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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인 사 말

존경하는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COVID-19가 최근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정부의 사
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학회는 2020년도 정기학
술대회 및 정기총회, 자문단회, 대학생 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Hybrid 형
식으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2020년 11월 5일 목요일부터 7일 토요일
까지 3일간 개최합니다.
우리 학회는 환경과학 및 환경공학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한 환경과학기
술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문제의 고찰과 해결책의 제시 등을 위
해 1992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는 약 2,700여명의 다양한 환경 분야와
관련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연간12권
의 온라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학회의 발전을 위
해 항상 헌신하시고 봉사와 배려를 해주신 여러 회원님들의 노고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회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번 가을 정기학술행사 및 정기총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
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회
의 행사준비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각 위원회와 사무국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학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회원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를 위한 노력과 학술발표를 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외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 1 -

박 문 기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2020년 11월 5일 (목)
록 (13:00 ~

)

더케이호텔경주(신관) 3층 로비

대 기 환 경 특 별 세 션 (15:10 ~

)

화랑 B홀

표 (15:10 ~ 16:10)

화랑 A홀

연 (16:20 ~ 17:20)

화랑 A홀

평 의 원 회 및 정 기 총 회 (17:30 ~ 18:30)

화랑 A홀

회 (18:30 ~ 20:00)

화랑 C홀

등
산
초

학

관

청

간

발
강

친

2020년 11월 6일 (금)
)

더케이호텔경주(신관) 3층 로비

학 술 위 원 회(학술위원, 좌장) (09:00 ~ 09:20)

화랑 A홀

신 진 학 술 상 발 표 (09:20 ~ 09:50)

화랑 A홀

표 (10:00 ~ 12:00)

화랑 A·B·C홀

신 진 연 구 자 발 표 (13:30 ~ 14:00)

화랑 A홀

표 (14:00 ~ 16:00)

화랑 B·C홀

록 (09:00 ~

등

구
구

두
두

발
발

2020년 11월 7일 (토)
온 라 인 발 표 및 전 국
(10:00 ~ 14:00)
대 학 생 경 연 대 회 심 사

정기총회(11월 5일(목) 화랑 A홀 17:30~18:30)
진행 : 박근태(총무이사)
1.
2.
3.
4.
5.
6.
7.
8.
9.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박문기)
상장 및 상패 수여
경과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의결사항
연구윤리교육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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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세부일정
2020년 11월 5일(목) ~ 11월 7일(토) 더케이호텔경주, 온라인 학술대회 웹페이지
11월 5일 (목) *현장행사는 학술대회 웹페이지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오프라인
시 간

온라인

내 용

13:00~

등

장 소

록

신관 3층 로비

15:10~

대기환경특별세션
좌장: 이순환
<남동권 미세먼지 지역특성 연구 및 대응> OA1~OA6

15:10~16:10

산학관 발표
좌장: 김희만, 황용식
- 최병철(㈜에코브레인)
- ㈜신대양, ㈜SGR테크, 벽산엔지니어링㈜,
신라환경컨설팅㈜, TSK 코퍼레이션

16:20~17:20

초청강연
- 심원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이정훈(스탠다드그래핀)

17:30~18:30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

18:30~20:00

간 친 회(개인별 도시락)

좌장: 박문기, 정희태

화랑 B홀

화랑 A홀

11. 5(목) 13:00∼ 11.7(토) 14:00
장 소

학술대회 웹페이지

온라인구두, 온라인포스터,
내 용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전국 대학생 경연대회

대기환경
ONA1~ONA11
OPA1~OPA22

수자원·해양환경
ONB1
OPB1~OPB27

폐수폐기·환경화학
ONC1~ONC2
OPC1~OPC20

녹지·생태환경
OND1~OND12
OPD1~OPD18

융합환경
ONE1
OPE1~OPE16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전국 대학생
경연대회
ONUC1~ONUC13

좌장: 박근태

화랑 C홀

11월 6일(금)
오프라인
시 간

내 용

09:00~

등

장 소

록

09:00~09:20 학술위원회(좌장모임)

신관 3층 로비
좌장: 이창한, 최정학

09:20~09:50 2020년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
대기환경 OA7 ~ OA13
10:00~12:00

화랑 A홀

좌장: 박문기
좌장: 전병일

구두
수자원·해양환경 OB1 ~ OB2
발표
폐수폐기·환경화학 OC1 ~ OC2
SessionⅠ
녹지·생태환경 OD1 ~ OD5
융합환경 OE1 ~ OE3

좌장: 이창한

좌장: 최인학

화랑 A홀
화랑 B홀
화랑 C홀

Break Time
13:30~14:00

신진연구자 안혜연(부산대학교)

좌장: 박근태

화랑 A홀

14:00~16:00

구두
발표
Session
Ⅱ

폐수폐기·환경화학 OC3 ~ OC5

좌장: 최정학

화랑 B홀

녹지·생태환경 OD6 ~ OD9
융합환경 OE4 ~ OE7

좌장: 오진우

화랑 C홀

11월 7일(토)
오프라인(현장) / 온라인
10:00~14:00
14:00~

온라인 발표 및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전국 대학생 경연대회 심사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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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회 안내

※ 2020년 한국환경과학회 정기학술논문 발표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온라인>
1. 온라인 발표는 학술대회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2. 학술대회 웹페이지 접속방법은 별도 안내 드립니다.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자 : 로그인 정보 개별 안내 / 한 아이디로 동시접속 불가)
3. 질의응답은 발표영상 하단의 댓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단, 학술대회 기간 동안만 가능)
** 필독 [저작재산권 안내] **
2020년 한국환경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 등록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창작자 본인 이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배포, 전송, 무단복제, 도용)는
현행법을 위반하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금지사항 및 벌칙
-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오프라인>
1.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각 발표장마다 40인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인원 초과 시 현장등록 및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입장 시 준수사항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불가
· 37.5℃ 이상 입장불가
· 전자출입명부(QR코드)로 확인불가 시 수기 출입명부 작성(신분증 확인 필수)
3. 오프라인 행사는 줌(Zoom)을 이용, 실시간으로 학술대회 웹페이지에서 동시
중계됩니다. (접속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4. 오프라인 발표자는 발표자료 작성 시 안전한 영상 송출을 위하여 PDF파일로 제작을
권장 드리며, 각 발표장 내 행사요원의 안내에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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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회 수상자

1. 신진학술상 수상자
성

명

최정학

소

속

부산가톨릭대학교

2. 공로상 수상자
기

관

성

명

소

속

전임 회장

안승원

공주대학교

전임 학술위원장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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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 구두 및 포스터 발표상
▪ 우수 구두 발표(12편)
번 호

제 목

성

명

소

속

OA1

경남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대기측정망의
대기질 특성 분석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OA5

부산지역 여름철 고농도 PM2.5 농도 사례와 기상학적
관련성

전병일

신 라 대 학 교

O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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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범

K

OB2

제주도 육상오염원에 의한 인근 해역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고찬옥

제주보건환경연구원

OB7

제주도 고지대지역 양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특성

김지명

제 주 대 학 교

OB9

내청선에 대한 식생수문지형학적 관점의 장기모니터링

이찬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C1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김미진

제 주 연 구 원

OD2

실내 도시농업에서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 평가

김태연

건 국 대 학 교

O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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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지

건 국 대 학 교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트랩식물 선발과
이용효과에 관한 연구

최용석

충남농업기술원

O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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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륜

부 경 대 학 교

OE7

M13 박테리오파지 컬러센서 기반 전자코 개발

오진우

부 산 대 학 교

O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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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포스터 발표(14편)
번 호

제 목

성

명

소

속

고해상도 SST와 기상자료동화 적용에 따른 태풍
사전방재모델의 최대순간풍속 예측 민감도 연구
–태풍 솔릭을 대상으로-

나하나

인 제 대 학 교

PA11

부산지역 초미세먼지(PM-2.5) 질량과 화학성분 농도
특성

박정민

부산보건환경연구원

PA26

산국의 잎과 줄기로부터 생리활성 성분 연구

박숙자

대구한의대학교

PA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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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정

부 산 대 학 교

PB11

섬유여과기를 이용한 유수지용 수질정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정숙

동 서 대 학 교

PB19

가뭄분석을 위한 지속시간별 표준강수지수의 산정

박기범

경 일 대 학 교

PB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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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삼영

순 천 대 학 교

P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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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부산가톨릭대학교

P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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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P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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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규

제 주 대 학 교

PD11

농경지에서 유기물처리가 토양미생물 군집변화에
미치는 영향

백계령

국립식량과학원

PD15

식물재배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김승주

한 경 대 학 교

PE6

락타이드와 덴드리머 타입 카프로락톤 친환경 공중합체
합성 및 분석

임동혁

부 경 대 학 교

P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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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완

대구한의대학교

P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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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특별세션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5일 (목)

Session 대기환경특별세션 발표 / 15:10- / 화랑 B홀
좌장: 이순환(부산대)

OA1)

KORUS-AQ 캠페인 측정 자료를 이용한 대기화학모델의 2차 유기 에어로졸 생성 과정
검증 및 민감도 연구
이효정1), 조현영1), 조유진2), 박신영1), 박주선1), 김철희1),2)
1)

OA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대기안정층 연직 구조의 관측적 특성 고찰
김철희, 조현영1), 조유진, 이나미, 정소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OA3)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배출량 역 모델링을 위한 지상 PM2.5 농도 자료동화 연구
문정혁, 전원배1), 박재형, 김동진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OA4)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다층 플럭스 관측자료와 GIS를 이용한 국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 검증
박창현, 이순환1), 박재형2), 이영태3)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3)

OA5)

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창원지역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기여도에 관한 미기상학적 특성 연구
이순환, 이강열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OA6)

2)

1)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CART 분석을 활용한 부산 지역 강우에 의한 대기중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효과 추정
박경환, 이수민, 조국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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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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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관

호우 영향예보를 위한 수문학정량강우예측(HQPF) 모의 성능 향상
이영미, 고철민, 지용근, 최병철
㈜에코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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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목)

Session 초청강연 발표 / 16:20-17:2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정희태(한국과학기술원)

초청강연

신종 오염우려 물질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전망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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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목)

Session 초청강연 발표 / 16:20-17:2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정희태(한국과학기술원)

초청강연

그래핀 소재의 환경 산업 응용
이정훈
스탠다드그래핀

- 12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2020년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금)

Session 2020년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 / 09:20-09:5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신진학술상 영가금속을 이용한 수중 오염물질의 환원분해
최정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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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금)

Session 신진연구자 발표 / 13:30-14:00 / 화랑 A홀
좌장: 박근태(부산대)

신진연구자

서해 조석현상에 의한 조간대의 시·공간적 물리환경변화가 기상에 미치는 영향
안혜연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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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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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OA7)

도로살얼음 예측기술 개발 연구 현황 및 향후계획
김백조, 박미은, 윤상후1)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

OA8)

대구대학교 통계학과

향후 대기오염측정망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제언
김덕승, 박정호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OA9)

1)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한반도 기상관측(1904년) 이래 전 기간의 비태풍 시기 강풍에 대한 시·공간적 특징
–관측자료를 기반으로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OA10) 경상남도 미세먼지(PM10, PM2.5) 농도 분포 특성
박종길, 호승모, 김은별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OA11) 부산지역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 통과 시 미세먼지 농도 특성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1)

신라환경컨설팅㈜

OA12) 도로포장재의 Silt 저감 성능평가 장비 및 평가방법 개발
배우빈, 나문수, 박윤미, 김상래, 김용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후환경실증센터
OA13) 도로살얼음 발생 저감 성능평가 장비 및 방법 개발
나문수, 배우빈, 박윤미, 김상래, 김용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후환경실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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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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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1)

농업용 방사집수정의 우물재생과 지하수 산출성
함세영, 전항탁, 홍순욱1), 이상용2), 김형수3)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사,
3)

OB2)

2)

임펄스텍,

중원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강수 및 공간적 분석을 통한 가뭄위험지구 선정방법
박기범, 박기헌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OC1)

1)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STOAT Simulator를 이용한 복합 수처리공정 모사
김태욱, 조선주, 조대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OC2)

고전압펄스전기장의 인가전압과 온도가 칼슘 농도의 저감에 미치는 영향과 속도론적
해석
김담하1), 김재현, 장인성1)
호서대학교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1)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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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금)

Session OC 폐수폐기·환경화학 / 14:00-16:00 / 화랑 B홀
좌장: 최정학(부산가톨릭대)

OC3)

UV (275 nm) LED를 이용한 대장균 (E.coli) 살균과 속도론적 해석
김경래, 장인성, 유순재1)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1)주식회사 라이트전자

OC4)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조한 Na-A 제올라이트계 흡착제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 흡착
특성
김희애, 정주성, 강혜영, 문성준1), 현성수2), 이창한1), 감상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경연구원

OC5)

Metagenomics를 이용한 하수처리시설 항생제 내성 미생물 검측 연구
이기한, 유근제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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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금)

Session OD 녹지·생태환경 / OE 융합환경 / 10:00-12:00 / 화랑 C홀
좌장: 최인학(중부대)

OD1)

실내정원이 주는 심리적·생리적 효과 검증
김승주, 강민지, 정이봄, 이현지, 이주영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OD2)

체재형 클라인가르텐 조성 정책의 중요도 분석 연구–경상북도를 사례로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OD3)

세이보리(satuteja hortensis)의 생육현황에 있어서 토양성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경순, 조태동1)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협동과정,

OD4)

1)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Longitudinal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Community in Weirpools of the
Nakdong River
Jae-Ki Shin, Yongeun Park1), Youngsung Ki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OD5)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Effects of Anthropogenic Activities on the Upper Naeseong Stream
Jae-Ki Shin, Yongeun Park1), Youngsung Ki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OE1)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혼합 미생물 군을 활용한 음식쓰레기 생 분해 연구
조선주, 김태욱, 조대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OE2)

병원균 및 환경 유해 물질 감지를 위한 3차원 광학 클러스터
김원근1), 이종민2), Vasanthan Devaraj2), 오진우1),2),3)
1)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2)부산대학교 BIT 연구소,

OE3)

3)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환경교육을 위한 스마트 환경 측정 시스템 개발
조운석, 노대일1), 조성호2), 윤진아, 남윤경3)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1)

동영,

2)

코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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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금)

Session OD 녹지·생태환경 / OE 융합환경 / 14:00-16:00 / 화랑 C홀
좌장: 오진우(부산대)

OD6)

A Novel Methodology to Characterize Riverine Macroplastic Emission into the
Ocea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Jae-Ki Shin, Yongeun Park1), Youngsung Ki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OD7)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저수지 유해남조 동태에 대한 수위 변동성 영향
신재기, 이형근1), 박용은2), 김영성3)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2)

OD8)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창의연구소,
3)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잎들깨에 차먼지응애의 발생 양상
서윤경, 최용석1), 김형준, 안승원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OD9)

1)

1)

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천연 피레스린에 대한 차먼지응애에 살충효과
서윤경, 채의수1), 안승원, 최용석2)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원예학과,
2)

OE4)

1)

달마시안제충,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Polystyrene Biodegradation Using Zophobas Mmorio
최인학1), 기예림1), 양수정1), 이서하1), 이의정1), 이준협2), 정태호1)
1)

OE5)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생물다양성연구소,

2)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곤충의 축분분해능력을 활용한 깔짚의 특성 평가
문상철, 최인학1)
청도고등학교,

1)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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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6일 (금)

Session OD 녹지·생태환경 / OE 융합환경 / 14:00-16:00 / 화랑 C홀
좌장: 오진우(부산대)

OE6)

장내 미생물 활성을 증진시키는 사료첨가제가 돈분 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저감에 미치는 영향
김창만, 오종훈1), 류효승1), 최인학2)
대구대학교 화학교육과,

OE7)

1)

㈜아미텍,

2)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곤충을 활용한 축분의 분해능력과 생존율
허정원, 박원규, 정민우, 문상철
청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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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1)

부산지역 미세먼지 최근 경향 및 고농도 사례 분석
김종민1), 조유진1), 김철희1),2)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ONA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남동권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상인자 분석 – 수도권과의 비교연구
최다니엘1), 김철희1),2)
1)

ONA3)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위성 관측 및 모델 자료를 활용한 동북아시아 에어로졸에 대한 강수 민감도 분석
박신영1), 김철희1),2)
1)

ONA4)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 미세먼지 무기이온성분 모델링 결과 고찰
김철희1),2), 조현영1), 조유진2)
1)

ONA5)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미세먼지 모의 능력 개선을 위한 대기경계층 심화 연구
조유진, 이효정1), 조현영1), 김종민, 김철희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ONA6)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Calculations of Mass Extinction Efficiency for Polydispersed Aerosol Using
Harmonic Mean Approximation
엄준식, 정창훈1), 장성현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ONA7)

