcheon lake, J. Kor. Soc. Wat. Environ., 35(4), 352-361.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2017, Manual for operation of algae alert system,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1-129.
Son, H. J., 2013, Long-term variations of phytoplankton biomass and water quality in the downstream of
Nakdong River, J. Kor. Soc. Environ. Eng., 35(4), 26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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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박쥐의 경북권역내 서식 확인 및 여름철 폐광 이용사례
보고
전영신 ․ 정철운 ․ 김성철 ․ 홍승희1) ․ 한상훈2)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대학원,

1)

㈜미강생태연구원,

2)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1. 서론
붉은박쥐(Myotis rufoniger)는 한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라오스, 타이완, 중국, 일본 쓰시마 지역 등 동아시
아에 걸쳐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및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겨울철 동면기에는 폐광을 이용하며, 여름철 활동기에는 울창한 산림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면처의 온습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자들은 수년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경북지역에서의 붉은박쥐 서식을 확인하
였으며, 아울러 활동기 산림지역이 아닌 폐광을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그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014년부터 2019년 여름까지 대구 ․ 경북권역에 산재해 있는 동굴 및 폐광에 대하여 박쥐의 동면처 이용
및 여름철 활동기 이용패턴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는 동면기와 활동기로 구분하여 비정기적으
로 수행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붉은박쥐가 확인된 지역은 도심공원내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폐광으로
과거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주변으로 시설물이 조성되지 않아 인간의 간섭이 약한 상태였으나 최근 자
연휴양림의 조성과 폐광 내 ․ 외부에 대한 시설물 조성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결과 2019년 8월 경북 칠곡군 가산면(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일원에 조성된 폐광에서 주간 휴식중인 붉은박
쥐 6개체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붉은박쥐 서식이 확인된 공식적인 기록은 함평, 무안, 신안 등 전라도 지역을 중
심으로 충청도, 강원도 지역까지 소수의 개체가 확인되고 있지만, 경북지역에서의 관찰 기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붉은박쥐는 겨울철 동면기를 제외한 활동기에는 폐광이나 동굴이 아닌 산림지역을 주요 서식지로 이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면처 환경 또한 사람의 간섭이 없고 접근이 어려운 폐광이나 자연동굴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장소는 기존의 서식지와 비교하여 도심공원과 인접하여 상대적으로 직 ․ 간접적인 인
간의 간섭과 교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서식지 내 ․ 외부에 대한 시설물 조성작업 뿐만 아니라 폐광
에 대한 이용율 또한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지점에서 기존 조사시 확인되지 않았
던 붉은박쥐가 확인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는 주변에 위치한 기존 서식지의 교란에 따른 이동 또는 해당 서식지의 환경 변화
가 붉은박쥐의 서식처 환경 선호도에 보다 적합한 조건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 조사를
통해 그동안 서식 기록이 거의 없었던 경북지역에서의 붉은박쥐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동면기 뿐만 아니라 여
름철 활동기에도 폐광을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름철 폐광이용 사례는 향후 붉은박쥐의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생태연구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참고문헌
Boyles, J. G., Dunbar, M. B., Storm, J. J., Brack, V., 2007, Energy availability influences microclimate
selection of hibernating bats, J. Exp. Bio., 210, 4345-4350.
Cobert, G. B., 1978, The mammals of the Palaearctic region: A Taxonomic review, Britsh Museum (Natural
History), London.
Kim, S. S., Choi, Y. S., Yoo, J. C., 2014, The thermal preference and the selection of hibernacula in seven
cave-dwelling bats, Kor. J. Eco. Env., 47, 2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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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시된 생태 ․ 자연도 1등급 권역의 변경 현황에 관한
연구
최철현 ․ 이성제 ․ 임치홍 ․ 송일배 ․ 유창훈 ․ 김남신 ․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1. 서론
점차 멸종되어 가는 생물을 보호하고 자연적 ․ 생태적 ․ 경관적으로 우수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보
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 중 생태 ․ 자연도는 전국자연환경조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전국
내륙습지조사 등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 ․ 생물학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방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자료이다. 이는
전국을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등급화한 자료로서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특
히 1등급 권역의 경우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으로 정
의되어 있다. 생태 ․ 자연도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각종 관 ․ 민
원 이의신청 등에 의해 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의 보전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
는 1등급 권역의 변경여부를 파악하고 특히 등급이 하락된 지역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생태 ․ 자연도가 최초로 고시된 시기는 2007년 4월이며, 이후 현재까지 3차례의 개정고시(안) 국민열람(2012년,
2016년, 2017년) 및 6회의 개정고시(2013.1, 2015.4, 2016.9, 2017.2, 2017.11, 2018.6)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최초 고시된 2007년 생태 ․ 자연도와 가장 최근 개정고시된 2018년 6월 이후의 생태 ․ 자연도 자료를 사용
하여 1등급 권역의 변경 현황을 분석하였다. 2007년 생태 ․ 자연도의 경우 2차전국자연환경조사(1997년~2005년) 자
료가 반영되었으며, 최근 생태·자연도의 경우 3차(2006년∼2013년) 전체 및 4차(2014년~2016년) 자료 일부가 반영
되었다. 등급이 낮아진 지역의 원인 파악을 위해 양 시기의 중분류 토지피복도(2007년, 2013년)를 활용하여 토지피
복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최초 고시된 2007년 생태 ․ 자연도 1등급 권역의 총 면적은 7,310.1 km2로 전국 면적 대비 7.4%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기존 1등급 권역이 아닌 지역 중 2018년에 1등급 권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3,181.6 km2로 기존 1등급 면적
대비 43.5%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등급 권역 중 2018년도에도 1등급인 면적은 5,901.6 km2로 80.7%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타 보호법으로 관리되는 별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459.8
km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등급 및 3등급으로 낮아진 지역은 각각 761.4 km2(10.4%), 187.3 km2(2.6%)
로 13%는 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3등급으로 변경된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95.4 km2)였
으며, 다음으로 경기도(22.4 km2), 충청남도(21.6 km2), 경상북도(20.2 km2)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은 강원도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1→3등급 지역의 토
지피복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의 경우 산림에서 농업지역, 초지, 나지로 변경된 비율이 각각 27.2%,
27.5%, 11.0%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피복변화는 모두 6% 이하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산림에서 초지, 시가
화지역, 농업지역, 나지로 변경된 비율은 각각 28.4%, 18.0%, 15.3%, 12.3%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4% 이하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산지의 개간이나 벌목·벌채 또는 산불로 인해 농경지, 2차초지, 나
지 형태로 변화된 것이 등급하락의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파악되며, 경기도의 경우 벌목 ․ 벌채 또는 개발로 인한 산
지의 훼손 등이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라 하더라도 산지의 전용이나 입목의
벌채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아니라면 허가될 수 있으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보전산지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 ․ 자연도 1등급 권역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지전용이나 벌채의 허가에 있어 생태 ․ 자연도
등급을 고려하여 기준을 보완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에는 1등급 권역의
법적 행위제한이 약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활용분야를 확대한다면 국토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
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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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구배터널 내 상승온도에 의한 난지형 마늘의 광합성 및
생육특성의 변화
오서영 ․ 문경환 ․ 송은영 ․ 신민지 ․ 고석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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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은 작물에 심각한 고온과 고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세계 식량 안보에 있어
서도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한다(IPCC, 2012). 특히 대다수의 작물은 특정 기후나 환경에 적합하도록 품종이
개량되어 있어 기후나 재배환경 등이 변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마늘을 온도구배터널에서 재배하면서 생육기간 동안 인편의 발아, 광합성, 지상부 생육과 인경 발
달 등을 조사함으로써 마늘의 생육 전반에 미치는 기온상승의 영향을 살펴보고 온도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마늘(Allium sativum L.)은 난지형인 “남도(Namdo)”를 사용하였으며, 2016년 8월 29일에 5~6 g 정도 되
는 중간 크기의 건전한 인편을 온도구배터널(25 m × 3 m × 3 m) 내의 암갈색 비화산회토(동홍통, 미사질
양토)에 20 × 10 cm 간격으로 직파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터널 입구에 비해 중앙부와 후미부의 온도는 각
각 3°C와 6°C 더 높게 유지되도록 복합환경제어시스템(TGC-Soldan, Soldan Crop., Korea)을 이용하여 제어
하였다. 마늘 지상부의 외형적 특성은 파종 후 45일(10월 초순)부터 255일(5월 초순)까지 일정 간격으로 터
널 입구, 중앙부, 후미부에서 각각 5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지상부(엽수, 엽면적, 생체량과 건체량, 건물
률)와 인경(생체량과 건체량, 건물률)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광합성 특성은 파종 후 180-190일(2월 하순~3월
초순) 사이에 CO2 분석장치(LCpro+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터널 중앙부와 후미부의 온도는 입구의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각각 3°C, 6°C가 높게 유지되었다. 인편의
발아는 터널 입구보다는 중앙부와 후미부에서 저조하고 늦었다. 그러나 추대기와 개체당 최대 엽수에 도달
하는 시기는 대기온도에서 보다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나타났다. 지상부의 생장은 대기온도에서 생육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높고, 생육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인경은 재배온도 간에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생육후기에 인경 생체량과 건체량은 대기온도와 대기온도+3°C에서 생육하였을 때 다
소 높았다. 광합성률(A), 기공전도도(gs), 증산률(E)은 터널 입구인 겨울철 대기온도에 적응된 식물보다 중앙
부인 대기온도+3°C에서 재배하였을 때 증가하였다. 또한 최대광합성률(Amax)은 대기온도+3°C 조건에서 생육
하였을 때 16.9 μmol CO2·m–2·s–1로 높았으며, 호흡률(Rd)은 1.11 μmol CO2·m–2·s–1로 낮았다. 대기온도 및
대기온도+3°C에서 인경발달이 더 왕성하여 크기가 크고 상품성이 높은 인경을 수확할 수 있었으나 대기온
도+6°C인 고온에서는 인경의 크기가 작아지고 소인편들이 생겨서 상품성이 낮았다.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
였을 때에는 파종 전에 인편 발아에 필요한 저온 요구도를 미리 충족시키거나 파종시기를 늦춰서 파종한다
면 인편 발아율을 높이면서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경 발달 단계에서 고온에
의한 상품성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확시기를 앞당겨 이차생장으로 인한 소인편의 분화가 일어나기
전에 수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Oh, S, Moon, K. H., Koh, S. C., 2017, Effects of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 Regimes on Growth
and Clove Formation of Cool-type Garlic (Allium sativum L.) Plant, Hortic. Sci. Technol., 35, 1-10,
doi:10.12972/kjhst.20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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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배추의
광합성, 생산성 및 무기성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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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도의 토양은 우리나라 토양통 405종 가운데 63종으로 약 15.6%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하며, 크게 흑
색 화산회토양(21%), 농암갈색 화산회토양(41%), 암갈색 비화산회토양(17%), 산악지 토양(21%)으로 구분한
다. 본 연구에서는 수량성 향상 및 고품질의 작물생산을 위한 토양 개선과 작물 재배 시 관리 방법을 평가
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토양유형별(흑색 화산회토양, 농암갈색 화산회토양, 암갈색 비화산회토양)로 월동배
추를 재배하였을 때 광합성, 생산성 및 무기성분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배추(Brassica. campestris subsp. napus var. pekinensis cv. Detong) 종자를 배양용 상토가 들어 있는 육묘
용 플러그트레이에 1립씩 파종하여 30일 후에 본 엽이 3-4매 나온 균일하게 자란 개체들을 선발하여 토양
에 정식하였다. 재배는 흑색 화산회토양, 농암갈색 화산회토양,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으로 채워진 라이시미터
에서 수행하였으며,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분석하였다. 광합성특성은 엽록소형광분석기(Plant Efficiency
Analyzer)와 CO2 분석장치(LCpro+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추의 생육특
성은 수확기에 토양유형별로 각각 5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지상부 길이와 폭, 생체량, 엽수와 엽면적, 뿌
리의 길이와 생체량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지상부는 70°C 항온건조기에서 충분히 건조하고 소
형파쇄기로 균일하게 마쇄하여, 전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Na)과 미량원소(Fe, Mn, Zn,
Cu) 함량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월동배추의 지상부 길이와 폭, 생체량, 엽수와 엽면적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였을 때 더 높았
으며, 뿌리의 길이는 토양 유형 간에 차이가 없으나 생체량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높았다. 반면에 흑
색 화산회토양과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 시에는 지상부의 생산성이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 비해 낮
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높았다. 광계II의 최대 광화학적 효율(Fv/Fm)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과 암갈색 비
화산회토양에서 다소 높지만 모든 토양 조건에서 0.8 이상으로 안정된 값을 보여 식물체에 스트레스로 작용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잎의 SAPD 값도 55 이상으로 토양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광합성률(A)과 호흡률(Rd)도 토양 유형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수분이용효율(WUE)은 농암갈색 화산
회토양에서 다소 높았다. 또한 지상부의 T-N, K, Fe, Mn, Zn, Cu 함량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되
었을 때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배추는 원활한 뿌리 성장으로
인해 수분과 양분흡수율이 높아서 지상부의 생장이 좋고 영양적 가치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월
동배추의 크기나 무게, 미량원소 함량 등 상품성과 생산성을 감안했을 때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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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 S. H., Koh, S. C., 2019, Photosynthesis, Productivity, and Mineral
Content of Winter Radishes by Soil Type on Jeju Island, Hort. Sci. Technol., 37, 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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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스트레스에 의한 콩(Glycine max (L.) Merrill) 잎의
광합성 및 광계Ⅱ 광화학적 활성의 변화
오서영 ․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자연조건에서 작물은 다양한 생물학적 또는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생산성이 감소하고, 생
장과정을 통하여 내부적 변화를 겪게 된다.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중에 건조 수분스트
레스는 세계 경작지의 10% 이상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와 더불어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작물 중인
하나인 콩(Glycine max (L.) Merrill)을 대상으로 라이시미터를 이용하여 여름철 자연조건에서 관수조건(0,
50, 100%)을 달리하여 재배하였을 때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PSII의 광화학적 활성과 광합성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콩은 중만생종 품종인 풍산나물콩(Pungsannamulkong)이며,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이 채
워진 원통형 라이시미터(직경 1.0 m, 깊이 1.5 m)에 종자를 파종하여 균일한 상태로 키운 후, 실험을 수행
하였다. 토양수분은 파종 후 50일 동안 매일 적정포장용수량을 유지하도록 관수하였으며, 이후 관수조건을
포장용수량의 100%, 50%로 공급하거나 또는 중단(0%)하여 15일간 달리 처리하였다. 이후에는 수확시까지
적정포장용수량을 유지하도록 재관수하였다. 광합성특성은 엽록소형광분석기(Plant Efficiency Analyzer)와
CO2 분석장치(LCpro+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육특성은 관수처리 후 10
일째의 식물체를 대상으로 6-7번째 위치한 콩 잎 10개씩 선정하여 엽길이, 엽폭, 엽온, 수분함량, 수분이용
효율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재관수하여 9월에 수확한 식물체를 대상으로 초장, 줄기직경, 꼬투리 수와 무게,
종자 수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분스트레스를 받은 콩 잎의 온도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은 식물의 잎에 비해 3.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잎의 길이와 폭은 작고, 수분함량도 다소 낮았다. CO2 고정률은 충분히 관수한 식물체와 50%
관수하였을 때에는 각각 24.6 μmol·m-2·s-1와 22.9 μmol·m-2·s-1로 높았으나, 수분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서
는 3.6 μmol·m-2·s-1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에 호흡률은 수분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
며, 기공전도와 증산률은 감소하였다. 광계II의 최대 광화학적효율(Fv/Fm)은 수분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서
감소하였으며, Fo와 Fm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계II의 전자전달활성도 수분스트레스 하에서는
크게 낮았으며, 비광화학적으로 소멸되는 에너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당 꼬투리 수와 종자 무게는
수분스트레스에 의해 감소하였다. 반면에 종자의 유리당 함량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분스트레스가
콩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여름철 노지에 재배시 수분스트레
스는 단독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고온이나 고광 등의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격하게 변화
하는 미래의 기후 환경 하에서 더욱이 수분스트레스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콩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건조를 포함한 복합적인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거나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Perdomo, J. A., Conesa, M. À., Medrano, H., Ribas‐Carbó, M., Galmés, J., 2015, Effects of longterm
individual and combined water and temperature stress on the growth of rice, wheat and maize:
relationship with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acclimation, Physiologia Plantarum, 155(2), 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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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립공원 해제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 ․ 자연도
등급에 관한 연구
임효선 ․ 이지선 ․ 송일배 ․ 조장삼 ․ 박기현 ․ 최철현 ․ 이성제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연구팀

1. 서론
생태 ․ 자연도는 전국(일부 제외)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1~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2등급 권역은 보전 및
개발 ․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은 체계적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관리지역은 도
립공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 ․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보전 ․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별도관리지역 해제
요청 및 생태 ․ 자연도 등급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별도관리지역이었던 강원도의 도립공원 중 일부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 ․ 자연도 등급을 평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태백산 ․ 낙산 ․ 경포 도립공원 중 일부)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연환경 6~8개 분야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지역별로 조사 분야 및 일정 다름).