1)

경인여자대학교 보건학과

구름 위 에어로졸 광학 깊이 산출
장성현, 엄준식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ONA8)

야간 이질계 화학을 통한 질산염 생성 연구
조현영1), 이효정1), 조유진2), 김철희1),2)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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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9)

기상 모델을 이용한 구미보 주변 안개 및 시정 예측
김은지, 이강열1), 박창현2), 이순환3)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3)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ONA10) 한반도 남동 지역의 PM10 분포에 대한 종관 기압장의 영향
채다은, 이순환1), 김지선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ONA11) ENVI-met을 이용한 도시 표면 성질 변화에 따른 도시 열 환경 개선 영향성 분석
김지선, 이순환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OPA1)

SEM/EDX 분석법을 이용한 침착먼지의 분석 사례
하은지,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OPA2)

흡수식 냉·온수기 Low-NOx burner 사용을 통한 NOx 변화 추이 연구
장철현, 이동현
국립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OPA3)

기온과 체감온도로 평가한 2018년 폭염시기 서울의 고온 열 환경 수준 비교연구
추승현, 안은지, 김해동1)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1)계명대학교 환경학부

OPA4)

기온과 체감온도로 평가한 2018년 폭염시기 포항의 고온 열 환경 수준 비교연구
추승현, 안은지, 김해동1)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1)계명대학교 환경학부

OPA5)

2018년 폭염시기 서울(내륙)과 포항(해안도시) 열 환경 특성
추승현, 안은지, 김해동1)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1)계명대학교 환경학부

OPA6)

태풍 피해 저감과 효율적인 사전방재 활동을 위한 한국형 태풍사전방재모델 고도화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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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7)

선행 경험공식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영향 태풍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 도출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OPA8)

태풍영향기간 누적강수량과 풍속 분석을 통한 한국형 태풍유형지수 개발
김건우1),2), 나하나1), 정우식1)
1)

OPA9)

2)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윈랩 주식회사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경남 도민 반응 특성
김은별, 호승모1), 박종길1)
환경연구소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OPA10) 산림 지역에서의 지표면 수분이동량 관측
김용국, 이부용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PA11) 섬유염색가공업 배출악취 처리효율 향상방안
문혜식, 김학윤1), 배헌균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OPA12)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김현수, 배헌균1), 김학윤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OPA13) 화력발전소 배출량에 의한 여름철 O3 농도 변화 특성
김동진, 전원배1), 박재형, 문정혁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OPA14)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시 에어로졸 직·간접 효과가 한반도 기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승우, 김대철, 조유진1), 이효정2)
한국과학영재학교,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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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15) 부산지역 여름철 해풍 발생 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중의 이온성분 특성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1)신라환경컨설팅㈜
OPA16) 부산지역 2018년 가을 황사의 기상 특성과 PM2.5 중의 이온성분 특성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1)신라환경컨설팅㈜
OPA17) 부산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연구과제 소개 및 공개 데이터 비교를 통한 고찰
강나연, 현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OPA18) 부산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황화합물 악취 기여도 평가
이유정, 박기형, 정화숙, 채진욱, 박양진, 한상민, 임용승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생활환경팀
OPA19)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한 대도시지역 고해상도 NO2 농도 모의
방진희, 오인보, 송창근1), 김지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1)UNIST 도시환경공학과
OPA20) Impact of Transportation Related Particulate Matters on the Roadside Air
Quality in Fresno, California
Jaymin Kwon, Yushin Ahn, Steve Chung, Elizabeth M. Noth1),
Kara Zografos, John Capitman, S. Katharine Hammond1)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University of California
OPA21) 어방공업단지의 내·외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발생원 및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박은지, 박유진, 김남연, 김경동, 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OPA22) 김해시 도로주변 환경에 따른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특성에 관한 연구
박유진, 박은지, 김가희, 정성빈, 김경동, 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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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1)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배수로 덮개장치 설치로 부착조류제어
장철현, 임선회, 이용순1)
국립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OPB1)

1)

대전광역시청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관로 기술진단방법의 현장적용 개선방안
장철현, 이인경
국립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OPB2)

불소오염 지하수 정화 최적 공정개발을 위한 기술 분석
윤영한, 이종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OPB3)

수화현상 규명을 위한 장기 모니터링
배헌균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OPB4)

상수관망 유수율 제고 사업 사례 분석 및 문제점 고찰
박정수, 이태국, 허상영
㈜한화건설 환경연구소

OPB5)

잔디밭에서 기온과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민감도 분석
강동환, 조원기, 김동립1), 박정환2), 송용철3), 최용재4)
부경대학교,

OPB6)

1)

대운초등학교,

2)

서창초등학교,

3)

성산초등학교,

경주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조사
최광복, 박기범1), 안승섭1)
㈜에싸, 1)경일대학교 SMART인프라대학 토목공학과

OPB7)

국가하천 제방 성능평가 사례 분석
최광복, 이상무, 이상학, 박기범1), 안승섭1)
㈜에싸,

1)

경일대학교 SMART인프라대학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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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8)

오염기여도를 활용한 영산강수계 지류·지천이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대훈, 정재운, 최동호, 박서준, 서현영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연구개발부

OPB9)

농경지 및 임야 면적 비율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점 추정
정재운, 김대훈, 최동호, 박서준, 서현영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연구개발부

OPB10) 오염원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류지천의 BOD 유출특성 비교분석
최동호, 정재운, 김대훈, 박서준, 서현영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연구개발부
OPB11) 유황유속시험과 전기비저항탐사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 분석
최광복, 이상무, 이상학, 박기범1), 안승섭1)
㈜에싸, 1)경일대학교 SMART인프라대학 토목공학과
OPB12) 2020년 집중호우특성 분석(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김진성, 강형민, 서창우, 이상민, 이규하, 김보현,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OPB13)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2020년 집중호우의 시간최대우량과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의 비교
김보현, 강형민, 서창우, 이상민, 이규하, 김진성,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OPB14) 대도시와 중소규모 도시의 물복지 인자의 비교
이도경, 안승섭,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OPB15) 댐 유역의 갈수빈도 평가
이효진, 안승섭,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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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16) 제주도 연안 해조류 중의 중금속 농도
감상규, 조은일, 고찬옥1), 정갑섭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2)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OPB17) 제주도 연안 패류 중의 중금속 위해도 평가
감상규, 조은일, 고찬옥1), 정갑섭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OPB18) 환경시설 재난발생 시 대응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주재현, 최용준, 이상호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물환경연구실
OPB19) 하절기 충주댐 유입하천의 주요 지표를 적용한 ‘안전한 물’ 조사
황국선, 최정동1), 장인수1)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OPB20) 돌발강우 발생시 원서천 유역의 수리·수질특성 분석
황국선, 장인수1), 최정동1)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OPB21) 홍수기 부수동교 수질-유량 관계 특성 분석
전성수, 최정동,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OPB22) 일단위 유출량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첨두유출량 산정
이정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OPB23) 집중호우시 남한강 상류 주요 지점의 수위-유량 관계 특성 분석
전성수, 최정동,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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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24) CMIP5 및 CMIP6 기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기준증발산량 전망
김철겸, 조재필1),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유역통합관리연구원 유역관리융합센터

OPB25) 하수처리장 재난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개발
주재현, 최용준, 이상호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물환경연구실
OPB26) 홍수량 자료 오차에 따른 빈도홍수량의 불확실성 평가
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OPB27) 부산 지역 환경의 인공 방사능 축적 경향 조사
채진욱, 이유정, 박양진, 임용승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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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1)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제주화산석 유래 제올라이트화 물질 결정화 특성
문성준, 감상규1),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ONC2)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TiO2가 코팅된 Screw Sheet가 내장된 원통형 UV 반응기에 의한 항생제
Enrofloxacin의 광촉매 분해 특성
이민정, 이창한1), 감상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불활성화
박영식, 김동석1)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OPC2)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음식물류폐기물 혐기성소화의 메탄생성반응에 대한 암모니아 저해영향 조사
이준엽, 이태윤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OPC3)

혐기성 소화 유용 메탄균인 Methanosarcina에 대한 황화수소 저해영향 조사
이준엽, 이태윤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OPC4)

전처리한 정수 슬러지의 인 제거 특성 연구
Truong Van Tuan, 김동진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OPC5)

반탄화 목분을 적용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생성
이태국, 신경숙, 차재환, 이정철
㈜한화건설 환경연구소

OPC6)

에티오피아 지역 불소오염 지하수 활용 현황 분석
윤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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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7)

완도금당도 인근 해역에 영향을 주는 육상 오염원 분포와 영향 범위 조사: 2017년과
2020년 비교
안삼영, 서동욱, 한재선, 이명규, 이종석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OPC8)

국내산 카올리나이트를 사용한 제올라이트 합성
임우리, 이창한1), 함세영, 문성준1)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OPC9)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염소산화공정을 이용한 도금폐수의 중금속 제거 특성
윤권감, 정병길, 이승원, 정진희1), 김정권, 김정웅2), 최영익1), 성낙창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2)국제기산

OPC10) 도금폐수 처리를 위한 PH 조건별 고분자응집제(Polymer)의 도금폐수 응집 특성
이승원, 정병길, 윤권감, 최영익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1) 술폰산기(-SO3H)를 작용기로 도입한 MIL-101(Cr) 계열 다공성 소재 합성과 수중
스트론튬 및 세슘 흡착에의 적용
최정학, 전재영, 김주용, 박한배1), 이준엽2), 이광원3)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한국종합환경산업㈜,
3)

2)

㈜시드파트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OPC12) Sodium acetate를 광화제로 사용한 다공성 MIL-101(Cr)-SO3H[NaAC] 소재의 합성
및 방사성 핵종 이온의 흡착 특성
최정학, 이준엽1), 이광원2), 윤건곤, 노찬우, 김주섭, 김명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시드파트원,
2)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OPC13) 제주도 양돈 분뇨 중 오염물질의 농도
정주성, 김희애, 강혜영, 현성수1), 이창한2), 감상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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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14) 제주화산석 유래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이용한 수중의 Co 이온 제거 특성
조은님1), 김문일, 박종원, 감상규2),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산업보건학과,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5) 단순합성법을 이용한 ZIF-8 나노결정상에 대한 특성분석
이준엽, 최정학1)
㈜시드파트원,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6)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UiO-66 나노결정상에 대한 특성분석
이준엽, 최정학1)
㈜시드파트원,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7) SBR을 이용한 Cr6+ 처리의 박테리아 군집 변화
황국선, 장인수1), 최정동1)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8) Assessment of Experimental Parameters Selected for Maximal Phosphorus
Removal Efficiencies by Bacillus lichenifomis Isolated from Domestic Sewage
Sang-Wook Park, Deok-Won Kim, Seok-Soon Han, Keun-Yook Ch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PC19) Quantitative Toxic Effects of Binary Combinations of Three Heavy Metals (Cd,
Cu, Zn) on Bacterial Growth and Phosphorus Removal in the Mixed Culture
of Alcaligenes sp. plus Pseudomonas sp.
Deok-Won Kim, Sang-Wook Park, Deok-Hyun Kim1), Keun-Yook Ch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OPC20) 복합 미생물 처리에 의한 토양의 유기염소계 endosulfan 분해능
박찬호, 염규진
주식회사 코엔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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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1)

북성로 장소성 인식요인 인과구조분석
한재경, 박세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ND2)

염화칼슘 제설제 농도처리에 따른 구절초의 종자 발아 특성과 유묘 생육 특성
조건희, 김성희, 박지현, 설현윤1), 최승용2), 박제민2), 송희연2), 이재만2), 양지2),
서수현2), 서상일2), 박재현3), 김원태4), 주진희1),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3)

실내도시농업에서 엽채류의 파종비율이 식물생육과 토양양분함량에 미치는 영향
김수만, 여혁구, 신동훈, 최예람1), 최승용2), 박제민2), 송희연2), 이재만2), 양지2),
서수현2), 서상일2), 박재현3), 김원태4), 주진희1),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4)

제설제 피해지 식생매트 현장적용을 위한 염분저감 효과
유성훈, 류정현, 이승관, 김한별1), 윤혜선1), 최승용2), 박제민2), 송희연2), 이재만2),
양지2), 서수현2), 서상일2), 박재현3), 김원태4), 주진희1),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5)

저관리 옥상녹화에서 멀칭재 종류가 토양 수분 함량 및 초화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최혁, 송한빈, 김덕주1), 윤소망1), 최승용2), 박제민2), 송희연2), 이재만2), 양지2),
서수현2), 서상일2), 박재현3), 김원태4), 주진희1),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6)

대구 약전골목의 장소성 인식요인 인과구조분석
한재경, 박세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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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7)

녹지 내 증발냉각시스템의 기온저감 및 열환경 연구
이상훈, 강수하1), 김채희1), 노두현1), 임병헌2), 전창헌2), 김원태3), 김학기4),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4)

OND8)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LSD코퍼레이션

수변공원 내 보행공간 입지유형에 따른 열환경 특성 연구
김효진, 이승헌1), 주현우1), 전정모1), 소병준2), 김원태3),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OND9)

3)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3)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산지형 도시숲 내 지형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특성 –충주시 만리산을 대상으로정주현, 김서연1), 안영은1), 이유진1), 손윤석2), 최병선2), 김원태3),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1)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10) 도시공원 내 토지피복과 녹지량에 따른 미기상 및 열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김한결, 신용진, 유병찬1), 김지은1), 이준혁1), 이창우1), 김원태2), 서수현, 이명훈,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11) 벽면녹화 유형에 따른 복사에너지 변화 특성 연구
이동재, 권종현1), 김나연1), 김세현1), 김태희1), 이돈혁1), 서상일, 김원태3),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12) 비내섬 습지 내의 식생유형과 토양특성 관련성 규명 연구
이주승, 김소연1), 김예은1), 이철준2), 임보성2), 조범준2), 김원태3), 이명훈, 서수현,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1)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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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1)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구시 공원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기초 연구
허대겸, 노백호1), 배헌균1)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전공

OPD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
양순미, 이기호1), 허철구1)
㈜산들엔,

OPD3)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릉시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경관 구조 특성 연구
염정헌, 吴迪1), 박상혁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PD4)

1)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당산봉&수월봉 식물상
정기수, 이선희, 문성필,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OPD5)

저지오름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식물상
이선희, 정기수, 문성필,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OPD6)

지미봉 식물상
이선희, 정기수, 문성필,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OPD7)

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Activity of the Extracts and Fraction from
Osmanthus insularis
Gi Soo Jung, Sun Hee Lee, Soo-Kyung Yang, Min Jung Lee, Gwanpil Song, Sung
Pil Moon, Ji Young Kim
Jeju Biological Resourc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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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8)

제주지역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무와 월동배추의 생산성 및
무기성분 함량의 변화
오서영, 문경환, 신민지, 이성은,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OPD9)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온도구배터널 내 생육온도 상승에 의한 양파(Allium cepa L.)의 광합성 특성 및 인경
발달의 변화
오서영, 문경환, 신민지, 이성은,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OPD10) 무(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의 광합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주야간 온도의
영향
오서영, 문경환, 신민지, 이성은,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OPD11) GIS와 RS를 활용한 고성산불 산림피해 분석
이한나, 강정구1), 한갑수1)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공간정보협동과정,

1)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PD12) GIS를 이용한 수원시 장기미집행 공원의 조성 우선순위 분석
김범수, 한갑수
강릉원주대교 환경조경학과
OPD13) An Epiphytic Diatom on Microcystis aeruginosa Colony in the Nakdong River
Jae-Ki Shin, Yongeun Park1), Youngsung Ki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OPD14) 대청호 상하류 하천의 생태학적 오염도 비교
신재기, 박용은1), 김영성2)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2)

1)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 35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온라인 발표일정표

2020년 11월 5일 (목) ~ 11월 7일 (토)

Session OND, OPD 녹지·생태환경 / 학술대회 홈페이지 스트리밍

OPD15) The Bloom Potential of an Epiphytic Pseudoanabaena on Microcystis colonies
in the Nakdong River
Jae-Ki Shin1), Yongeun Park2), Youngsung Kim1)
1)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2)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OPD16) 규모미만 축산사업장 부산물의 수질오염 경로
박용은, 신재기1)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1)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OPD17) 습도반응형 부처손속의 흡습기작과 형태적 변화
배해진, 이유란, 문새로미, 김진희
국립생태원 생태정보연구실 생태모방연구팀
OPD18) 생태모방지식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서현진, 김선중1), 심승우, 김진희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

1)

㈜호모미미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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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1)

온도구배터널을 이용한 마늘(Allium sativum L.)의 생육 전반에 미치는 기온상승의
영향 분석
오서영, 문경환, 신민지, 이성은,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OPE1)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The physicochemical, Photocatalytic,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Silver
Nanoparticles conjugated Cudrania Tricuspidata
Sun Young Park1), Beomjin Kim2), Woo Chang Song2), Geuntae Park1),2)
1)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OPE2)

Green Synthesis of Noble Nanoparticles from Sargassum serratifolium Extract
for Catalytic Reduction of Synthetic Dyes
Beomjin Kim1), Woo Chang Song1), Sun Young Park2), Geuntae Park1),2)
1)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

OPE3)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Green Synthesis of Nanoparticles using extract of Ecklonia cava and catalytic
activity of synthetic dyes
Beomjin Kim1), Woo Chang Song1), Sun Young Park2), Geuntae Park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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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PE4)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M13 박테리오파지 컬러센서 기반 심장 줄기세포 분화 모니터링 및 환경 유해물질
검출 분야로의 적용
이유진1), 박지혜2), 이종민3), 최은정3), 권상모2), 오진우1),4)
1)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2)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3)

부산대학교 BIT 융합기술연구소,

4)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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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5)

살모넬라 검출용 자가조립 나노구조체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 멀티 어레이 컬러센서
김예지1), 최은정2), 임경아2), 박수진2), 이영주2), 김지영2), 오진우1),2)
1)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2)부산대학교 BIT 융합기술 연구소

OPE6)

Astaxanthin Inhibits Autophagic Cell Death Induced by Environmental
Hormones in Human Dermal Fibroblasts
Seong-Ryeong Lim,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OPE7)

Inhibitory Effect of Kaempferol on Apoptosis Induced by Phorbol Ester via
the Reduction of ROS in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
Su-Ji Park,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OPE8)

Nanosphere Form of Astaxanthin Restores the Mucin Depletion Induced by
V. vulnificus
Ji-Yun Kim, Ju Ha Kim,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OPE9)

Nanosphere Form of Curcumin Stimulates the Migr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Do-Wan Kim, Ju Ha Kim,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OPE10) Water Management for Preventing Resalinization in Reclamation Agricultural
Land
Young-Joo Kim, Hyun Seong, Ha-Gyeong Kim
Department of Cadastre & Civil Engineering, VISION College of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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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11) 생명표를 이용한 비래 흰등멸구의 지역별 집단 차이 분석
최낙중, 김현주, 손효영, 최수연, 김현주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OPE12) 방오기능 연구를 위한 딱정벌레목의 표면구조 분석
김지영, 김진희
국립생태원 생태정보연구실 생태모방연구팀
OPE13) 랑뮤어 시스템을 이용한 이성질체 폴리락타이드/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 블렌드의
상용성 및 가수분해특성 연구
임동혁, 김가연, 김병욱, 진영읍, 이원기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OPE14) Multifunctional UV-curable Two Dimensional hBN/polyurethane Acrylate
Nanocomposite Coatings
Vishal Gavande, Donghyeok Im, Bong Lee, Won-Ki Lee
Division of Polym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PE15) 초음파 합성 광반응 나노소재를 이용한 광원별 휘발성유기화합물 분해효율 평가
이준엽, 최영훈, 최정학1), 신승호2)
㈜시드파트원,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2)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OPE16) 도로포장재별 비산먼지 실시간 측정 및 배출 특성 분석
오영탁, 이혜경, 이재건, 구영민, 김인태1), 류호준1)
SBB 주식회사 부설연구소,

1)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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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UC1) 돈분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을 위한 축분분해제 개발
참가자_이서하, 김유진, 김민경, 정예람
지도교수_최인학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ONUC2) SCREEN3모델을 이용한 축사시설의 악취피해 예방을 위한 리플렛 작성 및 배포
참가자_천성우, 박효진, 김가영, 윤재란
지도교수_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ONUC3) 근대 기상관측 이후 한반도 영향태풍 특성변화 분석과 이에 기반한 강풍유발
최대피해액 산정방법 개선 및 적용
참가자_윤희성, 이은지
지도교수_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ONUC4) 커큐민을 첨가한 사료섭취에 의한 돼지 분뇨 냄새 및 배출 가스 저감
참가자_김나영, 김현수, 진성연
지도교수_민태선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ONUC5) 카제인 단백질과 폐식용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다이어트
참가자_최한은, 김나영, 이은영, 최하엘
지도교수_김문일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ONUC6) 앙상블마이닝이 도입된 전이금속 기반 휴대용 VOCs 검출용 색용액 센서 개발
참가자_윤재석, 최준수, 함지민, 이정근
지도교수_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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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UC7) 생활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참가자_신화령, 전혜진, 임현진
지도교수_박종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화학안전관리융합전공
ONUC8) 경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의 실효성
참가자_호승모
지도교수_박종길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ONUC9) 압전발전을 도입한 교통 에너지 생산
참가자_강세화, 안초원
지도교수_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ONUC10) 돌려주는 플라스틱 수거함
참가자_정민경
지도교수_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ONUC11)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 컬러센서를 이용한 살모넬라균 검출 연구
참가자_김유환, 김나영, 장원석, 김해정
지도교수_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ONUC12) 마스크 끈에 일어나는 환경파괴완화
참가자_송지현, 정문원, 이혜정
지도교수_박문기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ONUC13) 3D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플라즈모닉 환경센서
참가자_장민수, 박형규, 권준형
지도교수_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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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발표

[대기환경]
OA1)

KORUS-AQ 캠페인 측정 자료를 이용한 대기화학모델의 2차 유기 에어로졸 생성 과정 검증 및
민감도 연구 ············································································································································ 45

OA2)

대기안정층 연직 구조의 관측적 특성 고찰 ························································································· 46

OA3)

배출량 역 모델링을 위한 지상 PM2.5 농도 자료동화 연구 ······························································· 47

OA4)

다층 플럭스 관측자료와 GIS를 이용한 국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 검증 ····························· 48

OA5)

창원지역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기여도에 관한 미기상학적 특성 연구 ············································ 49

OA6)

CART 분석을 활용한 부산 지역 강우에 의한 대기중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효과 추정 ·················· 50

[산학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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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AQ 캠페인 측정 자료를 이용한 대기화학모델의 2차
유기 에어로졸 생성 과정 검증 및 민감도 연구
이효정1) ․ 조현영1) ․ 조유진2) ․ 박신영1) ․ 박주선1) ․ 김철희1),2)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2016년 한-미 대기질 합동조사(KORUS-AQ 캠페인) 결과, 2차 유기에어로졸은 수도권 지표 및 상공에서 약
30% 이상의 비율로 측정되어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보고되었으나(국립환경과학원, 2017),
이러한 유기에어로졸에 대한 대기화학모델의 모의특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ORUS-AQ 캠페인의 항공 측정 및 지상 미세먼지 성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화학수송모델 내 2차 유기에어로
졸 생성 모의과정의 불확실성 및 고농도 사례별 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차 유기에어로졸 농도 모의 검증 및 비교 분석을 위해, NASA DC-8 항공기에서 측정된
상층 NO3-, SO42-, NH4+, OC 성분 농도와 NO2, SO2, NH3, Toluene, Isoprene 등 기체상 전구물질 측정 자료,
서울 불광동과 백령도에서 측정된 지상 에어로졸 성분 농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2차 유기에어로졸(OC)
모의 과정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서로 다른 두 에어로졸 스킴(MADE/SORGAM과 MADE/VBS)을 이용한
WRF-Chem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고, 중국배출 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사례와 지역 배출 오염물질의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의 2차 에어로졸 생성과정 차이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MADE/VBS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모의된 PM2.5의 지표
및 연직 적분 농도가 MADE/SORGAM 옵션 모의 결과보
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 메커니즘이 VOCs에
서 2차 유기에어로졸로 전환 과정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초미세먼지 성분 중 OC 농도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
였으며, 무기 에어로졸에서도 두 에어로졸 화학스킴에 따
른 농도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유기/무기 에어로졸의 생
성 과정에서 OH와 관계된 화학과정을 모두 포함하며, 각
성분들의 전구기체들이 복잡한 2차 생성 과정들에 서로
관계되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된다. 항공 측정 자료와
비교에서 한반도 오염물질의 정체 사례와 중국 배출 오염
물질의 장거리이동 사례 모두 MADE/VBS를 이용한 모의
결과가 MADE/SORGAM에 비해 유기에어로졸 측정과 근
사한 값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백령도와 서울의 지상 측정
OC 농도 자료와의 비교에서는 MADE/VBS는 과대모의,
MADE/SORGAM은 과소 모의 경향이 나타나, 정확한 2차 유
기에어로졸 모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2017,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KORUS-AQ 예비 종합보고서.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0년도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20R1A6
A1A03044834)

- 45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A2)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대기안정층 연직 구조의 관측적 특성 고찰
김철희 ․ 조현영1) ․ 조유진 ․ 이나미 ․ 정소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야간 대기 안정층에서 관측되는 대기의 연직 구조는 상당히 불확실하여 이층 이상의 다층 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단일 안정층으로만 분류되어 하나의 대기안정도 함수로 모든 연직 구조에 적용되
는 전통적인 지표 상사 이론(similarity theory)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관측
특징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지표 가까이의 안정층 난류만으로 대표하여 표현되는 상사 이론의 함수를 수정하고,
야간의 다층 연직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난류 매개변수화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야간 다층 구조
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산에 빈번하다면 각 층별 난류 특성을 결정짓는 변수들을 적절히 다시 선정하여 무차원
파라미터 값들로 개발하고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적절한 가정을 통하여 실제에 가까운 다층 난류 모델로
개발할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에서는 대기 관측 기기의 도입으로 야간의 다양한 대기 경계층 연직 구조가 제한적으로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도시 농림사업단(한국외국어대학교 소재)의 대기난류 관측결과인 과거 4년간(2016~2019년)의 운고
계(Ceilometer) 및 라이다 자료를 사용하였고, 최근 3년간의 400 m 보성기상탑에서 관측된 연직 난류 자료를 이
용하였다. 모델링 자료는 WRF 기상 모델 결과와 이를 이용한 WRF-Chem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여, 야간의 난
류 특성과 모델링 결과의 상이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특히 야간의 대기경계층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기온 및 난류장을 집중 분석하였다. 보다 실제 야간 대기에 가깝게 난류 이론을 개발하고 많은 관측적 사
실을 수집하여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오차를 분석하고 단계별 바람의 영향 등을 잘 고려하여 무차원
화하기 위한 난류 변수의 유효성(validity of scaling parameters)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결론
적으로 야간 대기 안정층에 대한 세 층을 구조별로 구별하여 각각을 관측 자료 혹은 모델링 자료와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최근 4년간의 운고계 및 라이다 관측 결과에서 대
기의 야간 다층구조(Multi-Layer)가 종종 관측되었고,
연직으로 상당한 불연속 고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우
측 그림). 이는 연직으로 하나의 매개변수화를 도출
한 Monin-Obukhov 상사 이론을 적용하기 힘든 사
례로 보이며, 대기의 하층을 제외한 그 이상의 중상
층 대기안정도 구조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반
증하고, 이를 통해 안정층 내부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관측적 연구와
모델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Fig. 1. 운고계로 관측된 2016년 봄철 야간 대기 연직 구조.

4. 참고문헌
Stull, B., 1988, An introduction to Boundary Layer Meteorology, Kluwer Academic Publishers.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20년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 사업임(No. 2020R1I1
A20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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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역 모델링을 위한 지상 PM2.5 농도 자료동화 연구
문정혁 ․ 전원배1) ․ 박재형 ․ 김동진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대기질 수치 모의는 기상장, 배출량, 화학반응 등에서 여러 오차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배출량의 정확도에
따라 정확도 높은 대기질 수치 모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역 모델링(Inverse modeling) 기법
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보정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역 모델링은 관측 자료와 모델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
동화 과정을 거쳐 모델의 배출량을 재산정하는 방법으로 역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동화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료동화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객관분석(OI), 칼만필터, 변분자료동화 등이 있다. 그 중 변분
자료동화는 비용함수(cost-function)에 대한 반복 연산해를 통해 각 분석 시간의 최적의 대기 조건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지상 관측 자료, 위성 자료, 라이다(Lidar) 자료 등 다양한 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용함수는 분석 시간에서 분석해와 모델 결과 및 관측 자료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식으로 배경오차(background
error)와 관측오차(observational error)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배경오차는 모델의 오차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정확한 배경오차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모델 결과의 편차를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한편, 관
측오차는 관측기기오차와 대표성오차로 나눌 수 있고, 위성과 같은 원격탐사장비의 경우 관측오차가 큰 반면,
지상관측장비의 경우 관측오차가 비교적 작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 모델링을 이용한 배출량 보정에 앞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관측 오차가 낮은 지상 AQMS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 PM2.5 관측 자료를 이
용한 3차원 변분자료동화(3DVAR)를 수행하여 지상 PM2.5 수치 모의 정확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규모 기상 수치모델인 WRF 3.8.1 버전과 3차원 광화학수송모델인 CMAQ 5.0.2 버전을 이용하
여 2016년 1월 한 달 동안 수도권 지역의 기상 및 대기질 모의를 수행하였다. 지상 AQMS 관측 자료를 이용한
자료동화 적용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도메인 내 AQMS 지점을 자료 동화에 사용되는 지점(STN_DA)과
모델링 검증에 사용되는 지점(STN_VERI)으로 나누었다. 실험은 자료 동화를 적용하지 않은 BASE 실험과 자
료 동화를 수행한 DA 실험으로 구성하여 두 실험의 정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자료동화를 위해 배경오차공
분산은 NMC-method(Parrish and Derber, 1992)를 통해 24시간과 48시간 예보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
고, 관측오차공분산은 관측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자료동화는 1시간 마다 3차원 변분자료동화를 수행하였
으며, AQMS 관측 자료 중 PM2.5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PM2.5 모의 결과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차원 변분자료동화 적용에 대한 민감도 실험 결과, 배경오차공분산과 관측오차공분산에 따라 관측 자료의
영향 반경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자료동화를 적용한 DA 실험과 자료동화를 적용하지 않은 BASE 실험의
PM2.5 수치모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DA 실험의 PM2.5 수치모의 정확도가
BASE 실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델의 초기장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후처리 과정으로 매시간 자료동화
를 수행하여 AQMS 관측 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료동화 효과가 매시간 나타나 관측 자료
와의 정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물질의 관측 자료와 모델 자료를 자료동화
하였으나, 추후 위성자료, 라이다자료와 같은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자료동화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
및 역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배출량 보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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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플럭스 관측자료와 GIS를 이용한 국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 검증
박창현 ․ 이순환1) ․ 박재형2) ․ 이영태3)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3)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량 검증 방법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법이 이용된다. 상향식 접근법은 산업, 주거, 상
업, 도로 등의 독립적인 영역에 대해 통계적 정보를 조사하고 사용연료 종류의 탄소 함유량과 연결하여 배출량
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하향식 접근법은 주로 실험과 측정에 의한 다운스케일링 방법으로, 초기 관측치를
이용하는 역계산법과 국지규모의 탄소 플럭스를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상향식 접근법
은 통계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원이 복잡한 국지규모에 적용하기에는 불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지 플럭스 자료를 사용하여 상향식 접근법으로 작성된 국지 인벤토리를 검증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한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상 60 m, 140 m, 300 m 높이에서 5년
간(2015~2019년) 관측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음파풍향풍속계와 적외선 CO2 측정기를 통해 관측한 이산화
탄소 플럭스 자료는 층별 탄소 유효발자국 영역 (90% CI) 내에서 추정하였다. 국지 인벤토리는 한국전력공사
계약형태별 전력사용량과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GIS 툴을 이용하여 발자국 영역에 대
해서만 추출하여 총 누적 CO2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플럭스 시계열 자료는 전형적인 계절별, 일별 변화를 보였고, 측고가 상승하면서 발자국 영역이 넓어짐에 따
라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300 m 발자국 영역(보성군, 고흥군 일부 지역)에
대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계산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9,000 kgCO2/yr이며, 이는 직접 측정한 국지 플럭스
와 비교할 때 약 < 20% 낮게 평가된 양으로 인벤토리에 포함되지 않은 국지 배출원이 연구 대상지역에 산재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방법은 기존 배출량 인벤토리의 국지 불확도를 낮추고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Asefi-Najafabady, S., Rayner, P. J., Gurney, K. R., McRobert, A., Song, Y., Coltin, K. et al., 2014, A multiyear,
global gridded fossil fuel CO2 emission data product: Evaluation and analysis of results. J Geophys
ResAtmos, 119(17).
Park, C., Schade, G. W., 2016, Anthropogenic and Biogenic Features of Long-Term Measured CO2 Flux in North
Downtown Houston, Texas. Journal of Environmental Quality, 45(1), 253-65, https://doi.org/10.2134/
jeq2015.02.0115 PMID: 26828181.
Velasco, E., Roth, M., Tan, S. H., Quak, M., Nabarro, S. D. A., Norford, L., 2013, The role of vegetation in
the CO2 flux from a tropical urban neighbourhood.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13(20), 10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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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기여도에 관한 미기상학적
특성 연구
이순환 ․ 이강열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부산대학교 대기과학과

1. 서론
창원시는 경상남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해안이, 동쪽에는 부산광역시와 접해 있다. 창원시
의 주변에는 높고 낮은 산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서쪽 해안에서부터 창원시 중심부로도 산지가 발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에서 다섯 지점을 선정하여 고농도 사례일에 대한 시도별 오염원들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여율을 각각 살펴보고 인접한 지역이지만 어떻게 각 지역별 기여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
였다.