3. 결과 및 고찰
(태백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지형분야에서는 지형보전등급(이하, 지형보전) Ⅱ등급의 산지습지 및 Ⅲ ․ Ⅳ등급의
고위평탄면이 확인되었다. 지형보전Ⅱ등급은 생태 ․ 자연도 2등급으로, Ⅲ ․ Ⅳ등급은 3등급으로 평가한다. 식생분야
에서는 식생보전등급(이하, 식생보전) Ⅱ등급(소나무군락 등), Ⅲ등급(신갈나무군락 등), Ⅳ등급(자작나무식재림 등),
농경지 등의 Ⅴ등급이 확인되었다. 식생보전Ⅱ등급은 생태 ․ 자연도 1등급으로, Ⅲ ․ Ⅳ등급은 2등급으로, Ⅴ등급은 3
등급으로 평가한다. 포유류분야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종)인 삵, 수달, 하늘다람쥐 포함 총 7과10
종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종은 급에 따라 다른 격자의 형태로 생태 ․ 자연도 등급(서식지)을 평가한다. 조류분야에
서는 오색딱따구리 등 총 20종이, 양서 ․ 파충류분야에서는 도롱뇽, 북도마뱀 등 총 3목 3과 4종이, 저서성대형무척
추동물분야(이하, 무척추동물분야)에서는 돌거머리 등 총 18과 22종이, 어류분야에서는 버들치 1종이, 식물상분야
에서는 점현호색 등 총 276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지형분야에서는 시스택 등 8개의 지형보전Ⅰ등급, 모래해안 등 8개의 Ⅱ등급, 육계도
등 3개의 Ⅲ등급이 확인되었다. 지형보전Ⅰ등급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평가한다. 식생분야에서는 식생보전Ⅲ등
급(소나무군락 등), Ⅳ등급(곰솔식재림 등), 벌채지 등의 Ⅴ등급이 확인되었다. 포유류분야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삵,
수달 포함 총 3과 3종이, 어류분야에서는 멸종위기종 가시고기 포함 총 10과 18종이 확인되었다. 조류분야에서는
황조롱이 등 총 21과 29종이, 무척추동물분야에서는 낙동잔벌레 등 총 27과 33종이 확인되었다.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지형분야에서는 모래해안 등 2개의 지형보전Ⅰ등급과 지형보전Ⅲ등급(해안사구)이 확
인되었다. 식생분야에서는 식생보전Ⅲ등급(곰솔군락 등), Ⅳ등급(밤나무식재림 등), 개발지 등의 Ⅴ등급이 확인되었
다. 포유류분야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포함 총 4과 5종이 확인되었다. 조류분야에서는 말똥가리 등 총 21과
32종이, 무척추동물분야에서는 삼각산골조개 등 총 23과 31종이, 어류분야에서는 동자개 등 총 10과 15종이 확인
되었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3개의 별도관리지역에서 확인된 지형보전Ⅰ등급, 식생보전Ⅱ등급 및 멸종위기종서식지 등
에 의해 평가된 생태 ․ 자연도 1등급 권역 및 그 일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13885호) /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547호)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NIE-법정연구-2017-02, NIE-법정연구-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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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생태 ․ 자연도
등급평가에 관한 연구
조장삼 ․ 이지선 ․ 임효선 ․ 송일배 ․ 박기현 ․ 최철현 ․ 이성제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연구팀

1. 서론
생태 ․ 자연도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 ․ 하천 ․ 내륙습지 ․ 호소 ․ 농지 ․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1~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된다. 별도관리지역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 ․ 관리되는 지역으로
서, 이와같은 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별도관리지역 해제 및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요청에 의해 생태 ․ 자연
도 등급 평가 및 작성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별도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도립공원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중 일부 해제된 지역을 대상
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등급을 평가하여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였으며, 대상지역의 자연환경보전 및 개
발개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남한산성도립공원 해제지역,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안산) 및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해
제지역(동두천)등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3개소의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사가 적합한
시기와 생태 ․ 자연도 등급 평가에 필요한 2~9개의 자연환경분야(지형,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 ․ 파
충류, 곤충,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생태 ․ 자연
도 등급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 남한산성도립공원 해제지역(자연환경 9개 분야)
대상지역에서 지형보전등급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지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식생은 19개의 식물군락과
이차초지, 농경지, 개발지, 나지, 조경수식재지, 수역 등이 확인되었으며 식생보전등급 Ⅲ~Ⅴ등급으로 확인되
었다. 식물상은 총 91과 231속 298종 1아종 31변종 8품종 등 총 338 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육상동물의 경우
포유류 5목 7과 10종, 조류 7목 20과 31종 등 총 300개체, 양서 ․ 파충류 2목 6과 10종, 곤충 8목 56과 165종
이 확인되었으며, 포유류분야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삵의 서식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서식지 조건에 부
합하지는 않았다. 육수동물의 경우 어류 4과 7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3목 29과 44종이 확인되었다.
-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안산, 자연환경 3개 분야)
식생은 6개의 식물군락과 조경식재지, 개발지, 벌채지, 이차초지, 농경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식생보전등
급 Ⅲ~Ⅴ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육상동물의 경우 포유류 5목 6과 6종, 조류 총 37종 452개체가 확인되었다.
조류분야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배새매가 확인되었으며, 서식지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붉은배새
매가 발견된 지역 일부를 서식지로 평가하였다.
-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동두천, 자연환경 4개 분야)
대상지역에서는 3곳의 급애, 암괴류, 애추 등 총 5개의 지형이 확인되었으며, 지형보전등급 Ⅱ~Ⅳ등급으
로 확인되었다. 식생은 총 10개의 식물군락과 개발지, 너덜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식생보전등급 Ⅱ~Ⅴ등급
으로 확인되었다. 육상동물의 경우 포유류 3목 4과 4종, 조류 21종 199개체가 확인되었다. 포유류분야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의 서식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서식지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하늘
다람쥐 서식흔적이 발견된 지역 일부를 서식지로 평가하였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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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Ecotoxicological Effects DBD Glycoprotein
Isolated from Dioscorea batatas Decne Attenuate
Fecal Malodor and Increase Feed Efficiency in Mice
Do-Wan Kim ․ Jeong-Bae Park ․ Taesun Min1) ․ Sei-Jung Lee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제주대학교 생명공학과

1. 서론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role of 30 kDa glycoprotein isolated from
Dioscorea batatas Decne (DBD glycoprotein) in the promoting of feed efficiency and fecal odorous
diminution in mice. DBD glycoprotein has an inhibitory effect on the viability of gastrointestinal epithelial
HT-29 cells induced by ecotoxicological endocrine disrupting substance, Bisphenol A (BPA). In addition,
the weight of internal organ (liver, heart, kidney, and spleen) and the level of serum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GPT),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OT),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 did
not appear to significantly change in mice given oral injection of DBD glycoprotein for 2 weeks, compared
to the controls. Interestingly, DBD glycoprotein has the ability to reduce the level of hydrogen sulfide
(H2S) in fecal malodor Also, DBD glycoprotein has the effect to improve feed efficiency in mice.
Coll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BD glycoprotein is a cytoprotective effect on the gut to improve
food efficiency and fecal odorous diminution.

2. 참고문헌
McSweeney, C. S., Palmer, B., Bunch, R., Krause, D. O., 2001, Effect of the tropical forage calliandra on
microbial protein synthesis and ecology in the rumen, J. Appl. Microbiol., 90, 78-88.
Ra, J. C., Han, H. J., Song, J. E., 2004, Effect of probiotics on production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in pigs and broilers, Journal of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28.
Zahn, J. A., DiSpirito, A. A., Do, Y. S., Brooks, B. E., Cooper, E. E., Hatfield, J. L., 2001, Correlation of
human olfactory responses to airborne concentrations of malodorous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tted from swine effluent, J. Environ. Qual., 30, 6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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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서 유기물처리가 토양미생물 군집변화에 미치는 영향
백계령 ․ 김태영 ․ 이계준 ․ 이정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1. 서론
농업에서 토양미생물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양분을 증진시키거나, 물리성을 개선하는 등 토
양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관리는 화학비료와 농약
을 적게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용한 토양관리는 유망한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메타유전체학의 발달과 함께 주목을 받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분석
기법은 미생물을 군집수준으로 연구하는데, 특정 환경에 따른 미생물군집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미생물군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물과 유기물처리가 토양 미생물군
집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작물과 유기물처리가 토양 미생물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서 감자, 옥수수 두 작물과 화학비
료(CF), 화학비료와 퇴비(CFC), 화학비료와 퇴비 그리고 수확 후 호밀을 파종하여 토양보전 및 풋거름으로
활용하는 처리(CFCG)를 조합하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15% 경사지 포장에 시험구를 조성하였
다. 미생물군집분석을 위한 토양시료는 시험 전과 시험 후에 채취하였으며, 시험 전 토양은 봄철 로터리 작
업 전에, 시험 후 토양은 작물 수확기인 9월 하순에 각 처리구의 5개 지점에서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DNA 추출 전까지 –20℃에서 보관되었으며, DNA 추출 후 미생물 군집분석을 위해 16S rDNA 영역을 타겟
으로 하여 유전자를 증폭시킨 후 Illumina의 Miseq sequencing 기계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얻
은 sequencing 데이터는 Chunlab의 EzBioCloud 분석 플랫폼을 이용하여 comparativ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토양시료의 DNA에서 얻어진 박테리아의 OTU (Operational Taxonomic Unit)s 정보를 토대로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토양미생물의 군집 다양성은 시험 전과 비교하여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나지처리구 외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물 간에는 토양미생물군집 다양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유기물 처리에서는 CFCG과 CF처리구가 CFC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한 각 처리구의 OTUs를 토대로 PCoA 그래프를 그린 결과 작물보다도 유기물처리가 미생물군집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화학비료 단독처리구인 CF처리구가 미생물군집변화에 가장 큰 영향
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CFC나 CFCG처리구의 경우 시험 전 토양의 미생물군집과 비교하였을 때
PCoA 그래프의 PC1 설명력이 각각 31.3%, 28.7%로 뚜렷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은 반면 시험 전 토양미생물
군집과 CF처리구의 PC1 설명력은 67.6%로 CFC, CFCG 처리구에 비해 토양미생물 군집변화에 보다 강한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Phylum 수준에서 처리구에 따른 미생물군집을 비교한 결과 CF처리구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Planctomycetes, Gemmatimonadetes, Bacteroidetes, Acidobacteria가 적고 Chloroflexi,
Nitrospirae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Chloroflexi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무시비 처리구, 화학비
료와 퇴비를 함께 시용한 처리구와 비교할 때 화학비료 단독 처리구에서만 증가한 경향이 일치하여 화학비
료 단독처리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Fenliang, F., Bing, Y., Boren, W., Timothy, S. G., Huaqun, Y., Duanyang, X., Dongchu, L,, Alin, S., 2019,
Microbial mechanisms of the contrast residue decomposition and priming effect in soils with different
organic and chemical fertilization histories, Soil Biol Biochem, 135, 213-221.
Wu, X., Alexander, J., Sai, G., Ida, K., Qingyun, Z., Huasong, W., George, A. K., Qirong, S., Rong, L.,
Stefan, G., 2018, Soil protist communities form a dynamic hub in the soil microbiome, The ISME
Journal, 12, 6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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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의 탐방객 환경태도 분석
한재경 ․ 우형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 ․ 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지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1967년 지정되었다.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
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83.022 km2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
을 갖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낙동강과 섬진강의 수계이며, 80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지
역이다. 2018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은 330만 여 명으로 산악형 국립공원 중 도심에 위치한 북한산국립
공원 다음으로 많았다(KNPS, 2019). 지리산국립공원은 많은 생물종의 서식지이며 탐방객의 방문이 많은 곳
으로 자연 보호와 탐방객의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2020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앞두
고 국립공원 이해집단에 포함되는 탐방객의 환경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특성과 환경태도를 분석하여 국립공원 보호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2018년 5월 11일∼5월 12일에 지리산국립공원(하동군, 구례군)의 탐방로에서 현장면접조사를 하
였다. 조사 대상자는 탐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공원이라는 현장에 적합한 측
정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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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50부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지 113부를 분
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T-test, ANOVA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성별은 남성이 54.0%, 여성이 46.0%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50대(22.1%)
와 60대(21.2%) 순으로 중년의 탐방객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국립공원 탐방객에 대
한 연구(Han and Woo, 2018)에서 남성(49.2%)과 여성(50.8%) 탐방객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20대(25.8%)와
10대(19.7%)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산악형 국립공원과 사적형 국립공원의 탐방
객의 특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도구의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값이 .648
로 준수하게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 환경중심적 태도(4문항)와 인간중심적태도(4문항)로 구분되었으며,
55.43%의 설명력을 보였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환경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직업에 따른 환경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대한 환경태도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3.020, p<.05). ANOVA 결과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났으며 60대의 환경태도 평균(M=3.36)이
가장 낮았으며, 50대(M=3.90)와 20대(M=3.93)의 환경태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주국립공원의 경
우 탐방객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다른 결과이다. 국립공원
유형에 따른 차이로 보이며 각 국립공원의 탐방객의 특성과 환경태도의 차이를 규명하여 국립공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Han, J. G., Woo, H. T., 2018, Visitors’ environmental attitude in Gyeongju National Park, Proceeding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27, 207.
KNPS, 2019, http://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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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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이용 ․ 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재경 ․ 우형택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 ․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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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정 넓은 육상면적을 갖고 있으며 우수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연간 330만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KNPS, 2019). 많은 탐방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충,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 국립공원의 목적은 자연자원, 문화자원, 과학적 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을 제
공하면서 보호하는 것(Hong and Choi, 2016)이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주를 이루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보호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이용의 전반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2018년 5월 11일~5월 12일 지리산국립공원의 노고단, 화엄사, 쌍계사 3곳의 탐방지구 내의 탐방
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지 113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보호, 탐방, 편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도와 만족도 각 15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자료 분
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ISA)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ISA 결과, ‘11.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 ‘5. 사찰/문화재 관리’ 문항이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우선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11번 문항을 제외한 편의 영역의 문항들은 모
두 낮은 중요도(C, D)를 갖고 있다. 또한 ‘15. 전반적
인 탐방 분위기’를 제외한 모든 문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C). 이는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객이 현재 편
의시설에 만족하고 있으며 중요도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편의시설을 확충이 저 순위
임을 알 수 있다. 보호 영역의 문항들은 ‘1. 자연과 인
공시설의 조화’를 제외한 모든 문항의 중요도가 높게
(A, B) 나타났다. ‘2. 자연경관 보호’, ‘3. 생태계 보
호’, ‘4. 야생동식물 보호’ 문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현상 유지 영역(B)에 속해있다. 탐방객은
Fig. 1. ISA matrix.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보호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탐방 영역에서 ‘6. 해설 프로그램’, ‘7. 탐방지원센
터’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탐방객의 안전과 국립공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의 중심이 탐방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탐방지원센터와 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평
가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Hong, R. J., Choi, Y. M., 2016, A Study on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for the visitor in
Bukhansan National Park, J. Kor. Culture Ind., 16, 53-63.
KNPS, 2019, http://www.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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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의식조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재경 ․ 우형택1) ․ 윤혜지1) ․ 박은진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 ․ 조경학과,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 mm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하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해양에서 플라스
틱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생성된다.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480톤 이상(An and Kim., 2018)으
로 해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며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회수하기가
어렵다. 2018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과 급
부상하기 시작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의식을 알
아보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2018년 11월 19일∼11월 22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교내 카페의 이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하였다.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지 125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식 6문항, 관심 3문항, 태도 5문항, 행동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 test, ANOVA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교내 카페 이용객의 43.2%가 남성이며, 여성이 56.8%였다. 이용객의 학년은 고학년인 3학년(32.8%)과 4
학년(27.2%)의 이용객이 60%로 가장 많았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 주 2회에서 3회
(42.4%)가 가장 많았다. 제품 구매 시 미세플라스틱 함유여부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 44.8%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42.4%로 87.2%가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세플라스
틱에 대한 지식도의 총점 6점 만점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의 평균은 M=5.13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성
별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태도(p<.01)를 보였다. 또한 미세플라
스틱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관심이 높았다(p<.05). 학년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태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분석에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1학년의 관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학년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으나 실생활에 적용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4. 참고문헌
An, D. H., Kim, J. I., Proposing policy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microplastics, J. Env.
Pol. Adm, 26,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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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재배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김승주 ․ 김오연 ․ 이주영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스마트폰 보급률의 급속한 팽창과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 및 휴대성은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시급하다.
원예치료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많은 선
행연구에서 원예치료가 중독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중독 관련 선행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을 뿐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같은 다차원
적인 측면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 기르기라는 작은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를 예
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안성의 H대학교 학생 중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숙사 생 4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였고 기초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재료로는 가랑코에·벤쿠버제라늄·라벤다 3종류의 생장이 빠른 초화류를 사용하였고 10일 동안 실
험군에 대해 화분을 생활공간에서 기르게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실험 전·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스마트폰 의존도, 식물 선
호도, 자기통제력, 심리적 안녕감에대한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식물기르기를 통해 실험군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감소하였으며 자기통제력, 심리적 안녕감은 감소한 결과
가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식물 기르기가 책임감과 공감능력 향상의 효과를 나타냈고 나아가 자기발전 개발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험기간이 짧아 사전조사와 마무리 조사만 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의 실험에는 중간 조사까지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추후에는 이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고 식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줄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된다고 판단되었다.

4. 참고문헌
고영미, 2012,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의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남숙, 2002, 중학생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민, 2013,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
학원.
류정희, 이명자,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박지선, 2011,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학교 교육대학원.
박지숙, 2014, 숲 집단미술치료가 스마트폰 의존 중학생의자기 통제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전종현, 2018, 대학생 및 성인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대상자에 대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 189 -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PD16)

생태 ․ 자연도를 활용한 멸종위기야생생물(포유류)의
산림유형별 분포 특성 연구
송일배 ․ 임효선 ․ 이성제 ․ 최철현 ․ 유창훈 ․ 이지선 ․ 조장삼 ․ 박기현 ․ 조광진 ․ 김남신 ․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

1. 서론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
를 작성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생태‧자연도로서, 산 ․ 하천 ․ 내륙습지 ․ 호소 ․ 농지 ․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
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는 ‘식생(현존식생
도), 멸종위기야생생물, 습지, 지형’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멸종위기야생생물(포유류)은 서식지 판단 기
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자연도를 활용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포유류)의 산림
유형별 분포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생태‧자연도를 활용하였으며,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일부 및 생태 ․
자연도 관 ․ 민원 수정 ․ 보완 지역 중 멸종위기야생생물(포유류)의 서식지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된 자료를 대
상으로 하였다. 멸종위기야생생물(포유류)인 담비, 하늘다람쥐, 삵 3종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그 중 서식지로
평가된 격자(250 m × 250 m)내에 출현한 797곳(담비 159곳, 삵 393곳, 하늘다람쥐 245곳)의 출현지점 좌표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포유류)의 산림유형을 분석한 결과 활엽수림(47.1%)을 서식지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엽수림(30.2%), 식재림(14.1%), 기타(8.4%; 산지습성림, 기타식생 등)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활엽수림 내 식물군락으로는 신갈나무가 주로 우점하는 군락(67.8%;
이하, 신갈나무 우점군락), 굴참나무가 주로 우점하는 군락(24.4%; 이하, 굴참나무 우점군락) 등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신갈나무 우점군락을 다른 식물군락보다 서식지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종별 분석 결과, 담비는 활엽수림(62.9%), 침엽수림(23.9%)의 비율로 분포하며, 많은 분포를 보이는 활엽
수림 내 식물군락으로는 신갈나무 우점군락(72.0%), 굴참나무 우점군락(25.0%)으로 신갈나무 우점군락을 서
식지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늘다람쥐의 경우, 활엽수림(46.1%), 침엽수림(23.3%)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활엽수림 중 신갈나무 우점군락의 분포가 86.7%로 다른 종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삵의 경우, 활엽수림(41.5%), 침엽수림(37.2%) 순으로 분포비율을 보였다. 또한 활엽수림 내 신
갈나무 우점군락(52.1%)과 굴참나무 우점군락(37.4%)에서도 신갈나무 우점군락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비
율을 보였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각각의 종이 서식지로 분포하고 있는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위에
언급된 분포현황과 같이 활엽수림을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신갈나무 우점군락을 더 많이 이용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산림유형별 특성과 함께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진다면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및 서식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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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7)

하천수 내의 인제거 위한 알칼리 입상소재 활용 여과수로공법
임현만 ․ 김원재 ․ 장여주1) ․ 장향연1) ․ 안광호 ․ 정진홍 ․ 박나리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스마트도시 ․ 건설융합

1. 서론
중소규모의 오염된 하천수가 하천 본류로 유입될 경우 본류 하천을 오염시켜 하류로 갈수록 오염을 가중
시킴. 본 연구는 인 제거기능을 갖는 여재를 개발하고 하천부지 내에 생산된 인 제거 여재를 포설한 여과수
로를 조성하여 하천에 유입된 인(p) 및 오염물질을 동시에 저감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였음.

2. 실험내용 및 방법
여과수로는 하천으로부터 오염된 하천수를 유입시키는 유입부, 인 제거 기능의 여재를 통해 여재 표면으
로 부터 인을 결정화 및 석출시키는 결정화부, 석출된 인 및 입자성 물질을 침전, 여과하고 유기물질을 생
물분해하는 접촉산화부로 구성됨. 하천수의 유입유량은 180~200 m3/d로 유입시켰으며 평균 체류시간은
1.2~1.3 hr로 운영하였음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여과수로 테스트베드에서 운영결과를 나타내었음. T-P 평균 제거율은 67.7%, PO4-P 평균 제거
율은 58.1%, SS의 평균제거율은 67.4% COD 평균 제거율 15.1%로 조사되었음.

Fig. 1. 염기도 변화에 따른 응집제의 입도분포 변화.

4. 참고문헌
장여주, 임현만, 정진홍, 안광호, 장향연, 박나리, 김원재, 2019, 인 제거 입상소재를 적용한 여과수로 설계인
자의 실험적 결정, 상하수도학회지, 33(1),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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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1)

환경과학분야의 국가별 연구 경쟁력 분석
장현주
엘스비어 코리아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1. 서론
전 세계, 주요 연구중심 국가들의 환경과학분야 연구 경쟁력 및 경향을 분석하여 한국 연구자들이 연구
전략 수립 및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연구영향
력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2. 자료 및 방법
Scopus (Elsevier 출판사에서 구축한 초록/인용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출판되는 24,000여종의 저널,
100,000건의 컨퍼런스, 200,000권의 인문, 사회학도서등을 색인하고 있으며, 선행연구 탐색 및 연구동향 분
석을 지원한다.)에 등재된 환경과학분야 57종의 저널에 발표된 2014년 ~ 2018년 출판물을 대상으로 SciVal
(Scopus를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 분석 솔루션으로 전 세계 연구성과를 분석하며, 연구전략 수립을 위한 의
사결정을 지원시 활용되고 있다.)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로 연구성과와 경쟁력을 분석했다. 연구경쟁력
을 1) 연구 생산성: 논문의 양적인 분석으로 논문 수 분석 2) 연구 영향력: 논문의 질적인 측면인 인용을 평
가하는 지표를 연구 영향력으로 구분하여, 논문 한 편당 인용 수, 논문의 상대적인 피인용 지수(FWCI),
H-index, 피인용 기준 상위 1%, 10% 논문 비율, 상위 10%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비율 분석 3) 공동연구:
논문의 국제협력 비율, 국제협력 논문의 한 편당 인용 수 4)연구 관심도: 논문 한 편당 이용 수 등으로 다면
적으로 분석했다.

3. 결과 및 고찰
논문 수 기준으로 전세계 220개 국가의 연구성과를 분석하면 중국의 논문 수가 18,933편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17,098편), 영국(5,385편)으로 확인되며, 한국은 3,212편을 발표하여 10위에 랭크된다. 논문의
영향력 측면에서 분석하면 스위스에서 발표한 논문 1,995편의 FWCI가 2.38로 전세계 평균대비 128% 이상
인용되고 있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네덜란드(2.34), 영국(2.11) 순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논문은 한 편당 7.3
회 인용되고 있어 전 세계 논문의 한 편당 인용수인 10.3에 비해 낮고, FWCI는 1로 전세계 평균정도 인용
되고 있지만, 상위 10% 저널에 발표하는 논문 비율(52.7%)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논문의 영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협력 비율은 33.4%로 중국(36.1%), 일본(59.8%)에 비해 낮은데,
전 세계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활발히 참여한다면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연구의 영향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Boyack, K. W., Klavans, R., 2005, Predicting the importance of current papers, Proceedings of ISSI, 2005,
335-342.
Didegah, F., Thelwall, M., 2013, Which factors help authors produce the highest impact research?
Collaboratin, Journal and document properties. J Inf., 7(2013), 861-873
Jang, H., Chun, K. W., Kim, H., 2018,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foreign authors 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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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병원성 미생물 저감을 통한 상호
관계 규명 - STEAM을 기반으로 한 실험실 연구를 중심으로 문상철 ․ 장두혁 ․ 서세린 ․ 석해인
청도고등학교

1. 서론
STEAM이라는 과학교육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도입됨으로써 학교수업보다 현장수업의 형태로 변화
되는 교육현장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하나의 교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의 교과와 다른 교과가 일치하는 점을 찾아 융합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의 접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효율적면을 강조하는 교육이다(최정훈 등, 2012). 따라서 청도지역
에 위치한 육계농장과 오리농장을 방문하여 악취 발생과정과 유해성 미생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실험실에서 그 과정을 실제 적용하며 그 결과를 학생들이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협
력기관인 농장 경영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시험설계는 실험실 연구로 4처리구(육계분 대조구, 오리분 대조구, 육계분 저감제(식물성 오일, 50 g
thymol/200 g 육계분) 및 오리분 저감제(식물성 오일, 50 g carvacrol/200 g 오리분), 3반복, 완전임의 배치법
으로 설계되었다. 방문한 육계농장과 오리농장에서 수거한 깔짚(poultry litter)을 실험실에서 pH, 휘발성 지
방산 및 유해성 미생물 분석을 위해 0주, 4주 및 8주마다 12개의 샘플 총 36개의 샘플을 준비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Institute, 2008)을 이용한 χ2검정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육계 깔짚에 식물성 오일(thymol)을 첨가하여 대조구와 비교 할 때 pH값은 0주와 4주에서 증가하였으며
8주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휘발성 지방산 함량은 0주, 4주 그리고 8주에서 대조구가 처리구보다 낮았
다. 유해성 미생물 분석한 결과를 보면, 0주, 4주 및 8주의 E.coli.는 대조구보다 처리구에서 감소되었다.
Salmonella의 경우 0주와 4주의 대조구에서 관측되었지만 8주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또한 처리구는 0주,
4주 및 8주에서 Salmonella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식물성 오일인 thymol은 육계 깔짚에 처리시 휘발성
지방산보다는 유해성 병원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알 수 있다. 오리 깔짚의 결과에서는 0주, 4주
그리고 8주에서 휘발성 지방산 함량은 대조구와 처리구(carvacrol) 모두 관측되지 않았다. pH값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대조구와 비교하면 처리구에서 감소되었다. 0주의 E.coli.와 Salmonella는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되었지만, 4주와 8주에서는 대조구가 처리구보다 이들 두 유해성 병원균이 감소되어
우리의 예측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물성 오일인 carvacrol은 오리 깔짚에 처리했을 때 악취의
주요인 휘발성 지방산과 유해성 병원균과의 상호관계를 구명하지 못했다.