2. 수치실험 설계 및 방법
기상 상태에 따라, 시도별 배출원 기여도 특색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종관기상 상
태를 K-means 클러스터 방법으로 모든 날과 고농도 사례일에 대해 각각 분류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은 다양
한 자료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초기 군집 수의 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수 결정 방법
으로 WSS(Within-group sum of squares, Jin et al., 2011)를 사용하였다. 모델링을 수행한 고농도 사례일은 2015
년 3월 28일 ~ 4월 2일, 2015년 4월 22일 ~ 4월 27일로 선정하였다. 두 사례일 모두 중국의 영향이 있었으며
한반도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이 비교적 강한 날이었다. 사용 모델은 기상모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광화학 대기질 모델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ing), 배출량 모델 SMOKE
(The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를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도별 오염
원들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Brute-force 방법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Quantitative evaluation of predicted air temperature, wind speed and concentration of PM10 and PM2.5 with hourly
observations

3/28
~
4/2

Stations

BSUL(%)

CWKN(%)

DGKB(%)

DJJB(%)

GJJN(%)

ETC(%)

Uichang

25

43

9

9

7

6

Seongsan

27

36

8

12

10

7

Happo

25

45

8

9

7

6

Hoewon

24

45

9

10

7

6

Jinhae

34

23

9

14

12

8

4. 참고문헌
Jin, L., Robert, A. H., Nancy, J. B., 2011, Ozone pollution regimed modeled for a summer season in California’s
San Joaquin Valley: A cluster analysis, Atmospheric Environment, 45, 470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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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 분석을 활용한 부산 지역 강우에 의한 대기중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효과 추정
박경환 ․ 이수민 ․ 조국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입자상물질(PM)에 의한 대기오염 현상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일부지역
에 편중된 이 현상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여
러 요인들을 통해 발생한 PM은 확산이나 침적에 의해 제거되고,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강우는 PM 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실측값을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국지 기상과 오염도의 상관성은 대상지역에서 관측된 값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도 전무하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다 유의한 검증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부산지역의 일평균 PM10 오염도와 기상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여러 기상 변수들과 PM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렬도 분석이, 다양한 대기 조건에 따른 저감효
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CART 분석이 수행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일평균 PM10 농도 변화는 일평균 풍속이나 상대습도와는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이 약
15 mm 이상인 경우, PM10 오염도에 따라 평균 약 40~60%의 저감율이 나타났으며, 강수량이 적더라도 오염도
가 높은 경우에는 역시 약 40%의 저감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우에 의한 PM10 저감효과나 건강개선효
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복잡한 대기 조건하에서 인공강우의 저감효율을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4. 참고문헌
Chate, D. et al., 2011, Below-cloud rain scavenging of atmospheric aerosols for aerosol deposition models,
Atmospheric Research99, (3-4), 528-536.
Guo, L. C. et al., 2016, The washout effects of rainfall on atmospheric particulate pollution in two Chinese cities,
Environmental Pollution, 215, 195-202.
Mues, A. et al, 2012, Impact of the extreme meteorological conditions during the summer 2003 in Europe on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Atmospheric Environment, 55, 377-391.
Ouyang, W. et al., 2015, The washing effect of precipitation on particulate matter and the pollution dynamics
of rainwater in downtown Beijing,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505, 306-314.
Zhao, S. et al., 2015, Below-cloud scavenging of aerosol particles by precipitation in a typical valley city,
northwestern China, Atmospheric Environment, 102,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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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호우 영향예보를 위한 수문학정량강우예측(HQPF) 모의 성능 향상
이영미 ․ 고철민 ․ 지용근 ․ 최병철
㈜에코브레인

1. 서론
호우 영향예보는 호우로 인한 사람, 차량, 시설물 등에 대한 보행, 교통, 건물침수 등과 같은 영향 정도를 분
석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예보에 사
용하는 강우정보 특히,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집중호우의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
집중호우 모의 성능을 향상시킨 수문학정량강우예측(HQPF, Hydrological Quantitative Precipitation Forecast)
은 개발된 격자별 강우-침수심 곡선(Rainfall-depth curve)을 통해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HQPF와
함께 생산되는 발생가능성(Likelihood) 정보는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와 연계되어 위험수준 정보를 생산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수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HQPF 생산 프로세스 고도화 및 생산된 호우 사상에 대
한 HQPF 오차 및 성능 등 정량적, 공간장 분석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최근에 발생한 호우 사례 자료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호우 유형을 태풍특보를 기준으로 태풍형과, 7~10월에
내리는 태풍형을 제외한 호우를 비태풍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도, 토지 이용도, 고도 등의 지역특성 변수를 학습인자로 추가하였다.
한편, 동네예보 강우 적용을 위한 전처리를 위해 공간해상도와 시간해상도를 상세화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호우 영향모델 연계를 위한 수문학적 강우(HQPF, Hydrological Quantitative Precipitation Forecast) 생산 프로
세스 개선, 고도화 및 검증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러 가지 호우 사상에 대한 동네예보와 HQPF의 분석 결과를 제시.
2) 지역별 관측소 평균 RMSE를 강우량 등급(10~30 mm, 30~60 mm, 60 mm 이상)별로 분석하고, 지역별로
예측성능을 비교.
3) 성능검증을 위한 강우량 등급별 평균 AUC(Area Under ROC Curve) 결과값 제시.

4. 참고문헌
이영미, 고철민, 신성철, 김병식, 2019, 수문학적 활용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의 강우보정기술 개발, 한국환경과학
회지, 28(1), 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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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신종 오염우려 물질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전망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플라스틱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사용한 플라스틱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해양환경 중에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다. 해양환경 내 축적된 플라스틱은 자연적인 풍화로 인해 현미경
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생성하고 있어 해양 플라스틱 환경문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
져왔다. 미세플라스틱은 1960년대부터 보고되어온 중대형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달리 관찰이 어렵고, 어패류
는 물론 작은 동물플랑크톤까지 섭식가능하며, 화학물질을 섭식한 생물로 전이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
는 반면, 환경 내에서 수거처리는 불가능하다. 미세플라스틱은 담수부터 해수, 연안부터 외해, 적도부터 극지방,
표층부터 심해까지 거의 모든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농도, 형태조성, 폴리머 재질 조성 등은
환경 중 시료채취 방법과 분석법에 따른 분석대상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범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오염현황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자료가 확보된 크기 300㎛ 이상의 표층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수준은 북태평양이 5대 해양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아열대수렴대를 제외하
고는 연안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염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해에 속하는 황해, 동해, 남중국
해, 동중국해 등이 지중해와 더불어 오염 우심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 플라스틱이 표착하여 축적되는 해안의
경우도 대륙 간 오염도 비교해서 아시아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오염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과
거 오염추세는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 1950년대 이후로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와 잘 부합되게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 역시 전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1970년대 공업화시기를 기점으로 오염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 외해역,
낙동강 해수 중의 크기 20-300㎛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수준은 독성자료로부터 도출된 무영향예측농도(PNEC)
값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전세계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
재 수준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정책이 유지될 경우 해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수준은 2066년에 약 4
배, 2100년에는 약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수치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적용할 경우 2100년 우리
나라 연안 약 64%, 외해역의 22%가 무영향예측농도 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과학적인 정보
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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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소재의 환경 산업 응용
이정훈
스탠다드그래핀

그래핀은 탄소원자 한 겹의 2차원 구조물을 의미한다. 그래핀은 2004년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노보셀로프,
가임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래, 고유한 여섯 가지 특성(고강도, 전기전도도, 열전도도와 넓은 비표면적, 유
연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소재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해결할 신물질로 각광받고 있으며, 기계,
전자, 에너지, 복합재, 바이오 등 소재/부품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그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핀을 제조/활
용하는 방법에는 화학적기상증착법 (CVD)을 이용하여 주어진 금속 표면에 전사하는 방법과 파우더 형태의 플
레이크 그래핀을 제조하여 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재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가격경쟁
력, 활용성, 우수한 물성 등의 이유로 플레이크 그래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탠다드그래핀은 고품질의 플레이크 그래핀을 양산하는 기업으로서, GO (Graphene Oxide)와 rGO (reduced
Graphene Oxide) 파우더, 그리고 이들 파우더를 활용한 분산액과 복합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용도에 맞게 가
공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스탠다드그래핀은 이러한 고기능/고품질 그래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수처리
전용 소재인 Super Graphite를 개발하여 폐수처리, 정수처리 분야에 적용을 검토 중이다.
스탠다드그래핀이 개발한 Super Graphite는 최근 수처리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 알려져 있
는 NSF로부터 42 & 61 인증 획득을 통해 그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Super Graphite는 정수처리시설
및 가정 정수기용 소재로 적용이 가능하고, 염색폐수의 COD와 색도 제거 성능이 우수하다. Super Graphites는
소재 그 자체로도 활용 가능하지만, 복합필터화를 통해 정수장치에 적용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Shale gas
& oil 산업에서 이용되는 수압파쇄 (Hydraulic Fracturing) 공정상의 폐수처리에 활용될 수 있고, 동남아 쇼핑몰
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에도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스탠다드그래핀의 소재는 위에서 언급한 예 외에도, 수처리용 그래핀 멤브레인 개발, 대기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그래핀 촉매/나노 복합체, 그래핀 무기 섬유 복합 부직포 개발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수처리를 비롯한 환경 분야에의 그래핀 응용과 Super Graphite를 위시한 스탠다드그래핀의
제품이 갖는 학술적, 산업적 가치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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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금속을 이용한 수중 오염물질의 환원분해
최정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염소계 유기화합물은 다양한 산업공정 및 인간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환경으로 배출된 유기
염소계 화합물은 지표수와 토양/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벤젠고리를 포함하는 방향족 유기염
소계 화합물은 높은 독성과 난분해성, 환경 내 잔류성 등으로 인해 유출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
고, 처리와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염소에 의해 산화된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경우, 환원
처리가 분해 또는 독성 저감에 유리할 수 있으며, 영가금속(Zero-Valent Metals, ZVMs)이 가지는 높은 환원력
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산화-환원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영가금속을 이용한 환원처리는 독성이 높은 염소계
유기화합물과 Cr(VI), nitrate 등의 무기오염물질을 환원하여 독성을 저감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
및 토양오염 복원을 위한 반응벽체(Permeable Reactive Barriers, PRBs) 공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염색폐
수에 포함된 염료의 경우에도 영가금속에 의한 환원처리로 색도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가철(Zero-Valent Iron, ZVI) 및 개질 영가철(Modified ZVI)을 이용하여 방향족 유기염소계 화합
물인 2,4,6-trichlorophenol (2,4,6-TCP)와 triclosan의 탈염소화 및 환원분해 반응을 유도하고, 다양한 반응 조건
에서의 환원분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해과정 중 나타나는 중간생성물의 생성과 분해를 규명하고, kinetic
분석을 통해 각 조건별 반응속도상수를 도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환원제로 사용된 영가철(zero-valent iron, Fe0)은 Aldrich사에서 구입한 영가철 분말(iron powder(fine), 99%)
을 전처리 없이 사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표면의 산화피막을 제거하기 위해 산세척 과정을 거친 acid-washed Fe
(Aw/Fe)와 palladium (Pd) 촉매를 코팅한 Pd/Fe를 제조하여 2,4,6-TCP와 triclosan의 환원처리에 적용하였다. 환
원처리 후 반응물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은 GC-MS (Agilent 6890N, Agilent 5973 MS Detector)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4,6-TCP와 triclosan의 환원 분해에 있어서 Pd/Fe의 탈염소화 및 분해능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용액 내 H+가 환원되어 2,4,6-TCP와 triclosan의 Cl을 치환하는데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Pd 촉매의 역할
(intercalation)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원 분해가 진행됨에 따른 분해생성물을 확인한 결과, 연속적
탈염소반응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 54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신진연구자]

서해 조석현상에 의한 조간대의 시·공간적 물리환경변화가 기상에
미치는 영향
안혜연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조간대는 해안에서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를 차지하는 지대로, 만조시에는 수중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수면 밖
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곳으로 정의된다(해양수산부, 2016). 조석현상으로 인한 조간대에서의 지표면 상태와 해
안선 형태의 변화는 대기경계층 내에서 기상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조수간만의 차가 뚜렷한 서해안에서의 정확
한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상학적인 요인만이 아닌, 주변 지형과 해안선 형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간대에서의 지표면 변화가 기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기상학적 연구로 관측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조간대에서의 직접적인 기상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평 및 연직적인 기상영향 범위는
확인하기 어렵고 갯벌에서의 관측장비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측연구 수행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모델링
연구는 조간대에 초점을 맞춘 기상모델링 실험이 소수 존재하였으나, 기존의 기상모델에서의 토지피복 값은 고
정되어 매시간 변하는 조간대의 지표면 상태가 수평 및 연직적으로 어느 정도 기상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조석현상으로 인한 조간대의
지표면 및 해안선의 시·공간 변화가 지역적인 기상에 미치는 역학적인 영향과 그 원인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
해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The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 해양모델과 Landsat-7 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ETM+)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조간대 지표면의 시· ․ 간적 변화를 도출하였고, 이를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기상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WRF 모델 내 three-dimensional Variational Data
Assimilation System (3DVAR) cycling mode 기법을 이용하였다. 실험은 조간대 지표면의 시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은 WRF 모델링기법을 이용하여 고정된 지표면 경계조건을 적용한 실험(CNTL)과 새로운 모델링기
법을 이용하여 해양모델과 위성자료를 통하여 생성한 시간별 지표면 경계조건을 매시간마다 적용한 실험
(TIDE)으로 구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반적으로 TIDE 실험의 결과는 CNTL 실험보다 높은 예측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연안지역의 기상예
측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름사례의 경우, TIDE 실험에서 야간 만조시 높은 기
온(평균기온 0.8℃)과 높은 수증기량(평균 수증기 혼합비 0.7 g kg-1)을 모의하였고, 주간 만조시 낮은 기온(평균
1.3℃)과 높은 수증기량(평균 0.7 g kg-1)을 모의하였다. 야간 만조시에는 육풍의 영향으로 조간대에서만 기상변
화가 나타난 반면, 주간 만조시에는 해풍의 영향으로 조간대에서의 기상변화가 조간대의 풍하측에 위치한 내륙
지역에서까지 기상변화가 나타났다. 안개사례의 경우, 전반적으로 TIDE 실험에서 안개 발달 기간동안 낮은 기
온노점차(평균 0.2℃)와 약한 풍속(평균 0.3 m s-1), 낮은 시정(평균 0.3 km) 등을 모의하여 CNTL 실험보다 안
개를 모의하는데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안개 발생 모의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습도-풍속, 시정, Liquid Water
Content (LWC) 등의 지표에 해당하는 영역을 비교한 결과, CNTL 실험에서 모의하지 못한 안개 발생 가능영역
을 TIDE 실험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모의하였고, 이를 통하여 안개발생 지역과 시간을 예측하는데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2016, 해양수산부 용어사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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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예측기술 개발 연구 현황 및 향후계획
김백조 ․ 박미은 ․ 윤상후1)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

1)

대구대학교 통계학과

1. 서론
최근 겨울철 기온이 예년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도로살얼음(Black Ice)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사
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살얼음은 도로 위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육안으로 구
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합적 도로기상 관측체계가 미흡으로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및 검
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로살얼음 발생 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기상관측시스템 설치를 통해 도로기상 집중관
측자료 생산하고 기후환경실증실험을 통해 도로살얼음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인자를 도출를 통해 도로살얼음 예
측 및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도로살얼음 기상정보 서비스를 통한 겨울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공동주관의
2020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로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 기술 및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을 통해 도로살얼음 관련 통합 DB 구축 및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3. 결과 및 고찰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기술 및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를 위해서 1차 년도에는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
예측을 위한 통합데이터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로살얼음 관련 도로교통 사고 현황 분석, 취약구간 도로기상 및
도로상태 정보 DB 구축과 도로살얼음 발생 진단․예측을 위한 기후환경실증실험 및 검증 그리고 도로살얼음 발
생 위험도 정보 표출방안 제시한다(Fig. 1).