4. 참고문헌
최정훈 외 20인, 201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모델 연구 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SAS Institute Inc, 2008, Version 9.2. SAS Inst. Inc., Cary,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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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과학교육에서 STEAM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업 향상에 미치는 요인
문상철 ․ 최인학1)
청도고등학교,

1)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1. 서론
융합인재교육인 “STEAM”은 주목적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다(최정훈 등,
2012). 이들 요소는 학교현장에서 변화되는 교사와 학생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학교교육현장
은 이를 뒷받침해야 될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STEAM이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반영되기 위
해서는 STEAM과 관련된 교재개발과 교사들의 현장 참여이다. 그러나 STEAM과 관련된 교재는 한양대학
교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모델 연구 보고서(최정훈 등, 2012) 등 몇 개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 이는 융
합인재교육이 이제 걸음마 단계로 교육현장의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EAM을
기반으로 한 융합인재교육 과학프로그램(계분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병원성 미생물 저감을 통한 상호 관계
규명)을 진행 사전·후로 설문 비교 후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수업 향상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분석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융합인재교육 과학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2019년 8월 2일 ~ 10월 31)는 사전·후로 비교 후 10개 항목
즉 수업 이해도, 직업세계의 이해도, 과학수업의 가치, 실생활에서 과학수업의 적용, 학습효과, 과학 지식 습
득, 융합수업 이해, 융합프로그램, 이론수업 및 이론수업과 실험수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구명하
였다. 5점 척도의 리커트식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항목은 각 질문사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자료는 SPSS 프로그램
을 이용한 χ2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 사후 설문 평가는 남학생과 여학생 10개 항목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학교 현장교육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좋
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현장교육의 중심은
융합인재교육과 융합이 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관심과 지속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최정훈 외, 2012,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모델 연구 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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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내 돈분 슬러리(pig slurry)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한 염화알루미늄(aluminum chloride)의 적용
김창만 ․ 정태호1) ․ 김삼철2) ․ 최인학1)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1)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2)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1. 서론
악취(odor)는 먼 거리에서도 사람의 코로 쉽게 감지되며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축산업분야에서 중요
한 과제를 안고 있다(Casey et al., 2006). 또한 이것은 대기오염의 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Casey et al.,
2006). 특히, 돈사내 돈분 슬러리(pig slurry)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다른 가축분뇨보다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돈사내 돈분 슬러리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화학제재인
염화알루미늄을 첨가하여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시험설계는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3처리구(대조구, 0.05%와 1% aluminum chloride 처리구), 3반복, 반복당
40두로 설계되었다. 화학제재 처리는 저장된 돈분 슬러리 양을 계산 후 슬러리 피트(slurry pit) 아래에 일정
한 비율로 뿌려주었다. 악취 측정은 암모니아(NH3)와 황화수소(H2S)의 경우 슬러리 피트 위 10 cm 위치에
서 각각 가스분석기(Yes Plus LGA, Delta, Canada)와 kit이 부착된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악취 측
정 기간은 20018년 12월 13일, 17일, 20일, 24일, 27일, 31일, 2019년 1월 3일, 7일 그리고 10일에서 측정하
였다.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Institute, 200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5% 수준에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1955)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화학제재는 돈분 슬러리에 첨가시 슬러리 피트 위로부터 10 cm에서 측정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발생량
을 전체적으로 감소시켰다. 2019년 1월 7일과 10일에 측정했을 때 0.05% 수준에서는 암모니아 감소율이 약
39%, 0.1% 수준에서는 암모니아 감소율이 50~55%였다. 또한, 슬러리 피트 위로부터 10 cm에서 측정한 황
화수소 발생량에 대한 결과는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월 10일에서 측정한 대조구와 비교시 화학제
재 0.05% 처리는 황화수소 감소율이 약 56~58%, 화학제재 0.1% 처리는 황화수소 감소율이 78~90%였다.
화학제재의 처리가 돈사내 돈분 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감소되는 이유는 화학제재의
산성화(acidification) 특성으로 설명된다.

4. 참고문헌
Casey, K. D., Bicudo, J. R., Schmidt, D. R., Singh, A., Gay, S. W., Gates, R. S., Jacobson, R. D., Hoff,
S. J., 2006, Air quality and emissions from livestock and poultry production/waste management
systems. In bonal Center for Manure and Animal Waste Management White Papers, Chapter: 1,
Publisher: ASABE, Editors: JM. Rice, FF Caldwell, FJ. Hume nik, 1-40.
Duncan, D. B., 1955, Multiple range and mitiple F-test, Biometrics., 11, 1-42.
SAS Institute Inc, 2008, Version 9.2. SAS Inst. Inc., Cary,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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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물질 분석용 생물 매질 표준물질의 균질성 및
단기안정성 시험평가
이수용 ․ 이장호 ․ 정다위 ․ 박기완 ․ 오정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연환경연구과 국가환경시료은행

1. 서론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은 측정기기의 교정이나 측정방법의 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ISC, 2017).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
료은행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시료종을 매질 표준물질로 자체 제작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시료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분쇄‧균질화 설비와 절차는 일반적인 표준물질 제작 설비 및 공정과 유사하기 때
문에 표준물질을 제작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괭이갈매기 알과 홍합, 잉
어를 대상으로 총수은에 대한 후보 표준물질로서의 균질성 및 단기안정성 시험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균질성 시험평가 분석항목으로 총수은을 선택하였다. 총수은 분석은 골드아말감법을 이용
한 자동 수은분석기(Mercury Analyzer, MA 3000)를 사용하였다. 건조된 홍합 시료 약 0.05 g을 수은분석기
분석용 보트에 담아 기기에 주입하였고, 시료의 연소를 위하여 고순도 산소를 사용하였다. 기기 검출한계는
0.25 ng/g이었고, 정량한계는 0.80 ng/g이었다. 인증표준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 2976)을 사용하여
확인한 회수율은 92.8~104.4% 범위(n=20)이였다.
균질성은 병내 균질도와 병간 균질도를 동시에 평가하는데, 각 병에서 3번씩 분취하여 병내 균질도를 평
가하고, 10개 병 간의 균질도도 평가하였다. 균질성의 판단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통계
적인 차이 유무로 판단하였다(ISC, 2005). 또한 병간 농도값의 변동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인 상대표준편차(표준편차/평균 × 100, %)를 구하여 검토하였다. 안정성은 12주간
(총 5회: 0주, 1주, 2주, 6주, 12주)의 단기안정성을 엑셀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총수은 분석결과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균질성을 평가한 결과, 잉어 시료는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F비(병간 분산과 병내 분산의 비율)가 0.8로 F기각치(4.41) 보다 작았고, 유의수준 p값은 0.37로 병간, 병내
의 농도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저온 분쇄공정에 의한 균질화가 달성되었고, 상대표준편차
는 2.28%로 분석 물질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균질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합 시료는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F비가 0.74로 F기각치(2.39) 보다 작았고, 유의수준 p값은 0.67로 병간, 병내의 농도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저온 분쇄공정에 의한 균질화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괭이갈매기
알 시료 또한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F비가 1.96으로 F기각치(2.39) 보다 작았고, 유의수준 p값은 0.1로 병
간, 병내의 농도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균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2주간의 단기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잉어 시료는 신뢰수준 95% 기준(p=0.05)으로 p값이 0.18로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시간에 따른 시료의 농도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ISC (Industrial Stanard Council), 2005, Certification of reference materials - general and statistical principles,
KS A ISO Guide 35:2005,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Chungcheongbuk-do.
ISC (Industrial Stanard Council), 2017, Reference materials – selected terms and definitions, KS A ISO
Guide 30:2015,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Chungcheo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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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와 쿨루프의 생태효율성 비교 평가
- 사용기간 내 저감된 상대적 에너지 비용 비교를 기준으로 이수륜 ․ 정용현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1. 서론
옥상녹화는 국내 ․ 외의 연구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저감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높은 초기
투자비로 인해 공공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한해 적용되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열반사율과 저렴한 초기 비
용이 발생하는 쿨루프가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Kim et al.(2018)에 의하면 쿨루프는 밤 시간에 온도 저감의
효과가 옥상녹화 보다 떨어지고, Cubi et al.(2015)의 연구 결과 같이 추운 기후에서 쿨루프가 난방비 저감
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간 ․ 기후의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옥상녹화시스템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40년간 옥상녹화와 쿨루프를 사용하
는 전제를 통일시켜 환경성과 경제성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옥상녹화 모델은 NIHHS(2014)를 표준모델로 활용하되, 초화류가 있는 경량형을 전면에 적용하였다. 또한
문헌자료의 면적 262.5 m2를 쿨루프에도 적용하였다. 쿨루프는 표준 방식이 없기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성페인트 상도 1회, 하도 1회 각각 0.7 µm(micron)을 적용하였다.
생태효율성의 분모에는 설치-사용-폐기까지 전과정평가를 통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부하를 입력하고,
분자에는 사용기간 내 저감된 상대적 에너지 비용을 입력하였다.
LCI는 IDEA, 전과정 영향평가 방법론은 LIME2를 사용하여 MILCA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였다.
경제성평가는 Arizona 주립대학 소속 도시기후연구센터의 Green Roof Energy Calculator(v. 2.0)를 활용하
였으며, 미국 Kansas주의 Wichita와 한국의 수도 서울과 기후가 같다고 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목록분석결과 옥상녹화는 150개, 쿨루프는 138개의 목록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옥상녹화는 21,541
kg·CO2e, 쿨루프는 936 kg·CO2e의 환경부하를 가진다. 사용기간 내 옥상녹화 시스템이 쿨루프에 비해 연간
101.86$가 절약되어, 최종적으로 옥상녹화가 생태효율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기후와 전기·가스비용에 맞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의 사정과 다르다
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전무후무한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라는 점에 의
의가 있다.

4. 참고문헌
Cubi, C., Zibin, N. F., Thompson, S. J., Bergerson, J., 2015, Sustainability of Rooftop Technologies in Cold
Climates: Comparative Life Cycle Assessment of White Roofs, Green Roofs, and Photovoltaic Panels,
Industrial Ecology., 20(2), 249-262.
Japan Environmental Management Association for Industry, 2011, LCA System MILCA ver.1.2.
Kim, H, J., Oh, K, S., Lee, S, J., 2018, The Effects of Green and Cool Roofs on Temperature Reduction in
Seoul using a Mesoscale Meteorological Model(WRF-ARW), Seoul Urban Research, 19(2), 39-57.
Life-Cycle Assessment Society of Japan, 2012a, LIME2 Life-cycle impact assessment Method based on
Endpoint modeling Outling of LIME2. NEWS LETTER, 14, 1-69.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and Japan Environmental
Management Association for Industry(AIST), 1012, LCI Database IDEA ver.1.1.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2014, Educational Rooftop Model Application
Manual-School garden garde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東京大学 生産技術硏究所, 2016, “都市における温暖化適応策のコストとベネフィット".
- 200 -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OE7)

M13 박테리오파지 컬러센서 기반 전자코 개발
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1. 서론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는 표면에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정렬된 다양한 구조색을 형성한 나
노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자연계에서는 다양한 구조색을 나타내는 생물들을 많이 관찰 할 수 있는데, 그
중 칠면조는 감정변화나 주변 환경의 자극에 의해 피부색이 변하는 매우 흥미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는 외부 자극에 의해 변화된 칠면조의 피부색 변화에서 영감을 얻은 자
기 조립(self-assembly)을 통해 개발되었다. 자기 조립 기술은 인위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간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자료 및 방법
간단한 풀링(Pulling) 방법을 이용하여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를 제작하는데, 이 방법은 용액
이 기판에 축적되어 증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 변화의 kinetic 조절을 통해 나노 입자의 흡착 및 정렬
도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로 컬러센서를 제작하여 외부 화학 물질이 컬러센서에 결합하면 M13
박테리오파지 나노 구조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외부 화학 물질이 결합했을 때, 파지 다발이 팽창하여 다
발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 반사되는 파장이 길어져 더 붉은 색을 띄게 되거나 반대로 파지 다발이 수축하여
다발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반사되는 파장이 짧아져 더 파란색을 띄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20가지 다양
한 특성의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능성 펩타이드를 발굴하였다. 특정 분자에 특이
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발현시켜 높은 민감도와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
의 컬러센서를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를 응용하여 ppb 수준의 환경 호르몬 물질, 폭발물 및 세포 호흡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감지할 수 있
는 펩타이드를 발현시켜 기능성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기반으로
프탈레이트, PCB와 같은 다양한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을 신속하게 구별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미
국 정부가 발표한 EDC의 제한 농도는 phthalates와 PCBs of 0.1 %(w/w), 1 mg/m이므로, M13 박테리오파
지를 기반으로 제작된 컬러센서는 EDC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의 컬러센서가
질병 진단, 식품 원산지 판별 및 환경 호르몬 검출과 같은 유해물질 검출을 위한 상용 제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참고문헌
Chung, W. J., Oh, J. W., Kwak, K., Lee, B. Y., Meyer, J., Wang, E., Hexemer, A., Lee, S. W., 2011,
Nature, 478, 364.
Kim, I., Song, H., Kim, C., Kim, M., Kim. K., Kim, K., Oh, J. W., 2019, Sci. Rep., 9, 496.
Kim, W. G., Kim, K., Ha, S. H., Song, H., Yu, H. W., Kim, C., Kim, J. M., Oh, J. W., 2015, Sci Rep., 5,
13757.
Moon, J. S., Kim, W. G., Shin, D. M., Lee, S. Y., Kim, C., Lee, Y., Han, J., Oh, J. W., 2017, Chem.
Sci., 8, 921.
Oh, J. W., Chung, W. J., Heo, K., Jin, H. E., Lee, B. Y., Wang, E., Zueger, C., Wong, W., Meyer, J., Kim, C.
T., Lee, S. Y., Kim, W. G., Zemla, M., Auer, M., Hexemer, A., Lee, S. Y., 2014, Nat. Commun., 5, 3043.
Shin, D. M., Han, H. J., Kim, W. G., Kim, E., Kim, C., Hong, S. W., Kim, H. K., Oh J. W., Hwang, Y.
H., 2015, Energy Environ. Sci., 8,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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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ion of Fish Meal by Mealworm (Tenebrio
molitor) in Practical Diets for Pacific White Shrimp,

Litopenaeus vannamei
정태호 ․ 김남정1) ․ 박철2) ․ 김주민
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Abstract
Mealworm (Tenebrio molitor) was evalua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tial or total replacement of
fish meal in diets for white shrimp, Litopenaeus vannamei. Experimental groups of shrimp with average
initial body weight (2.43 ± 0.54 g) were fed each with 4 isonitrogeneous (38% crude protein) diets
formulated to include 0, 25, 50 and 100% (diets 1 to 4, respectively) of fish meal substituted with
mealworm. After eight weeks of feeding trials, shrimp fed with diet 3 and 4 revealed the highest values for
live weight gain(8.01 ± 2.51 and 7.93 ± 1.12), specific growth rates (2.70 ± 1.12 and 2.59 ± 0.51) as well
as better feed conversion ratio (2.69 ± 0.09 and 2.72 ± 0.19)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manner (p<0.05). Survival range was 98% in all the treatments. An increase in
weight gain and other growth associated parameters was observed with higher replacement.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50% and 100% of fish meal protein in shrimp diet can be replaced by mealworm not
only without any adverse effect but also the effect of promoting growt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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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부족에 의한 맥류의 생육 및 생산성 변화
배희수 ․ 최인배 ․ 장현수 ․ 안승현 ․ 윤종탁 ․ 김욱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1. 서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일조부족 현상은 농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이나 저온, 주야간 온도변화 등 온도관련 연구는 많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작물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일조부족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맥류 재배시 일조 부족이 맥류 생육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맥류 재배시 일조부족이 맥류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차광정도가 다른 3단계의 차광막을 이용하여 맥류 재배 전 기간 동안 35%, 55%, 75%의 3개 수준으로
차광 처리하여 밀과 보리를 재배하였으며 재배 기간 중 광량 등 기상 요소와 생육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재배 기간중 평균 누적 일사량은 3,866 MJ/m2였으며 차광정도에 따른 차광율은 광량의 일변화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계절적인 차이만 보였으며 7월이 4월보다 차광률이 다소 낮았는데 이는 4월 측정시 작물에
의해 산란광이나 반사광이 작물에 흡수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차광율이 높아짐에 따라 초장이 커지
고 엽수와 분얼수는 감소하였으며 출수 후 초장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
광정도에 따라 수당 립수와 천립중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맥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겉보리인 큰알보
리1호 품종은 감소 정도가 다소 완만한 경향을 보였다.
<Control>

<35% shading>

<55% shading>

<75% shading>

<Wheat>

<Naked barley>

<Hulled barley>
Fig. 1. Growth shapes of each winter cereal crops according to shading levels in early growth stage.

4. 참고문헌
Lee, M. H., Kang, S. G., Sang, W. G., Ku, B. I., Kim, Y. D., Park, H. K., Lee, J. H., 2014, Change of
photosynthetic efficiency and yield by low light intensity on ripening stage in japonica ric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1(4), 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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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생활 유기성폐기물
처리효율
신승호 ․ 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1. 서론
최근 식문화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화학합성조미료가 감미된 음식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
류는 모두 소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대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류
폐기물은 유기성폐기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는 친환경적 방법인 퇴비화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지만 처리시
간의 장기화로 인해 유입되는 유기성폐기물 양에 비하여 처리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퇴비화를 운영하는 산
업체의 제한적 공간으로 인하여 누적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
시간의 단축화를 주요 연구목표로 하여 산업체와의 협력하에 제작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기성폐기물의 퇴
비화 시간 및 소멸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제작된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
Fig. 1에 제작된 유기성폐기물 처리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발효실 내부에 투입된 유기성폐기물이 미생물과의 원활한 교반을
위하여 교반익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온도센서 장착을 통해 최적
의 고온을 항상 유지하도록 내부 센서를 부착하였다.
2.2. 유기성폐기물 투입 테스트
경상남도에서 수거되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산업체의 협력
하에 직접 유기성폐기물을 공급받아 처리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투입
량은 1일 50 kg 기준으로 투입하였고, 발효실 내부 함수율과 소멸율
을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하여 측정분석하였다.

Fig. 1. Schematic of degradation system.

3. 결과 및 고찰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유기성폐기물시스템을 이
용한 유기성폐기물 처리효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Specification
Efficiency
함수율은 최초 85%에서 17.5%로 나타났고, 소멸율은
Moisture content
17.5%
85.5%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멸율은 하루 50 kg 투입
Decomposition waste
85.5%
량을 기준으로 운영한 결과이지만, 자체 검증 결과
1 Day handling capacity
50 kg
12시간 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일 투
입량이 100 kg일 경우에도 85% 이상 처리됨을 자체
검증하였다. 이러한 처리시스템은 추후 아파트 대단지 및 음식물을 취급하는 각종 요식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기의 대형화를 진행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유기성폐기물을 모두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Result of waste decomposition system efficiency

4. 참고문헌
안상선, 2005,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및 퇴비화 등 자원화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하수토양환경
학회지, 10(3),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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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를 활용하여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의 품질특성
최서희 ․ 김예진 ․ 구효근 ․ 정갑섭 ․ 노정숙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고령자들은 저작장애, 연하장애, 소화장애 등의 3대 섭식장애를 겪고
있으며, 만성 질환에 따른 노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와 위기를 초래한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양 및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는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고등어는 EPA나 DHA 등의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 칼슘, 비타민B2 등을 다량 함유하여, 고혈압,
심근경색, 노인성 치매 등의 예방과 건강증진 효과가 있으며, 된장은 콩을 주원료로 항암, 항균 작용, 콜레
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으며, 혈관질환 예방 및 항산화 작용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 및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된장의 기능성과 고등어 효능을 바탕으로 맞춤형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하여 그 품질특성을 확인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동결건조 고등어 분말을 주원료로 사용하였다. 고등어의 전처러과정 및 부재료 첨가량에 따른 변화를 관
능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완성된 고등어된장젤리제품의 품질특성으로 pH, 염도, 당도, 색도, 총균수, 조직
감을 6주간 측정,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등어 전처리 순서에 따른 관능검사는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간소한 차이가 보였으나, 비린맛이 덜한
‘(a)찌기→동결건조’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pH는 0주부터 5.99, 1주 6.00, 2주 5.99, 3주 5.94, 4주 5.85, 5주
5.90의 결과로 대체적으로 비슷한 pH값을 보이며, 평균 5.95의 pH를 나타내었다. 염도의 변화는 0주
0.68%, 5주 0.78%로, 평균 0.74% 정도였다. 부식의 개념으로 이용되는 제품으로써 0.7% 내외의 염도는 적
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1인당 함량은 19.4~62.3 g이며, 본 시료의 평균 당도는 6.51
g/100 g이었다. 하루 섭취 당도기준보다 낮아, 하루 당 섭취비율에서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장기간에
따른 당도의 일정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색도는 L(lightness)값, b(yellow)값, a(redness)값을 측정했으며,
시료는 대체적으로 탁하고 묽은 갈색을 띄는 것을 확인했다. 총균수는 0주 2.1×103, 1주 1.4×103, 2주
1.0×103, 3주 4.2×103, 4주 4.6×103, 5주 9.0×103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5주
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감은 경도, 접착성, 응집성, 탄력성, 검성, 씹힘성을 측정하였으
며, 대체적으로 2주에서 큰 변화가 많았고, 저장기간에 따라 조직감의 비례적인 변화관계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4. 참고문헌
배영우, 김혜진, 김은정, 박은희, 김명동, 2018, 첨가물에 따른 된장의 건강 기능성 변화,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30(3), 180-191.
임호정, 김미소, 유학수, 김재겸, 신의철, 2016, 직화구이와 급랭가공법을 이용한 고등어 제품의 성분 분석
및 관능적 특성 검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5(3), 452-459.
천용기, 김범근, 이상훈, 박동준, 2017, 고령자용 식품을 위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현황, 한국식품연구원, 식
품산업과 영양, 22(2),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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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도
김영주 ․ 이동호 ․ 김동현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1.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삶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새
로운 화학 물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색인에 따르면 2015년 6월 1일까지 1억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170만 종 이상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 물질만도 4만3천여 종이며, 매년 200∼400종의 신규 화학물질들이
기계, 재료, 의약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Yang et al., 2012). 화학물질 사고는 다양한 화학
물질에 의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 ‘누출’, ‘중독’ 등 다양한 발생형태로 나타난다.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될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를 동반하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
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올바른 보관과 사용방법을 제시하고 배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고대비물질
을 추가하고 정부에서 사용방법을 관리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
을 유통하고 사용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안전한 사용의무를 촉구함에 따라 사고와 재해를 감소하는 효과가 기
대된다 (MOE). 이렇듯 화학물질 유출 비상시 시각적이고 구체화된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대응체계가 보다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도를 구축하여 화학 위해성 인식을 보다 향상시키고 선진화
하여 위험소통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국가산단에 입주한 업체를 중심으로 화학비시상시 효과적인 주민 알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위치 및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 주변 취약시설 및 대응시설, 대피소,
과거화학물질 사고지점, 바람장미도, 지역주민 대피 행동요령, 화학사고 발생 대응체계, 사고시 관련 연락처 등이
포함된 화학물질 안전 관리지도를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공간자료와 데이터 정보 링크를 통
해 지도를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로 군산시 국가산단의 화
학물질 현황은 총 20개소, 23종의 화
학물질을 주민에게 고지하였으며, 주
요 업종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
량을 사업장별로 보면 가장 많은 취
급 화학물질은 황산, 염화수소가 8개
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산지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알권
리가 향상되고 화학 비상시 안전 대
피를 위한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Fig. 1. 군산시 산단지역 화학물질 관리지도 Ver. 1.0.
구글지도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지도
를 제작하였고(Fig. 1), 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지역단위 화학안전관리에서 비상계획과 재난관리 및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Yang, J. S., Lim, C. H., Park, S. Y., 2012, A Study on the Priority for the Hazard and Risk Evalution of
Chemicals (HREC)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H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2(1), 73-81.
Ministry of Environment, Chemistry Safety Clearinghouse, https://csc.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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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타이드와 덴드리머 타입 카프로락톤 친환경 공중합체 합성
및 분석
임동혁 ․ 이승재 ․ Vishal Gavande ․ 이창한1) ․ 진영읍 ․ 이원기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Polylactide는 대표적인 생분해성 고분자로 높은 기계적 강도, 생체 적합성 및 생분해성으로 인해 광범위
한 분야에 사용된다. 폴리머 재료의 분해성은 제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
들을 제어하기 위해 lactide 및 multi-armed caprolactone을 포함하는 거울상 이성질체 블록 공중합체를 합성
하였다. 공중합체의 열적 특성을 DSC와 TGA를 통해 측정하였고, 효소 분해를 통한 몰폴로지의 변화는
Atomic Forced Microscopy (AFM)으로 확인하였다. 락타이드 단독중합체에 비해 공중합체의 경우 그 속도
가 증가하였으나, 단독중합체의 거울상 이성질체와 마찬가지로 stereocomplex의 형성은 열적 특성의 향상
및 효소 분해의 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2. 자료 및 방법
공중합체를 합성하기 위해 폴리올로 poly(ε-caprolactone) tetraol (MW = 1,000)을 사용하였고, 개환반응
을 위해 stannous octoate를 촉매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Fig. 1에 중합반응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중합을 진
행한 후 polydispersity index를 줄이기 위해 chloroform에 고분자를 녹인 후, n-hexane과 methanol에 각각
dropping을 통해 purification을 진행한 후 상온에서 하루, 40℃에서 하루 건조하였다. The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Mn)과 polydispersity index를 측정하기 위해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를 사
용하였고, 공중합체의 조성은 fourier transform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FT-NMR)을 통해
확인하였다. 효소 분해를 진행하기위해 5 wt%의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여 slide glass에 spin coating 그리고
teflon plate에 casting 한 후 상온에서 3일간 건조하였다. 효소는 proteinase K를 사용하였고, buffer solution
(pH = 8.6)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PLLA의 분해속도 및 특성을 제어하기위해 PLLA-PCL, 2, 3 그리고 4-armed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Arm의 수가 증가할수록 각 블록의 Mn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유사한 Mn을 갖는 multi-armed
공중합체의 효소분해는 arm의 수에 의존하게되었다. 그에 따라 AFM을 통해 분해시간별 표면 특성을 확인
하고, Weight loss check를 통해 그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또한 PLLA, PDLA의 stereocomplex
와 같이 소량의 PDLA를 갖는 공중합체의 stereocomplex 또한 그 정도에 따라 그 분해속도가 급격히 감소
되고 열적특성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LLA의 효소 분해는 arm의 수의 변화 및
stereocomplex의 정도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ynthesis of 4-armed block copolymer.

감사의 글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No.201740102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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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nti-ecotoxic Glycoprotein Isolated from
Ulmus davidiana Nakai on Fecal Malodor and Feed
Efficiency in Mice
Do-Wan Kim ․ Ji-Yun Kim ․ Sei-Jung Lee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서론
Ulmus davidiana Nakai (UDN) has been traditionally used as a herbal medicine in Korea.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ecotoxic potential of a 116 kDa glycoprotein isolated from UDN (UDN
glycoprotein) fecal malodor and feed efficiency in mice. We demonstrated that UDN glycoprotein (200
µg/ml) has inhibitory effects on viability of colon epithelial HT-29 cells induced by bisphenol A (BPA), an
ecotoxicological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UDN glycoprotein ha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weight of ecotoxicity-related organ (liver, heart, kidneys and spleen) and the levels of serum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O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GPT),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 in mice for 2 weeks, compared to the control. Additionally, UDN glycoprotein reduced the level of
hydrogen sulfide (H2S) and ammonia(NH3) as a marker of fecal malodor in mice. Interestingly, UDN
glycoprotein has ability to improve mouse feed efficiency. In conclusion, our data indicate that anti-ecotoxic
activity of UDN glycoprotein in colon epithelial cells is related to increase feed efficiency and reduce fecal
malodor in mice.

2. 참고문헌
Hong, S. O., Choi, I. K., Jeong, W., Lee, S. R., Sung, H. J., Hong, S. S., Seo, J. H., 2017, Ulmus
davidiana Nakai induces apoptosis and autophagy on non-small cell lung cancer cells, J.
Ethnopharmacol., 202, 1-11.
Le, P. D., Aarnink, A. J., Ogink, N. W., Becker, P. M., Verstegen, M. W., 2005, Odour from animal
production facilities: its relationship to diet, Nutr. Res. Rev., 18, 3-30.
Vigors, S., O'Doherty, J. V., Kelly, A. K., O'Shea, C. J., Sweeney, T., 2016, The Effect of Divergence in
Feed Efficiency on the Intestinal Microbiota and the Intestinal Immune Response in Both Unchallenged
and Lipopolysaccharide Challenged Ileal and Colonic Explants, PLoS One, 11, e014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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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유해물질의 토양섭취노출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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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형진 ․ 공혜관 ․ 박시현 ․ 윤단기 ․ 이혜원 ․ 임희빈 ․ 남궁선주 ․ 이철민
서경대학교 나노생명공학과

1. 서론
화학사고는 일회성, 단기간, 고농도의 화학물질이 1차적으로 환경 중 방출되며, 이후 대기, 토양, 등에 잔
류 및 재방출하여 2차적으로 환경 중 방출되게 되나, 대부분의 연구가 급성 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응급 대처
요령개발 등의 연구이며 환경 중 잔류 및 재방출로 인한 장기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화학사고로로 인한 유해오염물질의 장기 건강위해성평가 방법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2. 자료 및 방법
폼알데하이드를 평가대상물질로 선정하였으며 US EPA의 위해성평가 4단계 방법에 따라 토양섭취에 의
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Lee et al.(2019)에 의해 개발된 다매체 환경동태모델을 이용하여 폼알데하이
드 40톤이 전량 누출되는 화학사고를 가정하고 토양 내 잔류하는 일일평균농도를 산출하였으며 입력 기상
값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에 제시된 기상값을 사용하였다. 노출대상은 4개의 그룹(0~9세, 10~18세, 19~56세,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용량-반응평가 자료는 US EPA IRIS의 독성값을 조사 및 활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위해지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토양 섭취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의 전 연령대 모두 위해지수가 1
을 넘지 않아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해지수는 0~9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10~18세, 65
세 이상, 19~65세 순으로 위해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의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전 연
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해지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안의 시나리오가 총 노출량은 최악의 시나리오
보다 적으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28일 노출을 가정하였으며, 대안의 시나리오는 20일 노출을 가정하고 산출
하여 이로 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위해지수 산출결과