Fig. 1. 도로기상관측시스템(좌) 및 기후환경실증실험(우).

2차 년도에는 도로살얼음 취약구간에 도로기상 집중관측을 통한 상세 기상 및 노면관측자료를 확보하고 도
로살얼음 발생 관련 영향요인 도출‧분석으로 진단⋅예측 모형 고도화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발
생 위험도 진단기반 예측모형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도로상태, 기상요소 등 관측자료를 활용한 도로살얼
음 발생 가능성 진단 및 평가를 통해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상정보(기온, 습도, 강수량
등)를 기반으로 한 도로살얼음 진단기반 예측모형 개발로 수요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자 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20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도로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기술 및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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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기오염측정망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제언
김덕승 ․ 박정호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환경기준에 따른 대기질 변화추이, 대기질의 개선 등을 평가 등을 위해 설친한 측정망
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서울시 4개소에 측정소를 최초로 설치한 이후, 2019년 12월말 현재 전국 11개
종류의 측정망 676개소가 운영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대기측정소의 숫자가 제한적이었을 때,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측정망의 합리적인 배치가 중요하였
으나,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측정소가 크게 확충됨에 따라 배치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측정
망에서 생산되는 측정 자료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기측정망의 위탁관리 및 정도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대기오염측
정망 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2018년 기준 경남 23개 측정소에서 운영 중인 PM2.5 자동측정기에 대한 등가성 평가결과를 나
타냈다.

(a) 408 samples

(b) 45 cases
Fig. 1. PM2.5 등가성 평가 결과.

4. 참고문헌
김덕승, 박정호, 2020,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환경과학회지,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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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기상관측(1904년) 이래 전 기간의 비태풍 시기
강풍에 대한 시 ․ 공간적 특징 -관측자료를 기반으로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1. 서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빈도 증가 및 피해 규모가 광역화되는 추세이다. 특
히, 최근으로 올수록 ‘태풍급 강풍’이라는 이름으로 태풍 시기가 아닌 비태풍 시기에 발생하는 강풍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8년) 기상재해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전체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 호우, 대설에 이어 4번째로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강풍에 의한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강풍에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태풍에 동반된 강풍에 대한 연구와 단기간에 대한 강풍의 특징에 대
한 분석이 대부분이고, 강풍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장기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이처럼 관측자료를 활용한 강풍에 대한 시 ․ 공간적 분포 및 빈도와 같은 통계적 특징과 관련한 연
구는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6년간, 장기간을 대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이 수행되고 있는 ASOS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부이, 등표의 1시간 풍속자료를 기반으로 비태풍 시기 발생한 강풍에 대한 시·공간적 특성
을 분석하며, 한반도 비태풍 시기 강풍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기상청에서 관측이 수행되고 있는 종관기상관측,
해양부이, 등표의 전 지점 ․ 전 시간대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태풍 영향 기간을 제외한 비태풍 시기를 대상
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비태풍 시기 바람 자료 가운데 14 m/s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그 이상을 강풍으로 분
류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태풍의 영향 기간은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기간을 활용하였다.
공간적 분석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관측이 수행된 전 지점별 분포도, 포스트맵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적 분석을 위하여 연도별, 월별, 시간별, 기간별 등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비태풍 시기 강풍의 발생비율과 풍속의 지점별 자료를 분포도와 포스트맵으로 표출한 공간적 분석결과, 해안
이 내륙보다 발생비율과 풍속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해양부이와 등표가 ASOS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시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부산광역시가 강풍 비율과 풍속이 전체에서 2순위로 높게 나타나
강풍에 취약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연도별로 강풍의 풍속은 감소하고 있으나, 발생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강풍의 풍속은 2차방정식을 적용해본 경우 전환점이 1987년으로 1987년 이전은 감소하는 추세, 이후는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으로 올수록 비태풍 시기 강풍의 발생비율과 풍속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비태풍 시기 강풍에 대한 시공간적 자료들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룰 ‘강풍’이라는 재해에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2020
R1F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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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미세먼지(PM10, PM2.5) 농도 분포 특성
박종길 ․ 호승모 ․ 김은별1)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1. 서론
미세먼지는 폐 질환, 천식,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고농도 시기(12~3월)는 미세먼지
의 농도가 높아져 경남도 농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의 18개 시군에 위치한 측정망의 시간별 미세먼지
유효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과 지역별 분포를 조사하였다. 고농도 시기 경남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연
도별, 계절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경상남도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의 시계열 특성(2009~2019)과 고농도 시기 PM2.5의 농도 분포 특성
(2015~2019)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 운영하는 18개 시 ․ 군에 위치한 대기측정소의 시간
별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별, 계절별 시계열 분석을 하였으며 배출원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횐
경과학원의 CAPSS(2015~2017) 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먼저 연평균 농도의 시계열을 조산한 결과, PM10의 경우 2013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대부분의 지
역에서 감소하였고 대기환경기준(50 ㎍/m3)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PM2.5의 연평균농도는 경상남도 모든 지점에
서 환경기준(15 ㎍/m3)을 초과하였으며, 시계열의 경향은 PM10과 유사하나 김해지역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계절별로는 지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계에 농도가 낮고, 동계와 춘계에 농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PM2.5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12월~3월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고농도 시기(12월~3월)의 PM2.5의 “나쁨(35 ㎍/m3 이상)”, “매우 나쁨(76 ㎍/m3 이상)”의 발생일수를 살펴본
결과 ‘나쁨’은 2016년에 대체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가 이후 감소하였고, 2019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의보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나쁨”의 빈도수 또한 매년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고농도 시기
PM2.5 농도의 시계열 분포 특성은 경남도 7개 시·군의 경우 관측이 시작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에 25 ㎍/m3 가까이 증가하며, 김해시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 배출원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경남도는 전국과 달리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질소산화물보다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국과 같이 황산화물, 암모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시 지역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질소산
화물 순이었으며, 군 지역은 시 지역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중 고성군과 하동군은 군내
위치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배출량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인 산업 불황과 경기 둔화로 점차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생물연소의 증가로 인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계절관리제와 같은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경남보건환경연구원, 2009-2019, 대기측정소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자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17, 배출량 통계
박종길, 2019, 기단(예: 시베리아 기단) 및 기압(예: 고기압, 저기압)과 창원시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및 성분변화
표 작성,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19-11-2-40-4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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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2020년 3월 19일 한랭전선 통과 시 미세먼지 농도
특성
전병일 ․ 황용식1)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고농도 PM2.5는 고압부에서 저압부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특히 한랭전선이 다가오기 바로 전 남서
풍에서 서풍으로 풍향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고농도 PM2.5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을 나타내는
전선계가 다가오기에 앞서 고압으로부터 저압으로의 전이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Modey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3월 19일 우리나라를 통과한 한랭전선을 사례로 한랭전선 통과 시 기상상황과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그리고 초미세먼지 중의 성분 분석을 통해 한랭전선의 통과가 실제로 입자상 물질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크게 기상자료와 대기질자료로 나눌 수 있다. 기상자료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측
정한 일기상통계표와 AWS 측정 그래프 그리고 지상일기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한랭전선 통과전과 후의 공
기괴의 추적을 위해 미국의 해양기상청에서 제공하는 backward trajectory를 사용하였다. 대기질 자료는 시간별
PM10, PM2.5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랭전선 통과 전후의 초미세먼지 (PM2.5) 중의 NH4+, Ca2+, NO3-,
SO42- 농도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적인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황사측정망
의 PM10 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before 6 hours and after 6 hours for cold front passage March 19, 2020 in
Busan
Before 6 hrs
43.5
56.2
88.0
74.0

PM10
Max. con.
127
131
260
148

After 6 hrs
36.3
77.5
102.8
59.3

55.2
57.5
53.7
36.2
41.3
48.7
53.2
45.3
53.5
68.3
54.0
47.0
74.5
52.0
74.3
51.0
50.5
33.7
43.2
58.8
55.2±13.1

176
144
141
77
140
117
145
124
172
167
125
129
170
153
153
136
140
106
130
134
144.3±33.6

63.1
56.3
53.6
42.4
51.9
43.6
56.9
56.2
67.4
74.9
55.9
61.9
64.2
62.5
59.8
52.4
52.8
46.3
56.0
55.7
59.7±12.6

Station
Gwangbok
Jangrim
Hakjang
Deokcheon
Yeonsan
Daeyeon
Cheongrong
Jeonpo
Taejongdae
Gijang
Daejeo
Bugok
Gwangan
Meongjang
Noksan
Yongsu
Zoa
Sujeong
Daeshin
Deokpo
Dangri
Gaeguem
Cheonghak
Jaesong
Hwamyeong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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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6 hrs
14.8
24.0
26.8
25.8
16.7
`17.3
20.7
17.0
20.0
20.2
22.0
23.0
20.8
19.5
26.5
22.8
18.3
23.5
19.8
23.5
20.5
18.2
14.7
16.2
19.3
20.7±3.3

PM2.5
Max. con.
29
34
38
37
25
26
28
27
28
26
25
29
31
30
30
32
28
28
32
33
25
25
27
26
28
29.1±3.7

After 6 hrs
6.3
19.3
19.5
19.4
10.6
13.2
15.0
11.9
15.3
14.6
11.3
16.4
18.5
17.6
21.7
18.2
14.5
14.6
17.5
17.9
13.2
13.4
12.1
12.0
12.8
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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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재의 Silt 저감 성능평가 장비 및 평가방법 개발
배우빈 ․ 나문수 ․ 박윤미 ․ 김상래 ․ 김용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후환경실증센터

1. 서론
전국 미세먼지(PM10) 발생량 중 비산먼지가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산먼지의 45%는 도로 재비산먼지
가 차지하고 있다.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중 도로포장재의 공극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재비산
이 가능한 75 ㎛ 이하의 silt를 저감할 수 있지만, 성능평가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포장재별
Silt 저감 성능평가 장비와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Fig. 1. 도로포장재의 Silt 저감 성능평가 장비 및 평가방법.

3. 결과 및 고찰
도로포장재별 Silt 저감 성능평가 결과(1차), 아스팔트 콘크리트 4.87 g, 보통블록 0.06 g, 투수블록 9.12 g,
폴리머 콘크리트 16.37 g을 저감하였다. 도로포장재의 도로 재비산먼지(Silt) 저감 성능은 투수계수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불투수성 도로포장재지만 Silt 저감 효과가 높게 나온 것은
시료 제작 시 미숙련자의 절삭으로 시료 결합 시 이격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통해 Silt가 도로포장재 하부로
침투되어 포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시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에 따라 도로포장재 표면에 물을
공급할 경우, 도로포장재 중앙부의 Silt만 저감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향후 성능평가 장비와 방법을 개선하여,
도로포장재별 도로 재비산먼지(Silt) 저감 성능평가 단체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Fig. 2. 도로포장재의 Silt 저감 성능평가 실험 전 ․ 후.

4.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2013,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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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발생 저감 성능평가 장비 및 방법 개발
나문수 ․ 배우빈 ․ 박윤미 ․ 김상래 ․ 김용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후환경실증센터

1. 서론
도로살얼음이 발생한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최대 14배,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러우며 눈길보다 부상자 4.8배,
사망자 3.5배 이상 높은 위험한 도로 사고 유발 요소이다. 최근 5년(’14~’18)간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건수는 총
6,548건(연평균 1,310건), 사망자 수는 199명에 달하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1.6배 수준이다. 최근 겨울
철 기온이 예년과 비교해 상승함에 따라 도로살얼음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환경(온도, 습도, 어는비) 조건변화와 도로포장재에 따른 도로살얼음
발생 저감 성능평가 장비와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어는비는 액체 강수가 지상으로 낙하하여 차가운 물체나 지면에 부착되자마자 급속히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
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업무포탈의 하위 범주인 “hi-유지관리”에 어는비 관련 예측 및 경보시스템이 운영 중이
며 포탈의 표면온도 예측 시스템에서 표출되는 어는비 주의경보(대기온도 : 4℃ 이하, 강수확률 : 30% 이상, 표
면온도 : 2℃ 이하) 조건에 기반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도로살얼음 발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미끄럼저항시험장
비를 활용하여 BPN(미끄럼저항지수)으로 평가한다.

(b) 평가시료

(a) 도로살얼음 어는비 공급 장비

(c) 미끄럼저항시험기

Fig. 1. 도로살얼음 발생 저감 성능평가 장비 및 평가방법.

3. 결과 및 고찰
습공기선도의 이슬점과 표면온도를 고려한 도로살얼음 발생 환경조건의 예비실험결과는 환경챔버 상부의 결
로 발생으로 물방울이 평가시료 표면에 떨어져 도로포장재 표면에서 결빙이 발생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향후 도로살얼음 어는비 공급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포장재 표면의 결빙유무와 체적이 큰 Walk-in 기후환경
챔버를 활용하여 미끄럼저항지수로 성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능평가 장비와 방법을 개선하여 도로
살얼음 발생 저감 성능평가에 대한 단체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4. 참고문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0, 겨울철 블랙아이스(빙판) 사고 특성과 대책.
한국도로공사, 2016, 동절기 도로안전을 위한 노면관리 방안(부제:어는비 예보 연구).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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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미세먼지 최근 경향 및 고농도 사례 분석
김종민1) ․ 조유진1) ․ 김철희1),2)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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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먼지에 대하여 최근의 모델링 연구는 대부분 지역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유근혜 등, 2019), 측정 분
석적 연구는 지역 고유의 배출 특성을 반영한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지역에 따른 특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
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지상과 상층의 미세먼지 질량농도와 화학성분 측정자료를 기반으
로 부산지역 미세먼지 경향을 분석하고, 부산지역의 PM2.5 고농도 사례를 선정하고 종관 일기도 및 이온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지상 자료는 서울과 부산지역 도시 대기질 측정망에서 측정한 PM10(2009~2018년), PM2.5(2015-2018년) 농도
자료와 서울의 고려대학교 1개 지점(NIER, 2019), 부산의 장림, 연산, 신항 3개 지점(보건환경연구원, 2018)에
서 측정한 질산염과 황산염 농도자료를 이용하였다. 상층 자료는 한미 대기질 캠페인(KORUS-AQ)에서 측정한
KAMS의 PM2.5와 OC,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염소 등 5가지 이온 농도자료를 이용하였다. PM2.5 고농도 사례
일 선정은 2018년 3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PM2.5 일평균 35 ㎍/㎥를 초과한 날로 선정하였으며, 종관 일기도
를 분석하여, 정체형, 복합형, 유입형의 3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연평균 농도, 고농도 발생 일수가 두 지역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여름철의 경우
서울지역은 감소추세이지만, 부산지역은 PM10의 경우 증가하였고, PM2.5의 경우 감소하지 않아 두 지역이 차이
를 보였다. 질산염 평균 농도는 서울지역이 부산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황산염 평균 농도는 부산지역이 서
울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PM2.5 고농도 사례일 중 각 유형별로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세 사례
를 분석하였다. 정체형 고농도 사례에서는 부산지역이 서울지역보다 PM2.5 평균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례기
간 전반에 걸쳐 질산염보다 황산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복합형 고농도 사례에서는 부산지역이 서울지역보
다 PM2.5 평균 농도가 높고, 이온 농도 또한 질산염보다 황산염의 농도가 높았지만, 정체형 고농도 사례에 비해
그 차이가 적었다. 유입형 고농도 사례에서는 서울지역이 부산지역보다 PM2.5 평균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황산
염보다 질산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 앞선 두 사례에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KORUS-AQ 캠페인 관측 결과
를 통해 두 지역의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에서는, 서울지역에서는 질산염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산
지역에서는 OC와 황산염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질소와 관련된 화학성분이, 부산지
역의 경우 황과 관련된 화학성분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9,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air quality modeling
system based on the measurement (III), NIER-SP2019-249, Incheon, Republic of Korea.
Yu, G. H., Lee, B. J., Park, S. S., Jung, S. A., Jo, M. R., Lim, Y. J., Kim, S. T., 2019, A Case study of severe
PM2.5 event in the Gwangju urban area during February 2014,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5(2), 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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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권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상인자 분석
- 수도권과의 비교연구
최다니엘1) ․ 김철희1),2)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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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상인자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연구에
서 특정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기상인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나 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별 차이를 비
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부산 지역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거리가 보다 멀고, 바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상요인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서울과 부산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할 때의 기상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지역별 차이를 논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방법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하여 지상과 상층 기
상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나는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PC)들을 구한 다음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분석을 통해 PM2.5 일평균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주성분분석에 산입된 관측변수로
는 지상 기상변수 5개(기온(Tsfc), 풍속(Wsfc), 해면기압(SLP, Sea Level Pressure), 동서-바람성분(usfc), 남북-바람
성분(vsfc))와 고층기상변수 3개(850 hPa과 500 hPa 사이의 대기안정도(dθ/dz)와 850 hPa에서의 동서-바람성분
(u850), 남북-바람성분(v850))이다. 2018~19년 서울과 부산의 고농도 사례들을 선정하여 사례별 PM2.5 농도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높은 상관을 갖는 주성분을 구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높은 상관을 보
이는 주성분의 기상인자별 요인적재량을 확인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시의 기상패턴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8년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PM2.5 일평균과 기상변수 주성분들과의 MLR분
석을 수행한 결과, 주성분 BS18-Mode2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R=0.719). 해당 주성분의 기상 변수별 요인
적재량은 기온(Tsfc)이 0.744, 850 hPa에서의 동서바람성분(u850)이 -0.811, 동일 고도에서의 남북바람성분(v850)이
0.340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당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높은 온도를 보이는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경우 고농도 사례들의 PM2.5 일평균과 기상변수 주성분들의 MLR 분석시, 19년도 3월1일부터 6일까
지의 사례가 주성분 S19-Mode2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R=0.755). 해당 주성분의 변수별 요인적재량은 850
hPa에서의 동서바람성분(u850)과 남북바람성분(v850)이 각각 0.463, -0.136으로 상층에서 서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는 서울지역에서 2018년부터 19년 사이 발생한 PM2.5 고농도 사례들 중
가장 높은 농도를 일평균을 기록한 사례(19.3.5 일평균 기준)로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Tai, A., Mickley, L., Jacob, D., Leibensperger, E., Zhang, L., Fisher, J., Pye, H., 2012, Meteorological modes
of variability for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air quality in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PM2.5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Atmos. Chem. Phys., 12, 313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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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관측 및 모델 자료를 활용한 동북아시아 에어로졸에
대한 강수 민감도 분석
박신영1) ․ 김철희1),2)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대기 중의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를 흡수 및 산란하는 직접효과와 구름 응결 핵 역할을 통해 구름의 특성을
변하게 하는 간접효과를 가지고, 최근에는 활성화 효과 및 버퍼링 효과의 발견까지 더해져 에어로졸이 더욱더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Twomey, 1977; Albrecht, 1989; Rosenfeld et al., 2014; Varble,
2018). 다양한 에어로졸 효과는 수치 모델링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선행연구를 통해 에어로
졸의 직 ․ 간접효과를 포함한 수치 모의 결과가 에어로졸과 기상 요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기상 및 대기질 모
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였다(Park et al., 2018). 하지만 복잡한 에어로졸-구름-강수 상호작용에 대한 추
정은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에어로졸 효과를 고려한 수치 모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위성 자료와 모델 결과를 통해 산출한 에어로졸에 대한 강수 민감도(precipitation susceptibility;
So)를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동북아시아(위도 23°~48°, 경도 103°~147°) 지역을 대상으로 위성 관측 자료와 WRF-Chem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coupled with Chemistry) 모델을 이용하여 So를 계산하였다. 사용된 So의 정의
 ln

는    이고, 구름 미세물리 과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어진 액체 수 경로(Liquid Water
 ln


Path; LWP)에 대해 계산하였으며, R은 강수율을, Nd는 구름 방울 수 농도(cloud droplet number concentrations)
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 분석 기간에 대한 위성 관측 자료와 WRF-Chem 모델 결과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LWP에 대한 So의 형태 및 값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한반도 지역의 기상 조건(안정도, 습윤 효
과, 연직 속도 등) 분류에 따른 LWP-So 매트릭스(matrix)를 추가로 분석하여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So를 확인
하였다.

4. 참고문헌
Albrecht, B. A., 1989, Aerosols, cloud microphysics, and fractional cloudiness. Science, 245, 1227-1230.
Park, S. Y., Lee, H. J., Kang, J. E., Lee, T., Kim, C. H., 2018, Aerosol radiative effects on mesoscale cloud–
precipitation variables over Northeast Asia during the MAPS-Seoul 2015 campaign, Atmos. Environ., 172,
109-123, https://doi.org/10.1016/j.atmosenv.2017.10.044.
Rosenfeld, D., Sherwood, S., Wood, R., Donner, L., 2014, Climate effects of aerosol-cloud interactions, Science,
343, 370-380.
Twomey, S., 1977, The influence of pollution on the shortwave albedo of clouds, J. Atmos. Sci., 34, 1149-1152.
Varble, A., 2018, Erroneous Attribution of Deep Convective Invigoration to Aerosol Concentration, J. Atmos. Sci.,
75, 1351-1368, http://dx.doi.org/10.1175/JAS-D-17-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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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시아 지역 미세먼지 무기이온성분 모델링 결과
고찰
김철희1),2) ․ 조현영1) ․ 조유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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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동북아시아 미세먼지(PM2.5)의 중국 고배출 지역으로부터의 장거리 이동 특성은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배출량 저감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이 변화되는 것을
관측기반의 연구로부터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 및 구성성분에 대한 정량적인 평
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미세먼지 변동 특성을 장거리 이동과 연관지어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의 배출량 변화가 감지되는 2013년 모델링 결과와 최근의 공식 배출량 통계자료가 수집 가능한 2017년 결
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SRR (Source-Receptor Relationship) 도출을 위한 모델링 영역 및 격자 설정, 모델의 수평
수직 해상도, 기상모델링 옵션 우선순위 등을 논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동북아시아에서의 PM2.5의 기본 모사를 위하여 기상-배출량-대기화학 모델링 시스템의 구축을 기반으로 모사
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치모델을 연결한 모델링 시스템으로서 기상모델(WRF)-배
출량모델(SMOKE)-대기화학모델(CMAQ)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상 모델인 WRF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Model) 수행은 국내에서 익히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상물리 옵션을 사용하여 모사하였
고, 3차원 광화학 모델인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에서는 기체 및 입자상 옵션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배출량 자료로는 CREATE 배출 목록을 이용하여 Regional, Global 대기질 모델링에 필요한 배출량
을 생성시켰다. 모델링 기간은 2013~2017년 봄철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PM2.5 성분 중 Inorganic과 Organic 성
분의 특징과 그 변동성을 배출량과 연동하여 해석하였고, 동북아 미세먼지의 산도(pH) 변화와 연관된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3년과 2017년 동북아시아의 모델링 결과, 최근 4년간
의 중국 베이징에서의 미세먼지 성분 중 Nitrate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우측 그림 참조). 이는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중에서 황과 연관된 연료 저감이 결정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대도시의 OC의 변화
또한 도시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역
도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긴 하지만,
도시에 따라 가파르게 Nitrate와 OC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으며, 이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의 pH
또한 서서히 중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모두 모델링에 의한 결과로서 향후 이와 연관된 지속적인
관측기반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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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모의 능력 개선을 위한 대기경계층 심화 연구
조유진 ․ 이효정1) ․ 조현영1) ․ 김종민 ․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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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중국의 배출저감 정책으로 인해 2014년 대비 2016년 SO2와 NOx 배출량은 각각 약 34%,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Zheng et al., 2018), 풍하측에 위치한 한국은 중국발 장거리 수송 미세먼지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중국의 배출 저감에 따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성분 특성 또한 변화하게 된다. 한편, 모든 기상현상들
과 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은 대부분 대기경계층 내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므로 대기질 모델링에 있어 정확한 대
기경계층 모의는 대기질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문난경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사례의 미세먼지 무기이온 성분 특성 및 추세를 분석하고 모델 내의 대기경계층고도가 미세먼지 농도 모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백령도와 수도권 대기질 집중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성분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
년간의 배경농도지역과 도심지의 미세먼지 성분 특성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기경계층 고도에 따른 대기
질 농도, 특히 질산염 농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WRF 모델의 다양한 PBL scheme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기질 집중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성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백령도의 경우 2015년 이후 질산염 농
도가 크게 증가하고 황산염 농도는 감소하여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무기이온 성분의 추세 변화를 확인하였다.
한편, PM2.5 농도가 ‘좋음(<15 ㎍/m3)’ 수준의 저농도 사례에 비해 ‘나쁨(>35 ㎍/m3)’ 이상의 고농도 사례에서 질
산염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PM2.5 고농도 사례 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질산염의 모의에는 야간잔류층에서의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PBL
scheme을 적용한 WRF 모델링 결과와 관측 값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PBL scheme이 야간의 PBL 고도를 매
우 과소모의 하였다. 각 scheme에 따른 PM2.5와 무기이온 성분 농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PBL이 낮게 모
의 된 경우 확산효과가 억제되어 고농도를 모의한 경우와 PBL 위의 플룸을 경계층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저농도를 모의한 경우 모두 확인하여 플룸의 고도와 PBL 고도의 복합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기경계층 모의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특히 질산염 농도 모의
결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참고문헌
문난경, 김순태, 서지현, 2011, PBL scheme에 대한 WRF-CMAQ 민감도 분석,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7(6),
791-804.
Zheng, B., Tong, D., Li, M., Liu, F., Hong, C., Geng, G., Li, H., Li, X., Peng, L., Qi, J., Yan, L., Zhang, Y.,
Zhao, H., Zheng, Y., He, K., and Zhang, Q., 2018, Trends in China's anthropogenic emissions since 2010
as the consequence of clean air actions, Atmos. Chem. Phys., 18, 14095-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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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s of Mass Extinction Efficiency for
Polydispersed Aerosol Using Harmonic Mean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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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자대학교 보건학과

1. 서론
Among many parameters characterizing atmospheric aerosols, aerosol Mass Extinction Efficiency (MEE)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optical properties of aerosols. MEE is expressed as functions of the refractive
indices (i.e., composition) and size distributions of aerosol particles. Aerosol MEE is often considered as a size–
independent constant that depends only o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aerosol particles. Famous Malm’s
reconstruction equation and subsequent revised methods express the extinction coefficient as functions of aerosol
mass concentration and MEE. However, the used constant MEE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effect of size
distributions of polydispersed chemical compositions. Thus, a simplified expression of size–dependent MEE is
required for accurate and conventional calculations of the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 and also other optical
properties.

2. 자료 및 방법
Simple and flexible analytical expressions of mass extinction efficiencies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s of
size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aerosol particles were developed without losing accuracy. The polydispersed
size range of aerosol particles was considered with lognormal size distributions for ammonium sulfate,
ammonium nitrate, sea salt, and elemental carbon aerosols. The MEE of each aerosol chemical composition was
first determined by the separate fitting of the Mie–theory based calculations for small (MEES) and large (MEEL)
size ranges in the form of power-law relationships. The coefficients of the power-law relationships were
represented as linear express of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which allowed flexible parameterizations of
various size distributions. The MEE for the intermediate size range was determined using the MEES, MEEL, and
harmonic mean-type approximation.

3. 결과 및 고찰
To test the accuracy of the newly developed MEE approximation, the simple forcing efficiency of aerosol
was examined. The calculated MEE and simple forcing efficiency using the newly developed method showed
high correlations with those determined using the Mie-theory based calculations. The flexible and convenient
parameterizations of MEE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readily used to process in-situ observations and
adopted in large scale numerical models.

4. 참고문헌
Malm, W. C., Day, D., Kreidenweis, S., 2000, Light scattering characteristics of aerosols as as function of relative
humidity: Part I – A comparison of measured scattering and aerosol concentrations using the theoretical
models. J. Air Waste Manage., Assoc., 50, 686-700.
Pitchford, M., Malm, W. C., Schichtel, B., Kumar, N., Lowenthal, D., Hand, J., 2007, Revised algorithm for
estimating light extinction from IMPROVE particle speciation data. J. Air Waste Manage. Assoc., 57,
132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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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위 에어로졸 광학 깊이 산출
장성현 ․ 엄준식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관측소 기반의 미세먼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측 공백이 크다는 문제가 있
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관측 범위가 넓은 위성에서 산출한 연직 에어로졸 광학깊이(Aerosol Optical Depth,
AOD)를 사용하여 한반도 및 외부 유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AOD 값이 산출되지 않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약 35%에 달한다. 이에 통계/기계학습, 대기화학모델 등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여 구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성 AOD 결측 지역에 대한 AOD 자료를 생산하는 결측 보완 연
구가 수행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 생산된 결측 보완 산출물의 검증에 필요한 검증 자료를 생산하는 것
이며, 구름 아래와 구름 위 중 구름 위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구름 위 AOD 검증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NASA GSFC에서 개발한 Above-Cloud Aerosol Color Ratio
(ACACR)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복사전달모델과 에어로졸 모델이 필요 하는데, 에어로졸 모
델은 국내 AERONET (AErosol RObotic NETwork) 역산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탄소질과 분진 에어로졸을 구
분하고 각각의 평균적인 미세물리적, 광학적 성질들을 계산한다. 또한 각 모델을 복소굴절률의 허수 부분의 값
에 따라 7개의 부가모델로 세분화한다. 이를 입력자료로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하여 대기의 꼭대기(Top of
atmosphere, TOA)에 도달하는 443, 865 nm 휘도, 반사도, 반사도 비를 계산한다. 계산한 865 nm 반사도와 443,
865 nm 반사도 비를 이용하여 지표 반사도, 에어로졸 층 고도, 복소굴절률의 허수의 값에 따라 조견표를 만들
어 AOD와 구름 광학깊이(Cloud Optical Depth, COD) 쌍을 구한다.

3. 결과 및 고찰
이 연구는 약 7년치의 AERONET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모든 관측 지점의 자료가 7년의 자료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구름 위 AOD의 값을 산출하여 구름지역에 대한
관측 공백을 보완하고 구름 위 에어로졸 층에 대한 에어로졸-구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4. 참고문헌
Jethva, H., Torres, O., Ahn, C. W., 2018, A 12-year long global record of optical depth of absorbing aerosols
above clouds derived from the OMI/OMACA algorithm, Atmos. Meas. Tech., 11(10), 5837-5864.
Jethva, H., Torres, O., Remer, L., Redemann, J., Livingston, J., Dunagan, S., Shinozuka, Y., Kacenelenbogen, M.,
Rosenheimer, M. S., and Spurr, R., 2016, Validating MODIS above-cloud aerosol optical depth retrieved
from “color ratio” algorithm using direct measurements made by NASA's airborne AATS and 4STAR
sensors, Atmos. Meas. Tech., 9(10), 5053-5062.
Jethva, H., Torres, O., Remer, L. A., Bhartia, P. K., 2013, A Color Ratio Method for Simultaneous Retrieval
of Aerosol and Cloud Optical Thickness of Above-Cloud Absorbing Aerosol From Passive Sensors:
Application to MODIS Measurements, IEEE, 51(7), 3862-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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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이질계 화학을 통한 질산염 생성 연구
조현영1) ․ 이효정1) ․ 조유진2) ․ 김철희1),2)
1)