위해지수

나이

최악의 시나리오

대안의 시나리오

0~9

1.54344 × 10-3

1.59442 × 10-3

10~18

-4

3.82981 × 10

3.95630 × 10-4

19~65

1.62147 × 10-4

1.67502 × 10-4

-4

1.74677 × 10-4

65~

1.69092 × 10

4. 참고문헌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Multi-media Risk Assessment of harmful substances (Ⅱ) -For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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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with Gold Nanoparticles Using Cudrania
tricuspidata Root Extract Induced Downregulation of
MMP-2/-9 and PLD1 and Inhibited the Invasiveness of
Human U87 Glioblastoma Cells
Sun Young Park1),2) ․ Beomjin Kim2) ․ Young-Whan Choi3) ․ Geuntae Park1),2)
1)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3)
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The green synthesis of gold nanoparticles (GNPs) is advantageous over physical and chemical approaches
as it is cost effective, maintainable, eco-friendly, dependable, can be easily scaled up, and reduces the
production of harmful by-product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the Cudrania tricuspidata root
extract is more beneficial for the preparation of GNPs over other conventional methods due to a large
number of phytochemical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reduction, capsulation, and stabilization of GNPs.
We found that the hydrodynamic size distribution, zeta potential and the PDI value of the CTR-GNPs
were 89 ± 5.21 nm, -26.93 ± 1.41 mV and 0.24 ± 0.01, respectively. Typical HR-TEM micrographs
displayed many spherical particles and the CTR-GNPs were found to be of average diameter size of 23.3 ±
3.7 nm. The SAED and FFT pattern of CTR-GNPs also indicated face-centered cubic crystal structure,
which was manifested by bright circular spots. The distribution of the Au atoms in the CTR-GNPs was
studied using HAADF-TEM, EDS analysis revealed the surface chemistry of the green synthesized Au-NPs.
Our study illustrated that GNP with Cudrania tricuspidata enhanced the anti-invasive effects when
compared to the Cudrania tricuspidata root extracts alone possibly because of the presence of the functional
groups from the CTR extract that act as reducing, stabilizing, and capping agents. Our results also
demonstrate that CTR-GNPs showed more effective inhibition than CTR extract on cell migration and
invasion via the down-regulation of MMP-9 and PLD activity and ex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clude that CTR-GNPs can potentially inhibit metastasis and assist in the treatment of
glioblas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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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이용 콩과 옥수수 재배시 토양 수분 변화와 작물
생육특성
배희수 ․ 장현수 ․ 안승현 ․ 윤종탁 ․ 김욱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1. 서론
논 이용 다각화를 통한 경지 이용률 및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을 이용한 콩 및 옥수수 재배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발 및 습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량 변동 폭이 매우 크다. 특히 배수가 불량한 평
야지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습해에 의해 수량성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야지 대면적
논에 적용할 수 있는 논 주변 배수로 처리에 의한 배수효과와 생육 증진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수
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논이용 밭작물 재배시 습해 경감을 위해 논 가장자리에 깊이 40 cm의 깊은 배수로를 설치하여 콩과
옥수수를 재배한 후 재배 기간중 토양수분 변화와 작물 생육특성에 대해 조사 하였다. 토양 수분함량 모
니터링을 위해 표토(0~20 cm)와 심토(20~40 cm)깊이에 토양수분센서를 설치하여 토양수분함량을 1시간
단위로 측정하였다. 콩과 옥수수의 생육 및 수량 특성조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준하여 수
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장자리 배수로 처리효과 분석을 위해 100
mm 이상 강우 발생 5일 후에 토양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0~40 cm 깊이의 평균 중량수분함량
은 배수 무처리구에서 33%로 배수처리구의
30.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수분 센서
에 의한 토양수분함량 모니터링 결과 배수처리구
에서 강우시 토양 수분함량은 낮게 유지되어 주
변 배수로 처리에 의한 배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콩의 초장은 배수처리구에서 112.3 cm로
무처리구의 99.4 cm보다 커 배수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옥수수는 연차간 배수처리효과가 다소 차
Fig. 1. Changes of soil water content by open ditch drainage
이를 보여 재배 1년차인 2018년도에는 배수처리
at around a edge of paddy field.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재배 2년차인 2019년도
에는 배수처리에 의한 생육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차간 강우량 차이로 콩보다 옥수수가 습해에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논 콩 및 옥수수 재배시 주변 배수로처리(깊이 40 cm)시 습해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논이용 밭작물 재배시 경제적인 배수처리 방법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4. 참고문헌
Jung, K. Y., Yun, E. S., Park, K. D., Park, C. Y., 2010, Evaluation of drainage improvement effect using
geostatistical analysis in poorly drained sloping paddy soil,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43(6), 8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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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Mediated Apoptotic Cell Death Pathway Induced
by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Related to Fine
Particulate Matter in Human Keratinocytes Cells
Jeong-Bae Park ․ Soo-Hyun Choi ․ Moon-Ki Park ․ Sei-Jung Lee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서론
Particulate matter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less than 2.5 μM (PM2.5) is one of the major
environmental pollutants.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is one of the most abundant and toxic
components in the PM2.5 asan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and has been used to utilize for
manufacturing of Poly Vinyl Chloride (PVC)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final products. In the present
study, we were investigated that the effects of DEHP on the death of human keratinocytes (HaCaT) cell
lines. DEHP stimulated apoptosis by activating the phosphorylation of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through the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terestingly, we found that
DEHP induced the phosphorylation of nuclear factor-kappa B (NF-κB) responsible for the expression of
cleaved caspase-3 as an executional cell death protease in HaCaT cell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DEHP in the PM2.5 induces apoptotic death of human keratinocytes via ROS-mediated signaling
events.

2. 참고문헌
Fan, T. J., Han, L. H., Cong, R. S., Liang, J., 2005, Caspase family proteases and apoptosis, Acta Biochim
Biophys Sin (Shanghai), 37, 719-727.
Wier, E. M., Fu, K., Hodgson, A., Sun, X., Wan, F., 2015, Caspase-3 cleaved p65 fragment dampens
NF-ĸB-mediated anti-apoptotic transcription by interfering with the p65/RPS3 interaction, FEBS Lett.,
589, 3581-3587.
Yoon, S. D., Baek, W. K., Kim, S. P., Lee, K. S., Cho, J. W., 2013, Induction of apoptosis and autophagy
in UVB-treated HaCaT cells,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51, 6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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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Transparent UV-Curable Nylon 6 Nanofiber
Reinforced Polyurethane Acrylate Nanocomposite
Vishal Gavande ․ Donghyeok Im ․ Seungjae Lee ․ Jamin Koo ․ Yongup Jin ․
Won-Ki Lee
Division of Applied Chem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Electrospinning is the versatile and simplest method to produce continuous nanofibers with diameters
ranging between few micrometers to nanometers. Nylon 6 possesses high tensile strength with elasticity,
toughness and abrasion resistance. As well as it is having a similar refractive index with PUA and it would
be beneficial for transparent nanocomposite. The interfacial properties of nylon 6 nanofiber and PUA resin
greatly impacts on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composite.

2. Method
The fabrication of nylon 6/PUA nanocomposite consists of three steps: casting, electrospinning, and
UV-curing. After realizing the parameters for the bead-free morphology of nanofibers, these nylon 6
nanofibers were randomly electrospun on the PUA casted glass plate for a specific time of period to get
appropriate gsm (gram per square meter). After deposition of the nylon 6 nanofibers, this wet composite
was moved to air tightened metallic mold and cured in the UV-curing machine.

Fig. 1. Schematic presentation of nylon 6/PUA nanocomposite film fabrication method.

3. Result and discussion
Process parameters for the production of nylon 6/6 nanofibers were optimized to: an applied voltage of
25 kV, a needle-to-collector working distance of 150mm, and a solution feed rate of 0.3mL/h. The
properties of nylon 6/PUA nanocomposite films with 8, 15, and 30 min of deposition of the nanofibers will
be evaluated in comparison to the reference UV-cured PUA film. In the evaluation part, we determined
mechanical properties as well as hardness, wettability, and adhesive properties are required to verify in case
of surface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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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u2O-TiO2의 가시광 조사조건 활성도 평가
이준엽 ․ 박상희 ․ 김도훈 ․ 김선진 ․ 문은비 ․ 최정학1) ․ 신승호2)
켐토피아 생활환경연구센터,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2)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1. 서론
1977년 후지시마와 혼다 연구자들에 의해 TiO2를 자외선에 노출시켜 물의 광촉매 분해 현상을 발견이 있
은 후, TiO2는 광전지, photo-/electrochromics 광촉매 그리고 센서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etero-junction을 나타내는 Cu2O와 TiO2 반도체는 전자와 정공사이의 전하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접합부에 정전기장의 존재로 인해 우수한 광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귀금속 즉 Pd, Pt, Ag와 Au와 같은 귀금속을 광반응성 반도체와 결합을 통해 에너지 전달 유도가 가능한
surface plasmon의 존재로 인해 흡수 파장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초음파 합성법을 이용하여 n타입 반도체인 TiO2를 합성한 후 Cu2O와 Au를 광증착(photodeposition) 방
식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Au/Cu2O-TiO2를 제조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가스상 α-pinene에 대한 광촉매
로서의 활성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α-pinene을 선정한 후 합성된 복합 광반응 나노소재를 이
용하여 광촉매 산화법을 이용하여 분해효율을 평가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lative Huminity : RH, %
Lamp types
Flow rate, L/min
Target compounds
Input concentration, ppm

Representative value
45 ± 5
8 W daylight
1.0
α-pinene
1.0

PDEs, %

3. 결과 및 고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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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r)

Fig. 1.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efficiency(%) of gaseous
α-pinene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합성법과 광증착 방
식을 활용하여 Au/Cu2O-TiO2를 합성하여 대표적
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인 α-pinene에 대한 분해효율
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 영역에서만 활성도를 나타내는 비도핑
TiO2에서는 15%의 분해효율을 나타낸 반면에 α
-pinene에 대한 분해효율은 99%의 분해효율을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u 귀금속과 p타
입 Cu2O 반도체 도핑을 통해 가시광 조사조건에
서 활성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Sinatra, L., LaGrow, A. P., Peng, W., Kirmani, A. R., Amassian, A., Idriss, H., Bakr, O. M., 2015, A
Au/Cu2O-TiO2 system for photo-catalytic hydrogen production. A pn-junction effect or a simple case
of in situ reduction?, J. Catal., 322, 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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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도핑 이산화티타늄의 알파피넨에 대한 분해효율 평가

PE14)

이준엽 ․ 최정학1) ․ 신승호2) ․ 최영훈
켐토피아 생활환경연구센터,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2)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환경과

1. 서론
높은 charge recombination rate과 밴드갭(3.0-3.2 eV)를 가진 TiO2는 전반적으로 광촉매 효율에 근본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Pt, Au, Ag, Pd와 같은 귀금속을 TiO2와 결합시켜
광촉매 활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귀금속 나노입자는 TiO2와 밀접하게 접촉하여
Schottky barrier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n형 반도체인 TiO2로부터 귀금속으로 전자를 유도하고 전하 분리
속도 및 광촉매 활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합성법을 이용하
여 TiO2를 합성한 후 Au를 광증착(photo-deposition)법을 이용하여 Au-TiO2를 제조한 후 가스상 α-pinene에
대한 광촉매로서의 활성도를 확인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α-pinene을 선정한 후 합성된 복합 광반응 나노소재를 이
용하여 광촉매 산화법을 이용하여 분해효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때 시험조건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Relative Huminity : RH, %
Lamp types
Flow rate, L/min
Target compounds
Input concentration, ppm

Representative value
45 ± 5
8 W daylight
1.0
α-pinene
0.1

POEs, %

3. 결과 및 고찰
100
90
80
70
60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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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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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Pinene

Au-TiO2

Pure TiO2
0

1

2

3

Time (hr)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합성법과 광증착 방식
을 활용하여 Au-TiO2를 합성하여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α-pinene에 대한 분해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 영역에
서만 활성도를 나타내는 순수 TiO2에서는 평균
18%의 분해효율을 나타낸 반면에 α-pinene에 대한
분해효율은 평균 94%의 분해효율을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Au 귀금속 도핑을 통해 가시광
조사조건에서 활성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Photocatalytic oxidation efficiency(%) of gaseous α
-pinene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4. 참고문헌
Yu, Y., Wen, W., Qian, X. Y, Liu, J. B., Wu, J. M., 2017, UV and visible light photocatalytic activity of
Au/TiO2 nanoforests with anatase/rutile phase junctions and controlled Au locations, Sci. Rep., 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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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슬러리얼음이 고등어의 신선도에 미치는 조직학적 영향
김세준 ․ 이남걸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연안에서 어획되는 고등어의 선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비위생적인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배
제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샤베트 아이스를 이용하여 연안의 어종인 고등어를 해수 샤
베트 아이스에 저장하면서 선도저하를 조직관찰을 통하여 향후 연안산 해산어류의 샤베트 빙장 적용 자료
로 이용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고등어(Mackerel, Scomber japonicus, 300±50 g)활어는 활어차로 공수 받아서 곧바로
얼음박스내에 해수 슬러리 얼음(Sea Water Slurry Ice : SS), 해수 각 얼음(Sea Water Cube Ice : SC), 담수
슬러리 얼음(Tap Water Slurry Ice : TS ) 및 담수 각 얼음(Tap Water Cube Ice : TC)으로 채우고 어체를
시료구로서 저장하면서 경시적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피의 색도변화는 색차계(minolta CR-300)를 사용하여 L값, a값, b값을 측정하고, 체중변화는 전자정밀
저울을 사용하였으며, 어체 조직관찰은 안구, 아가미, 표피의 외관변화로 실체 현미경을 이용하여 경시적으
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체중변화
TC는 최저 214 g에서 최고 234 g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으나 저장시간이 경과 될수록 증가하는 경향 이
었다. TS는 최저 217 g에서 최고 229 g으로 큰폭의 변화는 없었으며, SC는 최저 219 g에서 최고 229 g으
로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SS는 최저 215 g에서 최고 229 g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위 결과들로 부터
사후 체중 변화는 각각의 저장 방법에 따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색차변화
고등어의 표피 명도는 신선도의 지표로서 저장방법에 관계없이 표피성분의 신선도는 일정기간 잘 유지가
되었다.
색도 데이터를 통해볼 떄 큐빅 빙에 비해 슬러리빙이 선도유지면에서 다소 유리하게 유지되었으며 담수
빙에 비해 해수빙이 선도 유지와 변색없이 색도 유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고등어의 각조직 변화
TC 처리구는 저장 48시간째부터 그무늬 모양과 형채가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TS 처리
구는 72시간째부터 그무늬 모양과 형채가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SC 처리구는 120시간째부터는 그무늬 모양과 형채가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SS 처리구
는 192시간째 부터는 그무늬 모양과 형채가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함을 볼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Cho, Y. J., Kim, C. G., Lee, K. H., 1988, Effect of Referigerated Sea Water on Keeping Freshness of
sardine, Bull. Korean Fish. Soc., 21(3), 177-183.
Hur, J. W., Sung, N. K., Lee, J. G., Choi, S. H., Kim, J. K., 1980, Studies on the Optimum Method of
Cold Transport of Marine Products,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9(2), 111-117.
Shaw, D. H., Botte, J. R., 1975, Preservation of Inshore Male Capelin stored in Refrigerated Sea Water, J.
Fish. Res. Board Can, 32(11), 204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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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 슬러리얼음의 화학적
영향
전동협 ․ 이남걸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연안에서 어획되는 고등어의 선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비위생적인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배
제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해수 슬러리 얼음을 이용하여 연안의 어종인 고등어를 해수 슬
러리 얼음(Sea Water Slurry Ice : SS), 해수 각 얼음(Sea Water Cube Ice : SC), 담수 슬러리 얼음(Tap
Water Slurry Ice : TS ) 및 담수 각 얼음(Tap Water Cube Ice : TC)에 각각 저장하면서 선도변화를 조사하
여 각각의 저장 방식에 따른 선도변화 차이를 조사하여 향후 연안산 해산어류의 빙장 적용 자료로 이용하
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고등어(Mackerel, Scomber japonicus, 300±50 g)활어는 활어차로 공수 받아서 곧바로
얼음박스내에 해수 슬러리 얼음(SS), 해수 각 얼음(SC), 담수 슬러리 얼음(TS) 및 담수 각 얼음(TC)으로 채
우고 어체를 시료구로서 저장하면서 경시적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수분은 105℃에서 상압가열 건조법, 회분은 550℃에서 건식회화법, 지질함량은 ether를 이용한 soxhlet법,
단백질함량은 Kjeldahl법으로 측정하였으며, VBN은 Conway Unit법을, pH는 pH meter다. 경시적으로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질검사 및 일반성분
각각의 빙질을 7가지의 미생물학적인 검사와 16가지의 이화학적인 검사를 한 결과 세균학적인 검사의 경
우 모든 검사과정에서 먹는물 기준 이하였으며, 중금속의 경우 주목할만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암모니
아성 질소는 수도수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수의 경우 11mg/ℓ로 기준치 0.5mg/ℓ를 휠씬 넘는 수준, 질산
성 질소 또한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탁도는 수도수의 경우 0.13NTU를 해수는 1.81로서 수도수에 비해 탁한
경향이었다. 고등어육의 일반성분 검사결과 수분함량은 72.7%였으며, 단백질함량은 20.5%, 지질의 함량은
5.25%, 회분함량은 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인 고등어의 성분변화와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구가 작은 고등어로서 대체로 지방함량이 낮은 경향이었다.
3.2. 고등어육의 pH변화
TC 처리구는 저장 12시간까지 pH가 저하며, 그 값이 최저 5.3가지 저하하여 이후, 165시간째에 또한번
의 저하값을 나타내었다. TS 처리구는 TC처리구에 비해 pH등락이 없이 꾸준하게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SC 처리구는 등락의 폭이 있기는 하나 TC처리구에 비해 약하게 등락을 거듭하다 저하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SS 처리구는 저장 12시간까지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 24시간째에 급속히 감소하여 그 이후 약
하게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3. 고등어육의 VBN 변화
저장직전 1.4 ㎎/100 g이었으며, 저장 초기에 모든 저장구에서 VBN 증가가 억제되었다. TC에서의 VBN
값은 저장 48시간에 초기부패값을 나타내었고, TS에서는 저장 약 96시간에 초기 부패값을, SC에서는 저장
약 120시간에, SS에서의 VBN 값은 저장 약 165시간에 초기 부패값을 나타내었다.