부산대 환경연구원,

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최근 한반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
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과 같은 무기이온성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질산염이 고농도 수준을 보이고 PM2.5농도의 변화 양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질산염이 초미세먼지의 주요 인자이며 더 나아가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산염 농도 예측
이 중요하다. 또한 정확한 질산염 농도 예측을 위해서는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밤 동안 질
산염 생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밤 동안의 질산염 생성 화학 과정의 주요 인자는 N2O5(오산화이질소)
이며 N2O5 heterogeneous chemistry(이질계 화학)통한 질산염 생성은 흡착 계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밤 동안 질
산염 생성 화학 과정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흡착 계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모델링을 통하여 밤 동안의 질산염 생성 모의과정에서의 흡착 계수에 대한 영향 및 불확실성을 파악하
고 질산염 생성 모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상모델은 WRF이며 질산염 농도를 모의하기 위해 대기질 수치모델인 CMAQv5.0.2를
이용하였다. CMAQ 모델의 화학메커니즘은 SAPRC99-AERO5 옵션을 선택하였으며 인위적 배출자료로 동북아
시아에 대해서는 INTEX-B자료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APSS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연적 배출자료로는
MEGAN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사례기간은 자체배출에 의한 밤 동안의 이질계 화학 과정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외부유입이 없는 대기정체사례로 선정하였고 2016년 3월 16일부터 18일이다. CMAQ 모델 흡착 계
수는 기온, 상대습도, 무기이온성분들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며 기본값을 사용한 실험(N2O5_ON)과 값을 0으
로 두어 N2O5 heterogeneous chemistry(N2O5 이질계 화학)과정을 통한 질산염 생성을 무시한 실험(N2O5_OFF)그
리고 증가를 통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우선 WRF-CMAQ 모델링을 통한 질산염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과소모의하는 사례에서 낮과 밤의 질산염 생
성기작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밤 동안의 고농도 수준을 유지하던 NO3와 N2O5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산
염 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질산염 생성과정에서 N2O5가 중요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소모의 사례에서 밤 동안에 관측과의 농도 값에 큰 차이를 보여 흡착 계수 민감도 실험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N2O5_ON과 N2O5_OFF 실험 차이를 통해서 N2O5농도에 의한 질산염 생성과정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질산염 농도가 직접적으로 PM2.5농도에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흡착
계수의 증가를 통하여 관측과 유사한 수준의 농도를 보여 N2O5 heterogeneous chemistry과정이 질산염 생성에
기여하며 개선의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흡착 계수의 조절에 따른 질산염 농도 및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흡착 계수를 사용한 N2O5 heterogeneous chemistry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보
여주었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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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모델을 이용한 구미보 주변 안개 및 시정 예측
김은지 ․ 이강열1) ․ 박창현2) ․ 이순환3)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3)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안개는 지표근처에서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조각으로 인해 시정이 제한되는 현상이다. 세계기상기구는 물과
관련된 기상현상 중 시정이 1 km 이하인 현상을 안개라 정의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안개는 대기 중 0.05~0.20
g/kg의 액체 함수량이 포함되며, 기온이 낮아지거나 수증기가 공급되어 포화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데, 하천에
댐, 보 등을 건설함으로 인한 국지기상환경 변화가 주변지형 및 지표 특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강 주변의 안
개 발생일에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구미보 주변의
최대발생 빈도를 차지하는 계절과 시간대를 대상으로 시정을 계산하여 안개예측 정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구미보에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와 시정계를 설치하여 얻은 기상 및 수온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구미보에서의 안개 발생 빈도와 유형을 분석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일을 선정하여 NCEP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GDAS (Global
Data Assimilation System) data와 중규모 기상 수치모델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v.3.9.1을
이용하여 기상모의를 수행하여 얻은 기상 변수들을 시정 계산에 이용하였다. 시정 계산은 기존의 안개 연구에
서 이용한 식들을 적용하여 구미보에서 발생하는 안개 사례에 적용하여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시정산출을 위한
식은 소광계수를 이용하는 Steolinga and Warner method (SW99), 상대습도를 이용하는 Rapid Update Cycle
(RUC) method, 온도, 이슬점 온도, 상대습도를 이용하는 Forecast Systems Laboratory(FSL) method, SW99와
FSL을 결합한 Combined visibility method (CVIS), Liquid water content (LWC)와 Droplet number concentration
(Nd)을 이용한 Gultepe(2006)이다.

3. 결과 및 고찰
복사안개와 혼합안개 사례를 나누어 수치모의한 결과 구미보에서의 가을철 안개는 수변으로 유입되는 냉기
류가 현열에 의해 가열되어 대류를 유발하고 낙동강으로부터 수증기가 공급되어 기층의 불안정을 유발하였다.
시정 계산 결과 SW99의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DTM과 RUC는 비슷한 경향으로 값이 나타났으나 계산
시간이 경과 할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 CVIS의 경우 대부분 FSL의 값이 나왔으며, LWC와 Nd 값을 이
용한 Gultepe의 경험식을 이용했을 때, 관측시정값과 최근사값이 나타났다. 향후 LWC와 난류의 영향을 더 고
려해서 시정을 구한다면 더욱 정확한 시정을 산출하여 예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Bang, C. H., Lee, J. W., Hong, S. Y., 2008, Predictability experiments of fog and visibility in local airports over
Korea using the WRF model, J. Kor. Soc. Atmo. Env., 24, 92-101.
Gultepe, I., Muller. M. D., Boybeyi. Z., 2006, A new visibility parameterization for warm-fog applications in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s, J. Appl. Meteor. Climatol., 45, 1469-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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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동 지역의 PM10 분포에 대한 종관 기압장의 영향
채다은 ․ 이순환1) ․ 김지선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서론
입자성 오염물질 중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 이하인 PM10은 시정을 감소시키며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
악화 및 폐기능 저하 등 환경과 인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수송과 대기정체로
인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기질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전국 연평균 PM10 농도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51.2 ㎍m-3, 51.9 ㎍m-3, 51.0 ㎍m-3으로, WHO 권
고치인 20 ㎍m-3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 패턴과 종관 기압 분포가 한반도 남동 지역 PM10 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5년간(2014~2018) 바람 패턴을 분류하고 패턴별 기상장 특징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최근 5년간의 바람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1°×1°의 해상도를 가지는 NCEP FNL (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재분석 자료에서 얻은 900 hPa (u,v) 바람 성분을 이용하여 전체 사례일(1795일)과 일평균 PM10 농도
가 50 ㎍m-3 초과하는 고농도 PM10 사례일(514일)에 대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체 사례
일에 대한 바람 패턴이 고농도 PM10 사례에서 어떻게 분리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두 사례일의 군집을 비교하
였으며 군집 분석 결과 분류된 바람 패턴별 기상장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500 hPa 지오포텐셜 고도, 풍속 등
의 기상 요소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한반도 남동 지역에서의 PM10 농도에 영향을 주는 바람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바람
패턴별 기상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바람 패턴과 기상장은 기압 패턴의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전체 사례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집 분석에서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된 바람 패턴은 고농도 PM10 사례일에서
5개의 바람 패턴으로 분리되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반도 남동 지역에서의 고농도 PM10 사례일은 장거
리 수송과 국내 배출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사례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집 분석에서 고농
도 사례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군집은 고농도 PM10 사례에 대해서만 군집 분석을 하였을 때 두 개의 군집으
로 분류되었다. 두 개의 분리된 군집에서 지상 기압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압 차이는 한반도 남
동 지역에서의 PM10 농도 분포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Jeon, B. I., 2012,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Wintertime High PM10 concentration Episodes in Busan.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21(7), 815-824.
Souri, A. H., Choi, Y. S., Li, X., Kotsakis, A., Jiang, X., 2016, A 15-year climatology of wind pattern impacts
on surface ozone in Houston, Texas. Atmospheric Research, 174-175,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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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met을 이용한 도시 표면 성질 변화에 따른 도시 열
환경 개선 영향성 분석
김지선 ․ 이순환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서론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 지역의 식생과 녹지 비율이 감소하고, 지표면 불투수성 포장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
시 지역은 홍수나 도시 열섬과 같은 환경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면 반사도를 높이거나 녹
지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주로 연구되어왔다. 이에 더불어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불투수성의 기존 아스
팔트와 달리 보수성을 갖고 있어 다른 포장재에 비해 지표면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여름철 도시 기온에 대한 옥상녹화와 투수성 아스팔트의 기온 감소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ENVI-met 모델을 이용해 건물 높이가 낮고 대부분이 불투수성 표면인 도시 지역으로 연구 영역을 구성하였
다. 맑은 여름날을 선정하여 부산의 기상관측자료 중 기온, 상대습도, 풍속을 모델의 관측자료로 입력되도록 하
고, 투수성 표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일 새벽에 약간의 강수가 있도록 하였다. 건물 옥상과 아스팔트
표면의 일부를 변경한 사례와 전부를 변경한 사례를 기본 조건 모의와 비교하여 도시 표면 성질 변화에 따른
보행자 높이에서의 기온과 열쾌적성 지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본 조건의 기온 모의 결과, 입력자료인 관측값과 마찬가지로 13시에 최고 온도가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
로 각 사례별로 13시의 온도 변동을 확인하였다. 모든 사례에서 풍하측으로 기본 조건보다 기온이 낮아지는 영
역이 나타났으며 기온 변화 정도와 감소 영역은 기온 감소 요인으로 적용한 옥상녹화와 투수성 아스팔트의 적
용 면적이 넓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온도 변동을 시계열로 나타냈을 때 기온이 높아지는 10시 이후로 온
도 감소가 커지고 13시 이후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함께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상녹화의 경우
대상 지역의 건물 높이가 3, 4층 정도로 비교적 낮아 건물 뒤편으로 발생하는 난류에 의해 지상 1.4 m까지 온
도 감소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평균 높이인 11 m 기온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적용한 건물의
연직 격자와 그 풍하측으로 기온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 영역 내의 건물 옥상과 아스
팔트 영역에 대해 옥상녹화와 투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했을 때의 기온 변화를 분석하여 옥상녹화와 투수성 아스
팔트가 도시 기온 감소에 영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열쾌적성 지수의 경우 기온 외에 풍속, 상대습
도와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기온 변동 영역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마찬가지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이상염, 김인태, 문성호, 권수안, 2012, 서울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기능적 평가 연구, 한국도로학회논문집,
14(3), 33-39.
Heat Islands in a Tropical Megacity: A Case Study in Kaohsiung City, Taiwan, sustainability, 12, 3952.
Huang, J. M., Chen, L. C., 2020, A Numerical Study on Mitigation Strategies of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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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DX 분석법을 이용한 침착먼지의 분석 사례
하은지 ․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은 크기, 형상, 화학적 조성 및 그 혼합 상태가 복잡한 다분산계를 구성하며, 다양한
배출원 특성과 대기 중 물리화학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필터 전체에 포집된 입자상 오염물질의 전량분석
(bulk analysis)의 경우 각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배출되는 하나하나의 입자상 물질의 정보가 평균화되고 정확한
오염배출원의 물리화학적 확인자를 구별할 수 없어 입자상 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기여도를 분리 및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은 개별입자의 크기 및 형태와 같은 물리적 정보를 얻
을 수 있고 이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형X선분석장치(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X)는 개별
입자의 화학적 조성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SEM/EDX분석법은 개별입자 분석시 짧은 시간내에 물리화학
적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경제적인 분석법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하동군 일원에서 채취된 침착먼지에 대해 개별입자의 형상, 입경 및 화학조성 등을 동시에 분
석하기 위하여, SEM/EDX을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15 kV 그리고 Working Distance (WD)는 15
mm 전후로 조절하면서, C, O, Na, Mg, Al, Si, P, S, Cl, K, Ca, Ti, V, Cr, Mn, Cu, Fe, Ni, Zn 등 총 19개
원소성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침착먼지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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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냉 ․ 온수기 Low-NOx burner 사용을 통한 NOx 변화
추이 연구
장철현 ․ 이동현
국립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지정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상 용량은 시간당 열
량이 1,238,000 Kcal/h 이상이며 연료(LNG) 연소 시 배기가스 방출로인 연도를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질소산화
물(NOx)로 부터 대기오염물질 확산을 개선 하고자 하는 정부의 환경정책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에선 저녹스 버너(Low-NOx burner) 지원 사업을 2006년부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저녹스 버너의 보급과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용량을 갖은 흡수식 냉온수기에 설
치되는 일반형 버너와 다단연소식 저녹스 버너를 각각 동일한 연소 환경 조건으로 구성하여 LNG연료를 연소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입형 연료가스 분석기와 열전대 센서가 내장된 건타입 모듈형 연소가스 프로브
를 이용해 NOx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했다.

2. 자료 및 방법
LNG의 주성분인 메탄의 이론적 가연한계(0.6<과잉공기비<2.17)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조건을 선정
하였다. 흡수식 냉온수기 320USRT 3대에 LNG를 공급하여 일반형 버너로 연소 후 배출되는 NOx 값을 흡입형
연료가스 분석기와 연소가스 프로브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다단연소식 저녹스 버너를 이용해 가스압
력, 산소량, 예열시간, 가동시간을 일반형 버너의 연소 조건과 동일 환경조건으로 구성하여 일반형 버너 대비
NOx 절감효과를 데이터를 비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20USRT의 용량을 갖은 흡수식 냉온수기에 기존의 일반형 버너와 저녹스 버너를 동일 환경 조건에서 LNG
연료를 연소 했을 때 발생하는 NOx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동일 규격을 갖은 일반형 버너와 다다연소식 저녹
스 버너를 동일한 환경 조성으로 실험 했을 때 NOx의 생성이 84.6% 억제됨을 확인했다. 아울러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면 대기로 배출되는 NOx를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김재혁, 김장원, 김형석, 이광호, 유경선, 2014,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이창엽, 장병화, 유미연, 맹새롬, 소성현, 2017, 분할화염형 저공해 연소기의 NOx 및 CO 배출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환경부, 2017,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 2020, 청정연료 보일러 및 흡수식 냉 ․ 온수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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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과 체감온도로 평가한 2018년 폭염시기 서울의
고온 열 환경 수준 비교연구
추승현 ․ 안은지 ․ 김해동1)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1)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 서론
2018년 여름은 한반도에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지난 110여 년 동안에 가장 더웠던 폭염의 해로 기록되었다.
여름철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 모두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높았으며,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등 폭염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상청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폭염 일수는 31.4일로 기상 관측 이후 최다였던 1994년 기록(29.7일)
을 넘어섰다. 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도 17.7일로 나타나서 1994년 기록(17.4일)보다도 길었다.
야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체감 더위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조 조건도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2018년 폭염 연속 지속기간(7월 18일~8월 8일)을 대상으로 기온과 섭씨온도 단위로
산출한 불쾌지수와 WBGT를 이용하여 고온 열 환경수준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2. 자료와 연구방법
기상관측망이 정비된 1973년 이래 가장 고온의 해였던 2018년에 서울에서 폭염특보일이 연속으로 이어진 기
간(7월 18일~8월 8일)을 대상으로 시간 평균의 기온, 섭씨온도 단위의 불쾌지수와 WBGT를 계산하였다. 이들
계산 값들로 나타난 고온 열 환경수준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8년 연속 폭염특보 발령기간 동안에 시간 평균한 서울의 고온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기온의 시
간변화는 14~17시 동안 폭염경보 수준(35℃ 이상), 11~19시 동안에 폭염 주의보 수준(33℃ 이상)을 보였다.
WBG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동 중지 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고온 환경인 31 이상이 13시에 시작되
어 16시까지 이어졌으며, 야외 운동(노동)에 엄중경고 수준인 28 이상은 09시에 시작되어 19시까지 이어졌다.
이 값으로부터 2018년 폭염 지속기간에 서울에선 야외노동이 중지되어야 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섭씨온도로 환산한 불쾌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29 이상이 14~18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 단계(80% 이상이
불쾌감 감지)인 27 이상은 09~23시까지 이어졌다.

4. 결론
서울에서 2018년에 폭염이 연속해서 발생했던 시기에 WBGT를 통해서 야외 노동조건을 평가해 보면 주간에
는 야외 운동(노동)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열 환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불쾌지수로 평
가하였을 시에 01~08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가 실내 냉방이 없이는 실내작업이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야외 활동에 따른 고온 인명피해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열지수로는 WBGT가, 여름철 실내 작업
장은 체감온도(불쾌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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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과 체감온도로 평가한 2018년 폭염시기 포항의 고온 열
환경 수준 비교연구
추승현 ․ 안은지 ․ 김해동1)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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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 서론
2018년 여름은 1942년, 1994년과 함께 우리나라에 기상관측이 이뤄진 이래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여름철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 모두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높았으며,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등 폭염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남부지방만이 아니라 중부 영서 지방에도 40℃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고온이 전국을 강타하였다. 기상청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폭염 일수는 31.4일로 기상 관측 이후 최다였던 1994년 기록(29.7일)을 넘어섰다. 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도 17.7일로 나타나서 1994년 기록(17.4일)보다도 길었다. 이 연구에서는
폭염시기 야간 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포항의 2018년 폭염 연속 지속기간(7월 18일~8월 8일)
을 대상으로 기온과 섭씨온도 단위로 산출한 불쾌지수와 WBGT를 이용하여 고온 열 환경수준의 특성을 조사
하였다.

2. 자료와 연구방법
기상관측망이 정비된 1973년 이래 가장 고온의 해였던 2018년에 서울에서 폭염특보일이 연속으로 이어진 기
간(7월 18일~8월 8일)을 대상으로 시간 평균의 기온, 섭씨온도 단위의 불쾌지수와 WBGT를 계산하였다. 이들
계산 값들로 나타난 고온 열 환경수준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8년 연속 폭염특보 발령기간 동안에 시간 평균한 포항의 고온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기온의 시
간변화는 11~18시 동안 폭염주의보(33℃ 이상), 14~17시 동안에 폭염경보 수준(35℃ 이상)을 보였다. WBG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동 중지 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고온 환경인 31 이상이 10시에 시작되어 17시까
지 이어졌으며, 야외 운동(노동)에 엄중경고 수준인 28 이상은 08시에 시작되어 20시까지 이어졌다. 이 값으로
부터 2018년 폭염 지속기간에 포항에선 온종일 야외노동이 중지되어야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섭씨온도로 환산한 불쾌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29 이상이 11~19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 단계(80% 이상이
불쾌감 감지)인 27 이상은 01~07시 동안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나타났다.