4. 참고문헌
Cho, Y. J., Kim, C. G., Lee, K. H., 1988, Effect of Referigerated Sea Water on Keeping Freshness of
sardine, Bull. Korean Fish. Soc., 21(3), 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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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의 출력성능 확보를 위한 시멘트계 재료의 특성평가
조용광 ․ 남성영 ․ 김춘식 ․ 조성현
한일시멘트 기술연구소 소재팀

1. 서론
국내 및 해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한 3D 프린팅 건축
은 단기간, 저비용으로 건축물을 짓는 시대로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3D 프린팅 건설 기
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으면 사람
이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을 최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3D프린팅을 활용
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D프린
팅을 활용하여 적합한 출력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멘트계 원료의 첨가제의 함량별 적정 배합을 검토하였
다.

2. 자료 및 방법
3D프린팅의 출력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1종 포틀랜드시멘트(OPC)의 원료를 사용하였다. 무기 혼합필러로
는 산업부산물인 미분탄 플라이애쉬(F/A)를 사용하였다. 첨가제로는 고성능감수제와 증점제를 사용하여, 각
첨가제 함량별 3D프린팅 출력성능을 평가하였다.
Table 1. 시멘트계 원료의 3D프린팅 기초배합
No.
P1
P2
P3
P4
P5
P6
P7

W/B
(%)

S/B
(%)

28

71

시멘트

31.7

Mix proportion(%)
Binder
플라이애쉬
SUM.

5.6

37.3

Admixture
W

10.4

S

감수제

증점제

52.2

0.5
1.0
1.0
1.2
1.2
1.2

0.20
0.20
0.25
0.27

3. 결과 및 고찰
Table 2. 시멘트계 원료의 3D프린팅의 유동성 및 출력성능평가
No.
P1
P2
P3
P4
P5
P6
P6-1
P7

Flow (mm)
측정불가(무너짐)
181
276
135
161
151
140

출력성
출력불가
출력시 재료분리(탈수) 발생
출력시 재료분리(탈수) 발생
초기출력 불량
출력가능(Layer간 자립도 저하)
출력가능(Layer간 자립도 저하)
출력가능(Layer간 자립도 개선)
출력가능(Layer간 자립도 양호)

비 고
Z-offset, 출력량 수정
출력 양호

평가결과 출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유동성 범위는 140~150mm 범위인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출력시
Layer의 자립성 확보와 원활한 출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점성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탄소자원화 국
가전략프로젝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함. (2017M3D8A2086037)
- 218 -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PE18)

CSA를 활용한 3D프린팅의 시멘트계 재료의 물성평가
조용광 ․ 남성영 ․ 김춘식 ․ 조성현
한일시멘트 기술연구소 소재팀

1. 서론
현재까지 건설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3D프린팅 기술은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이
며, 시멘트계 재료로 활용된다. 이 방식은 시멘트계 재료를 직접 압출하여 거푸집 없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객체 시공을 간소화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설계의 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멘트계 재료 기반 3D프린팅 방식은 출력저하 및
응결이 늦고 초기강도가 약해 형상의 자유도가 시장 기대치보다 낮으며, 물성 또한 사용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형 Calcium
Sulfo-Aluminate (CSA)를 함량별로 첨가하여, 그에 따른 응결 및 압축강도 등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시멘트계 재료의 원료로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OPC)를 사용하였다. OPC보다 낮은 1200~1300℃에서 소
성을 거쳐 생성된 CSA를 사용하였다. 무기혼합필러로는 산업부산물인 미분탄 플라이애쉬(F/A)를 사용하였
다. 첨가제로는 감수제와 증점제를 사용하였다.
Table 1. CSA혼합재 대체율에 따른 콘크리트 복합소재 배합표
No.
Plain
CSA 5%
CSA 10%
CSA 20%
CSA 30%

W/B
(%)

S/B
(%)

28
28
28
28
28

71
71
71
71
71

OPC
31.7
30.12
28.53
25.36
22.19

FA
5.6
5.6
5.6
5.6
5.6

Mix proportion(%)
Binder
CSA
SUM.
37.3
1.58
37.3
3.17
37.3
6.34
37.3
9.51
37.3

Admixture1)
W

S

감수제

증점제

10.4
10.4
10.4
10.4
10.4

52.2
52.2
52.2
52.2
52.2

1.2
1.2
1.2
1.2
1.2

0.27
0.27
0.27
0.27
0.27

3. 결과 및 고찰

Fig. 1. 플로우(유동성) 특성.

Fig. 2. 응결 특성.

기본 배합 대비 CSA를 첨가할 경우 에트링가이트 생성이 활성화 됨에 따라 플로우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결 특성의 경우 CSA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산화칼슘과 Al(OH)3와 반응하여 Ca-Al-H2계 수화물
을 생성시켜 응결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탄소자원화 국가
전략프로젝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함(2017M3D8A208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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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C1)

진주시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와 미세먼지
대피지역으로의 역할
참가자_이지은 ․ 유명모 ․ 장진호 ․ 천성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녹색공간의 네트워크인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전략이면서, 최근 미세
먼지 문제를 완화 개선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도 평가되고 있지만, 도시별 효과성이나 그 활용성 측면에서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진주시 도심 사이로 흐르는 남강 주변에는 진양호, 진주성 및 각종 수목 공원
등 그린인프라가 조성되어 매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과제에서는 진주시 남강 주변의 그린인프라가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성을 파악하고 소셜네트워크
(SNS) 등으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대피지역으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1)
2)
3)
4)
5)

광산란측정기(TSI, 8530)를 이용하여, PM10 및 PM2.5 농도 측정
진주시 남강 주변(약 7km)을 따라 진양호, 진주성 및 각종 수목 공원별 농도 측정
대조지역으로 진주시 도심 중앙 도로변(약 3 km)을 따라 연속 농도 측정
예비조사(2019년 4월~5월), 본조사(9월~10월), 기타(졸업과제로 분기별 정기조사 실시)
진주시 남강 주변 및 중앙 도로변에 대한 미세먼지 환경지도 작성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1) 소셜네트워크(SNS) 등으로 시민들에게 진주시 그린인프라의 효과성 홍보
2)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사례로 자료 제공
3) 대학 졸업과제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측정결과의 업데이트(Updat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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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C2)

경남지역 미세먼지 변화 특성
참가자_김동언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박종길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경남의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해보고 기상현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과제이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경남지역 09년~18년까지의 미세먼지 양을 조사한다.
미세먼지 농도의 연(월) 변화와 기상조건에 대한 검토 및 제안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과 배출량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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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C3)

공기질 정화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및 TVOC 저감
참가자_김동엽 ․ 박지유 ․ 박유주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지도교수_박종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현재 실내 공기질 법령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사회 관심도의
증가와 문제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점차 개선/심화되어 정부의 계획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 및 전반적인 모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지속 가능한 식물을 이
용해 현재 대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및 공기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축소 공간에서 담배를 연소시켜 연기 속 PM2.5와 TVOC(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측정하고
저감 효과가 있는 식물 4종을 선별해 실험 결과를 그래프화 하여 각 식물의 효율을 살펴보는 실험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실험에서 검증된 식물을 추려내 학교 내에서 미세먼지의 분포가 많은 곳이나 시약보관실 등의 온/습도
및 미세먼지 저감에 사용하고 더 나아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의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해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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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물’ 사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참가자_박성재 ․ 조민기 ․ 이승준 ․ 백종청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지도교수_신춘환
동서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인천 붉은 물’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이루기 위함.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천문학적인 금액과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교체가 완료
되기 전까지의 녹물 방지 대책이 필요.
① 탁도계 등 센서 설치 수 증가와 주기적인 점검 필요
② 수질 및 수압을 파악하기 위한 중간 통제 시설 설치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풍납취수장에 전기공사를 하면서 10시간 남짓 단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팔당취수장 물을 공급.
그 과정에서 쓰지 않던 관 두 곳을 열었는데, 물길의 방향이 그 관이 주로 흐르던 물길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흘러 수압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그 관에 있었던 녹이 떨어져 ‘인천 붉은 물’ 사건이 발생.
이러한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배수지와 가정 중간의 문제 발생 예상 지점이 될 관로에 중
간통제 시설을 설치하여 수압과 수질 상태를 2단 점검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전국적인 수돗물의 안전성 ․ 위생성 ․ 건강성을 확보할 새로운 수돗물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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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득량만 해역의 육상오염원분포와 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참가자_이경준 ․ 서동욱 ․ 한재선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지도교수_안삼영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득량만은 꼬막, 새조개, 피조개 등의 대표적인 서식공간으로 패류 양식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다.
패류가 서식하는 해역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육상으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부 득량만이 인접한 육상오염원을 전수조사하고 주요오염원을 파악함으로서
해역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남부 득량만의 해안선을 도보로 이동하며, 해역으로 방출되는 모든 방류구를 전수 조사하였다. 방출수가
있는 지점에서는 유량과 분변계대장균을 조사하여, 해역에 미치는 영향반경을 산출하였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남부 득량만의 해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오염원을 파악하여 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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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비드를 이용한 비소(As)와 납(Pb)의 흡착처리
참가자_박훈 ․ 조원준 ․ 신재현 ․ 문준혁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지도교수_오상화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식수원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시아, 아메리카와 아프리
카 일부 지역에서는 비소(As)와 납(Pb)으로 오염된 식수원으로 인해 암 또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30%가 비소농도 50ppb인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000
만여 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고 7000만여 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염된 식수원 사
용이 불가피하므로 장기적이고 경제적으로 오염식수원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석재 가공 시 주로 발생하는 석분 슬러지는 매년 1,500,000톤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
부분의 석분 슬러지는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과제는 석분 슬러지를 환경정화를 위한 매질로 활용하여 지하수 내 비소 (As)와 납(Pb)을 효율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복합 자성 비드를 개발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경제적으로 정화하고 석분 폐
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1) 석분, 키토산, 산화철(maghemite)을 사용하여 제조한 복합 자성비드의 합성방법 확립
2) 합성된 복합 자성비드를 이용한 비소(As)와 납(Pb) 흡착처리 능력 검증
- 자성비드가 함유하는 산화철의 비율에 따른 흡착능력 비교 실험
- 온도변화에 따른 자성비드의 흡착능력 비교 실험
- 반응 시간에 따른 자성비드의 흡착능력 비교 실험
- PH변화에 따른 자성비드의 흡착능력 비교 실험
3) 현장 적용성 검토 및 보완점 도출
- 실제 지하수의 중금속 흡착에 적용 가능한가?
- 만약 자성비드를 활용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 석분 슬러지의 새로운 처리방안이 될 수 있는가?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지하수 내 비소와 납을 효율적으로 흡착하는 자성비드를 개발하여 제조법을 확립하고 실질적 적용을 위
한 검토를 완료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경제적으로 지
하수를 정화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더불어 산업폐기물인 석분 슬러지를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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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우지의 재활용을 위한 인의 제거
참가자_김지은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지도교수_안삼영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폐우지를 발효하여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공정에 인(P)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인을 제거하여 폐우지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경제적인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 폐우지에서 인은 핵산, 인지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유기물과 결합한 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폐우지의 인농도는 50ppm으로 약 5ppm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인제거 실험 이전에 식품속의 인을 실험실에서 간략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의 과황산칼륨 산화제를 이용한 총인 정량법을 응용하였고 이 방법으로 폐우지에 들어있
는 인의 약 70%를 검출할 수 있었다.
- 인을 제거하기 위해 CaCl2와 Ca(OH)2를 이용한 침전법을 연구하였다. Ca2+와 PO43-가 반응하여 Ca3(PO4)2
로 침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CaCl2보다는 Ca(OH)2 가 인의 침전에 효과가 더 좋았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인을 제거하는 경제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폐우지를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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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탐방객의 집중이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참가자_최주환 ․ 김주성 ․ 신아영 ․ 김양선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_조태동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자연공원은 뛰어난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다. 현재 자연을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을 근거로 현상의 변경 및 동 ․ 식물 채집을 금지하거나 입산을 금지시키는 규제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탐방객의 집중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
요성을 느껴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각 자연공원의 집중 탐방객이 모이는 시기에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
색한다. 교육단체의 환경교육 및 환경문제마크를 제작하는 등 사람들에게 환경문제 인식변화를 시도할 계
획이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자연공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동시에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도출한 다양한 환경보호방법을 SNS 등의 홍보를 통하여 주인인식을 높이고 환경문제 보호의 중요성을 각
인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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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피 및 찻잎 등의 재활용
참가자_송지현 ․ 이언정 ․ 장유미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지도교수_박문기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인당 과일 소비량은 약 63.6(kg) 차(茶) 소비량은 0.17(kg) 차의 경우 상당수
의 제품이 건조되어 판매됨으로 소비량보다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가 5122만 명인 것을 고려해 약 300만 톤에 달하는 소비량에 의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에 일부나마 과피 및 찻잎을 재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이를 재활용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일부 과일의 과피와 찻잎 등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타닌은 잉크나 염료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가죽을
무두질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에 버려지는 과피와 찻잎에서 타닌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예로 타닌성분이 포함된 가죽 광택제를 제작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일반 가정에서는 수거가 용의 하지 않음으로 카페나 디저트 제조 업체 등으로부터 과피나 찻잎 등을 수
거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31 -

한국환경과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8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8, 2019

OUC10)

실새삼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탐색
참가자_박정윤 ․ 윤혜린 ․ 손유진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도교수_정갑섭 ․ 노정숙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농작물의 경작시 작물의 줄기나 잎의 성장환경에 방해가 되는 잡초는 제거하여야 하고, 이 중 유용성이
있는 경우 재이용 방법의 탐색이 요구된다.
실새삼(Cuscutaa ustralis R.Brown)은 농작물 중 주로 콩과식물에 기생하는 기생식물로서 작물의 줄기와
잎을 고사시키는 유해식물이지만 강정, 강장, 치한 등의 각종 효능이 알려져 있어, 피토케미컬의 이용을 목
적으로 그 추출물의 조성과 활성을 조사하였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실새삼을 열수로 추출하여 추출물의 조성과 함량을 측정하고, 폴리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의 함
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 등을 측정하였으며, 추출물의 라디칼소거능, 환원력, 아질산염소거능 등 추출특성
을 실험하고, 들기름을 사용한 유지의 Rancimat 시험으로부터 실새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각각 측정하
였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실새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민간에서 일부 수집은 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음료나 차류 제품은 없으므
로 그 대체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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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노호(kadsura coccinea)의 생리활성과 이를 이용한
액상차의 제조
참가자_손유진 ․ 윤혜린 ․ 박정윤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도교수_정갑섭 ․ 노정숙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흑노호(Kadsura coccinea)는 열매가 파인애플포도로 불리며, 최근에야 국내에 도입되어 일부 지역에서 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성 덩굴식물이다. 축구공 모양의 열매의 독특한 맛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의 약리성
분, 미네랄 등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는 상세한 자료가 아직 거의 없다. 따
라서 흑노호의 부위별 추출물의 활성과 이를 이용한 액상차의 유용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흑노호를 잎, 줄기 및 뿌리로 구분하여 진탕항온 추출하고, 고압추출하여 액상차를 제조하여 부위별 성분
과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폴리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등을 측정하였으며, 전자공여작용, 금속
이온제거능 및 철환원력 등 몇 가지 생리활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같은 양의 아스코르빈산의 활성과 비교하
였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흑노호는 제주를 비롯한 일부 남부지역에서 시험재배되고 있으나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를 이용
한 제품은 전무하므로 성공적인 액상차의 개발을 통하여 제품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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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커큐민 사료 첨가제 개발을 통한 흑돼지 면역 매개
성장률 증진 및 장내조절 기능을 통한 돈사 분뇨 냄새 문제
해결
참가자_김다현 ․ 김지언 ․ 한혜지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지도교수_민태선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 축산악취 민원발생이 최근 3년 사이 3.5배로 급격히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는 농가규제위주의 정책을 수립 하지만 농가를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민원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스트레스, 생업 종사 의욕저하로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며
악취로 인해 돈사를 혐오시설로 여기게 되므로, 주변의 개발자체가 불가능 악취문제를 해결하면 지역개
발 활성화, 투자유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지대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

항생제 대체 성장능력촉진 첨가물을 개발하여 N, P 등의 유해환경 인자 배출을 극소화함
가축 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
생물제재의 생체 내 흡수력 제고를 위한 나노 스피어폼 제형을 개발하여 생체내 흡수율 극대화
분뇨로 배출된 악취물질 이상발효에 의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악취를 원천 제거
공기 질을 측정하여 악취제거효과 및 주변 환경기여도 점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제재 개발
돼지에 대한 친환경 사양실험 및 분석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

국토의 농업환경을 보존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축산환경 구축
축산 농가 환경 개선, 환경파괴 방지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삶의 질 개선
축산악취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민원발생 제로화
악취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 유도
환경오염산업의 일부로 취급되어져 가는 축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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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경영 향상을 통한 축종별 축사 내 환경오염저감
방안 제시
참가자_이수영 ․ 이세란 ․ 이서하 ․ 김유진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지도교수_최인학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환경경영은 일반기업에서 먼저 제안된 경영방법으로서 축산환경경영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창출을 위해 축사 내 환경오염원을 제어하고 이 두 가지가 지향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축종별
축사 내 환경오염원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축산환경경영에 있어 많은 비용저감 효과가 있어 축산에 대한
정책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지금까지 연구실에서 분석 및 결과를 통해 축종별 축사 내 환경오염원 특히 악취 저감 방안 제시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이 과제의 활용계획은 첫 번째, 축종별 축산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두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정책방향 결정, 세 번째, 현장애로사항 파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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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가글캡슐
참가자_정경록 ․ 김유헌 ․ 권수현 ․ 김가연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지도교수_이원기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종류의 일회용품이 있다. 편리하고 간편하며 위생적인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
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이미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주목받고 있다. 이제
모든 일회용품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아이템을 고안하게 되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Calcium Lactate와 Sodium Alginate를 액상에서 혼합하면, Alginate gummie가 형성된다. 이는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데, 여기에 물을 넣어서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을 대체한 상품이 2014 LEXUS DESIGN
AWARD의 최우수작품인 ‘Ooho’이다. 이를 활용하여 물 이외에도 사용되는 생활용품의 보관용기 혹은 포장
을 대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잔여물의 처리, 사용의 편리함 등을 고려해 일회용 가글캡슐을 제작하게 되
었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가글캡슐은 가정 화장실에서, 미팅이나 회의 등 시작전에, 귀빈을 모시는 장소의 화장실 등의 장소에 비
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캡슐은 따로 포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판
기에서 하나씩 뽑아쓰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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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4, PD8, PD9, PD16
PD5, PD6
OUC9
OD2, OD5, OD7
OC2

신대열
신동혁
신민지
신상민
신승호

PB7
PB23, PB24
PD5, PD6
PB4
PE3, PE13, P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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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영
신재현
신찬빈

OUC8
OUC6
OD9

유숙진
유은철
유창훈

신춘환

OUC4

ㅇ
안갑환
안광호
안삼영
양성봉
안승섭

안승현
안은지

PC17
PC3, PD17
PB26, OUC5, OUC7
OA8, PC21, PC22
OB4, OB8, PB12, PB14,
PB16, PB18
OD13, OD14, OD15, OD16,
OD17, OD18
PE2, PE10
PA7, PA8

안지숙
안혜연
양소영
양원석
양준석
양 지
양창섭
엄붕훈
여진성
염경진
오상화
오서영
오승열
오은경
오인보

PB25
PA25
PC18
OC1
PB16
OD3, OD6, OD7
OD10
OD1
OD2
OD2, OD5
OUC6
PD5, PD6, PD7
PB25
OD16
OA7

오정근
오주연
오준석

OE5
OA4
OD4

오진우
오태석
오현주
오혜지
우한준
우형택
위우진
유근제
유명모
유미선
유선재

OE7
OD15, OD16, OD17, OD18
PB25
PA14
PB8
PD12, PD13, PD14
PC11
신진연구자
OUC1
OA8, PC21, PC22
PA14

안승원

PA13, PB9
PA12
PD4, PD16

이수영
이수용
이승재

OUC13
OE5
PE6

유현철 PB9
유혜원 OD7
윤단기 PA19, PE8
윤석규 OD4
윤설민 OB5
윤에스더 OD18
윤연수 PB2
윤영내 OB4, PB14
윤예솔 OD6
윤용한 OD2, OD3, OD4, OD5,
OD6, OD7, OD8, OD9,
OD10, OD11, OD12

이승준
이언정
이영미
이영선
이예린
이예은
이원기
이유정
이유진
이인규
이장호
이재만

OUC4
OUC9
산학관Ⅲ
PB26
OD7
PC6, PC8
PC4, PE6, OUC14
PB9, PD2
OD3
PA18
OE5
OD4, OD7

윤종탁
윤현정
윤혜린
윤혜지
이건호
이경우

PE2, PE10
PB5
OUC10, OUC11
PD14
PB21, PB22
OD12

이재영
이재욱
이재춘
이정우
이정태
이종관

PB13
OD11
PB13
PB21, PB22, PB24
PD11
OD2

이경준
이계준
이광원
이규한
이길하
이남걸
이대형
이도경
이도현

OUC5
PD11
PC11
PB17
OB1, OB3
PE15, PE16
PB27
PB16
PB24

이종록
이종식
이종영
이주영
이준엽
이지선
이지은
이지호
이찬주

PA26
PA22
OD4
PD15
PC11, PE13, PE14
PD8, PD9, PD16
OUC1
OA7
OB9

이동호
이명진
이미진
이미희
이민규
이민정
이부용
이상준
이상철
이상훈
이서하
이선일
이성제
이세란
이수륜

PE5
PB21, PB22, PB23
PB3
PB3
PC17, PC19, PC20
PC1
PA17
OD7
OD17
OD11
OUC13
PA22
PD4, PD8, PD9, PD16
OUC13
OE6

이창규
이창한

PB3
PB10,
PC19,
PB5
PA19,
PB10
OB6
OC2
OA4
OD5
OB3
PA19,
PB12,
PE6
O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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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이철민
이초록
이충일
이태국
이태욱
이현아
이형근
이혜원
이효진
임동혁
임동희

PC4, PC5, PC17,
PC20, PE6
PA20, PE8

PA20, PE8
P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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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승
임 준
임진욱

PA13, PB9
OD8
PB25

정연호
정용우
정용현

산학관Ⅱ
OB6
OE6

지 승
지현조
지화성

OD6
PB7, PC12
PD2

임치홍
임태효
임현만
임효선
임희빈

PD4
PB5
PC3, PD17
PD8, PD9, PD16
PA19, PA20, PE8

정우식

PA1, PA2, PA3, PA4,
PA5, PA6
PB26
OB5
PB13, PB15
OA3
PB19
OD12
PA25
PC3, PD17
PC12
PD3

진묘경
진영읍
진효정

PB11
PE6
OD9

ㅈ
장광현
장두혁
장명준
장서영
장세현
장순자

PA14
OE2
OD15, OD16, OD17, OD18
OD11
OD11
PB4

장여주
장연식
장원식
장유미
장은혜
장은화
장인성
장인수

PD17
OD12
OD5
OUC9
OD10
PA12
PC13
PB21, PB22, PB23, PB24,
PB28

장정국
장준희
장진범
장진호
장향연
장현수

PB11
OD2
OD9
OUC1
PD17
PE2, PE10

장현주
전동협
전병일
전영신
전재영
전항탁
정갑섭
정경록
정근욱

OE1
PE16
OA5, PA21
PD3
PC11
OB5
PE4, OUC10, OUC11
OUC14
PC6, PC8

정다영
정다운
정다위

OD7
OD10
OE5

정병길
정상우

PB7, PC12
OB4, PB14

정재성
정재열
정재운
정재형
정종헌
정주현
정주희
정진홍
정진희
정철운

정태호 OE4, PE1
정해근 OB6
정현철(농촌진흥청) PA22
정현철(부산보건환경연구원) PA11,
PA12
조광진 PD16
조대철
조민기
조석호
조선국
조성현
조완근
조용광
조용구
조용주

PB6
OUC4
PA10
OB4, PB14
PE17, PE18
PA15, PA16, PC9, PC10
PE17, PE18
OD15, OD16, OD18
OC2

조원준
조은님
조은일
조장삼
조정구
조창대
조태동
조한재
조현진
주경민
주나훔
주세영
주진희

OUC6
PC17
OB7
PD8, PD9, PD16
PA11
PB5
OUC8
OD12
OD5
PB24
OD6
OD2, OD5
OD2, OD3, OD4, OD5,
OD6, OD7
PB25

주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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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차재환
차진열
채예지

OC2
PD4, PD16
OD10

채호준
천성우
최경식

PC3
OUC1
PB7

최광복
최동호
최서희
최수연
최양호
최영익
최영훈
최용석
최원준

OB4, PB12, PB14, PB16
PB13, PB15
PE4
PB4
PB3
PB7, PC12
PE14
OD13, OD14
OD9, OD10

최은정
최인배
최인학
최일헌
최정동
최정학

PA22
PE2
학술상, OE3, OE4, OUC13
OD8
PB21, PB22, PB23, PB24
PC5, PC11, PE13, PE14

최종구
최종욱
최주환
최철현
최현준
최 훈
추승현

PB28
PC9
OUC8
PD4, PD8, PD9, PD16
PB17
OB9
PA9

ㅍ
피명언

PB4

ㅎ
하유민
하현수
한상훈

PB10
PB19
P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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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종
한재경
한재선

OB5
OD1, PD12, PD13, PD14
OUC5

Xu Qiyong
Ye-Eun Lee
Yongup Jin

초청강연Ⅱ
PC7
PE12

한혜지
함세영
홍성결
홍승희
홍지원
홍형진
황미경
황용식
황의현
황재동
황지형
황진하

OUC12
OB5
PC22
PD3
OD12
PA19, PE8
OA7
OA5, PA21
PB27
PB25
OB1
PA11, PA12

Young-Min Park
Young-Whan Choi
Yu-Jin Jo

PC7
PE9
OA2, PA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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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jin Kim
Cheol-Hee Kim
Do-Wan Kim
Dong-Jin Kim
Donghyeok Im
Geum-Hee Yang
Geunta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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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chan Yoon
Hee-Tae Jung
Hyo-Jung Lee
Hyun-Young Jo
Jamin Koo
Jeong-Bae Park
Ji-Su Park
Ji-Yun Kim
Junbeom Cho

PE9
OA2, PA27
PD10, PE7
PC2
PE12
PA27
PE9
초청강연Ⅰ
PA23
OA6, PA23
OA2, PA27
OA2, PA27
PE12
PD10, PE11
PC7
PE7
OA6

Keun-Yook Chung
PC7
Moon-Ki Park
PE11
Sei-Jung Lee
PD10, PE7, PE11
Seungjae Lee
PE12
Shin-Young Park
PA27
Soo-Hyun Choi
PE11
Sun Young Park
PE9
Taesun Min
PD10
Vishal Gavande
PE6, PE12
Won-Ki Lee
Woo-bin Jung

PE12
P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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