4. 결론
포항에서 2018년에 폭염이 연속해서 발생했던 시기에 WBGT를 통해서 야외 노동조건을 평가해 보면 주간에
는 10~17시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야외 운동(노동)이 허용될 수 없는 수준(WBGT 31 이상)에 해당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야외 활동을 멈추도록 엄중 경고가 내려지는 WBGT 28 이상은 08~20시 동안 이어져서 거
의 온종일 야외 운동과 노동이 극히 제한되어져야 할 수준이었다. 습도가 높은 포항의 열 환경은 불쾌지수로
평가하였을 시에 더욱 엄중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고온 불쾌감을 느끼는 29 이상이 11~19시 동안 이어졌으며,
80% 이상이 고온 불쾌감을 감지하는 27 이상은 01~07시 동안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의 경우에 포항에서는 01~07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가 실내 냉방이 없이는 실내작업이 어려운 수준이
었다. 야외 활동(운동, 노동)은 사실상 낮 동안에는 불가능한 수준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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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염시기 서울(내륙)과 포항(해안도시) 열 환경 특성
추승현 ․ 안은지 ․ 김해동1)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1)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 서론
2018년 여름기온은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이래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폭염의 해였다. 여름
철 일 최고기온과 일 최저기온 모두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높았으며,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등 폭염을 나타
내는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남부지방만이 아니라 중부 영서 지방에도 40℃를 넘어서는 기
록적인 고온이 전국을 강타하였다. 기상청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
어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폭염 일수는 31.4일로 기상 관측 이후 최다였던 1994년 기록(29.7일)을 넘어섰다. 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도 17.7일로 나타나서 1994년 기록(17.4일)을 넘어섰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 폭염 연속 지속기간(7월 18일~8월 8일)을 대상으로 내륙 대도시인 서울과 해안 도시로 야간 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포항의 열 환경을 기온과 섭씨온도 단위로 산출한 불쾌지수를 이용하여 고온
열 환경을 비교 조사하였다.

2. 자료와 연구방법
기상관측 망이 정비된 1973년 이래 가장 고온의 해였던 2018년에 폭염특보일이 연속으로 이어진 기간(7월
18일~8월 8일)을 대상으로 서울과 포항을 대상으로 시간 평균의 기온, 섭씨온도 단위의 불쾌지수를 계산하였
다. 이들 계산 값들로 나타난 고온 열 환경수준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8년 연속 폭염특보 발령기간 동안에 포항의 기온 시간변화는 11~18시 동안 폭염주의보(33℃ 이상),
14~17시 동안에 폭염경보 수준(35℃ 이상)을 보였다. 섭씨온도로 환산한 불쾌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29 이상
이 11~19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 단계(80% 이상이 불쾌감 감지)인 27이상은 01~07시 동안을 제외한 모든 시간
에 나타났다. 하루 중에 28℃ 이하는 05~07뿐이었다. 반면에 서울의 기온은 11~19시 동안 폭염주의보(33℃이
상), 14~17시 동안에 폭염경보 수준(35℃ 이상)을 보였다. 섭씨온도로 환산한 불쾌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29
이상이 11~19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 단계(80% 이상이 불쾌감 감지)인 27이상은 01~07시 동안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나타났다. 하루 중에 28℃ 이하는 01~08시 동안에 나타났다.

4. 결론
연속 폭염 지속기간 동안에 시간 평균한 기온의 시간변화를 살펴보면 낮 시간 동안의 기온은 서울이 포항보
다 훨씬 높았다. 반면에 야간 시간대 기온은 포항이 서울보다 더 높았다. 아울러 습도를 고려한 불쾌지수는 낮
과 밤 모두 높은 수준의 고온 불쾌감을 유발하는 수준이 지속되는 시간대가 포항이 서울보다 훨씬 길었다. 뿐
만 아니라 낮 시간 동안에 불쾌지수 값도 서울보다 포항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루 중에 처음으로 30℃를 넘어
서는 시간대는 서울이 09시로 포항보다 1시간 정도 늦었지만 야간에 30℃ 이하로 내려가는 시간은 서울이 22
시로 포항의 23시보다 1시간 정도 짧았다. 이것은 서울의 높은 건축밀도와 포항의 해수로 인한 열용량의 차이
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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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저감과 효율적인 사전방재 활동을 위한 한국형
태풍사전방재모델 고도화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1. 서론
2019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한반도 기상관측 이래(1904년) 가장 많은 7개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최
근으로 올수록 태풍의 영향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풍의 강도 또한, 증가하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영향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
가하고 있는 태풍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한국형 태풍사전방재모델을 개발하여, 활용(Na and Jung, 2019)하
고 있다. 태풍사전방재모델에서 산정되는 태풍의 3초 GUST, 피해액은 태풍 피해 저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형 태풍사전방재모
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풍사전방재모델을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태풍사전방재모델의 입력자료를 산정하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를 공간적 저해상도(12 km)자료에서 고해상도
(3km)자료로 교체하였으며, 기상입력자료(GDAPS (Glob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n System), GFS (Global Forecast System)), 토양자료, 고해상도해수면온도
(OSTIA, 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자료동화(FDDA, Four Dimension Data
Assimilation) obs nudging)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보다 최선의 입력자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피해액 산정
에 사용되는 시군구자료를 고해상도격자에 맞추었으며, 통계청 총조사주택수(2018)자료를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해상도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상세한 3초 GUST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시군구별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군구별 대표 3초 GUST 자료를 고해상도 자료에서 선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태풍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또한, WRF의 민감도 분석결과, 기상입력자료로는 GFS보다는 RDAPS, GDAPS를 활용한 결과가 관측
값과 유사한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토양자료는 기상자료와 토양자료를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단일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고해상도해수면온도와 자료동화 2가지 모두 적용한 모델 결과
를 태풍사전방재모델에 적용한 결과가 관측값과 더 유사한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태풍사전방
재모델에서 보다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 3초 GUST와 피해액을 산정함으로써, 태풍에 의한 피해를 효율적으
로 저감하고, 태풍에 대한 사전방재활동에 있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Na, H. N., Jung, W. S., 2019, Assessment of the Suitability of the Typhoon Disaster Prevention Model according
to the Typhoon Maximum Wind Speed Radius and Surface Roughness Lengt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5(2), 17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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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경험공식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영향 태풍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 도출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1. 서론
태풍의 ‘최대풍속반경’은 실제 태풍 내습시기 최대풍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태풍의 중심으로
부터 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풍에 대한 방재적인 측면에서 태풍의 최대풍속반경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
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태풍의 최대풍속반경은 주로 경험공식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최대풍속반경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주로 중심기압만을 이용한 공식을 활용하는 실정이다. 국외 선행연구는 태풍의
속도, 중심기압, 위도 등을 활용한 정확한 최대풍속반경을 산정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형 태풍의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 개발을 위해 선행된 경험공식을 한반도 영향 태풍에 적용하고, 여러 기관에서 제
공되는 태풍의 강풍반경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MA (Korea Meteorological Agency), 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JMA RSMC (Japan Meteorological Agency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의 강풍반경 자료를 활
용하였다.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수치모델을 활용하여 도출된 바람장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 풍속에
대한 반경을 추정하고, 강풍반경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대풍속반경에 대한 국외 경험공식으로는 Graham
and Nunn(1959), Holland(1980), Powell et al.(1996), Hiroshi and Wenjie(2016)을 적용하였으며, 국내 경험공식 Kang
et al.(2002), KORDI(2005)을 적용하여 태풍의 최대풍속반경을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외 선행된 태풍의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별로 도출된 결과에 있어 차별적 양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제시한 경험공식도 함께 적용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향후 한반도 맞춤형 최대풍속반
경 산정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추후 개발될 한반도 맞춤형 최대풍속반경 경험공식을 적용한
다면, 사전방재측면에서의 태풍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Graham, H. E., Nunn, D. E., 1959, Meteorological considerations pertinent to standard project hurricanes, Atlantc and
Gulf Coasts of Unithed States, National Hurricane Research Project Report No.33, U.S, Department of commerce,
Weather Bureau, Washington, D.C.
Hiroshi, T., Wenjie, W., 2016, Maximum wind radius estimated by the 50kt radius : improvement of storm surge
forecating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Nat. Hazards Earth Syst. Sci., 16, 705-717.
Holland, G. J., 1980, An Analytic Model of the Wind and Pressure Profiles in Hurricanes, Monthly Weather Review,
108, 1212-1218.
Kang, S. W., Jun, K. C., Bang, G. H., Park, K. S., 2002,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pressure and maximum
sustained wind for tropical cyclones in Northeast Asian Sea, Journal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38(5),
523-530.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ORDI), 2005, The report of estimation for deep-sea design wave in
Korean coastal seas II.
Powell, M. D., Houston, S. H., Reinhold, T. A., 1996, Hurricane Andrewʼs landfall in South Florida, Part I: standardizing
measurements for documentation of surface wind fields,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Weather and
Forecastin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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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영향기간 누적강수량과 풍속 분석을 통한 한국형
태풍유형지수 개발
김건우1),2) ․ 나하나1) ․ 정우식1)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2)

윈랩 주식회사

1. 서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행정안전부, 2018). 이에 따라 한반도 영향태풍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
의 통계적 특성변화 분석(Park et al, 2006), 사전방재 측면에서 태풍사전방재모델 개발(Na and Jung, 2019)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사전방재 측면에서 태풍피해 분석을 위해 태풍들의 비와 바람 유형 정
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선행연구인 태풍의 비와 바람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Lin et al., 2020)에서 사용된 태풍유형지수를 한
반도에 적용하여 한국형 태풍유형지수(Korean Typhoon Type Index, KTTI)를 개발하였다. 태풍유형지수는 태
풍영향기간동안 관측지점을 지나는 태풍의 강수량과 풍속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한 지수이다. 지수가 ‘양(+)’이
나올 경우 바람의 특성이 강한 태풍으로, ‘음(-)’일 경우 비의 특성이 강한 태풍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동안 전 관측지점의 태풍유형지수를 산출하여 태풍으로 인한 관측지점별 비와 바람의 영향정도
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전 관측지점의 태풍영향지수를 평균하여 태풍 전체의 태풍영향지수를 산
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상청의 관측이 시작된 이후 전 기간(1904~2019)의 종관기상관측(ASOS)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모든 태풍에 대한 한국형 태풍유형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태풍이 한반도에 미친 비
와 바람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었으며 또한, 관측지점별로 비와 바람의 영향 정도 역시 수치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태풍 피해 유형 분석에 활용한다면 사전방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
각된다.

4. 참고문헌
Lin, Y., Wang, W., Lai, C., Lin, Y., 2020, Typhoon Type Index: A New Index for Understanding the Rain or
Wind Characteristics of Typhoons and Its Application to Agricultural Losses and Crop Vulnerability. J. Appl.
Meteor. Climatol., 59, 973-989.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STATISTICAL YEARBOOK OF NATURAL DISASTER,
11-1741000-000002-11, Sejong, Korea.
Na, H. N., Jung, W. S., 2019, Assessment of the Suitability of the Typhoon Disaster PreventionModel according
to the Typhoon Maximum Wind Speed Radiusand Surface Roughness Lengt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5(2), 172-183.
Park, J. K., Kim, B. S., Jung, W. S., Kim, E. B., Lee, D. G., 2006, Change in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yphoon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Atmosphere, 16(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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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경남 도민 반응 특성
김은별 ․ 호승모1) ․ 박종길1)
환경연구소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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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고농도 시기(12~3월) 차량 운행제한 방향 제시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식과 수용의사 및 지원
책을 만 19세 이상, 인구비례로 18개 시·군에 할당하여 경남 주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농도 시기에 평
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를 통해 농도를 낮추는 경남형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남형 미세먼
지 대책 도입을 위한 현황 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산업,
발전, 수송 등 분야별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 및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여러 선행연구(박진호와 이창관, 2019; 김동연 외, 2019) 및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관리제를 검토하여
29개 문항을 만들었으며,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581명을 대상으로 4개 권역(서부권 시 ․ 군 지역, 동부권 시 ․
군 지역)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질문으로 구성하였으
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도민들이 계절관리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 계
획 또는 추진되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들은 무엇인지, 계절관리제를 시
행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차량운행 제한관련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시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차량보유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8.6%, 그중 직접 운전하는 비율은 76.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직접 운전하며 지역별로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72.7%가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응답하였
다. 따라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미
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있어 여러 대책 중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응답자 455명
중 2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차량 2부제로 25.49%, 노천소각 금지 및 단속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연구원에서 조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참여의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약 73%가 차량 2부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차량 2부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응
답하였다.
따라서 경남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할 경우 무엇보다 도민에 대한 많은 홍보가 절실하
며, 관련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차량 2부제, 노천소각 금지 및 단속 등의 계
절관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김동연, 최민애, 윤보미, 2019,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방안, 경기연구원, GRI 정책브리프 2019-09,
31.
박진호, 이창관, 2019,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방안 연구 –차량 5등급제를 중심으로-,
경남연구원, 현안연구 2019-08, 41.
최유진, 최기철, 이승민, 이혜진, 2019,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연
2019-PR-1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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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지역에서의 지표면 수분이동량 관측
김용국 ․ 이부용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증발산량을 관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적인 물 관리와 수문기상학적 현상 파악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수자원관리 대책 수립이다. 하지만 현재 관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론적 식을 통한 추정만 이루어지고 있
어 직접적인 관측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지에서의 토양수분을 보면 보통 15~20%를 유지한다. 무 강우 기간이 길어져도 10%의 토양수분을 유지하
고 있다. 현재 산림에서의 토양수분 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림지역에 소형의 라이
시미터를 설치하고 토양수분의 이동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덕유산지점의 플럭스타워 관측소 내 소형의 라이시미터를 설치하여 토양의 무게를 관측하였으며,
무게의 변화에 따른 토양수분 변화를 분석하였다. 강우 발생시 강우에 의한 증가분만 관측됨에 따라 무강우 기
간의 자료만 추출하여 삼림지역의 지표 토양에서 수분의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플럭스타워 관측자료를 통해 무강우 기간(2020년 8월 16일~19일)을 설정하였다. 산지의 특성에 따라 일조량
이 적어 토양의 증발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의 고도가 높은 12시로부터 증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
게 발생되며, 19시 이후로 점차 감소하여 21시부터는 오히려 결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계곡
풍의 특성에 따라 19시까지는 곡풍이 발생되고 이후 산풍으로 바뀌면서 찬바람이 불어 대기의 상대습도(수중
기)가 높아지고 지면과의 온도차에 의해 증발이 억제되고 결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산림에서의 토양증발은 직접적인 복사에너지가 없는 경우 미비하게 발생되며, 대기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면의 온도가 낮을 경우 결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측자료는 계절별 지표면의 수분이동과 서리관측
에 좋은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Lee, B. Y., Yang, S. K., Kwon, K. H., Kim, J. B., 2012, The effect of evapotranspiration by altitude and
observation of lysimeter. Korean J. Environ. Sci., 21(6), 749-755.
Seo, Y. J., Nam, H. H., Jang, W. C., Kim, J. S., Lee, B. Y., 2019, Lysimeteric Evaluation for Transpiration and
Carbon Accumulation of Kimchi Cabbage, Korean J. Soil Sci. Fert., 52(3), 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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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염색가공업 배출악취 처리효율 향상방안
문혜식 ․ 김학윤1) ․ 배헌균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섬유염색가공업은 원단을 가공하는 업종으로 염색 및 가공 중에 사용되는 약품 또는 원단에 있던 물질들이
약품에 의해 휘발되면서 악취성분이 발생한다. 특히 다림질시설(tenter)에서 배출되는 고온, 고습의 폐열가스는
고농도 악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악취민원의 주요원인이 된다.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상당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방지시설의 관리상태
가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2. 자료 및 방법
방지시설의 관리상태와 처리효율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관리상태가 양효하
지 않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 전후의 복합악취 처리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2019
년 12월(약 1개월)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4업체를 대상으로 ‘흡수에 의한 시설’의 관리상태를 파악한 후 세정수
조 청소, 노즐과 폴링 교체 등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 또한, 개선 전 ․ 후 방지시설 전단과 후단의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처리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상업체별 방지시설 관리상태를 파악한 결과, 대상업체 모두 ‘흡수에 의한 시설’의 세정수가 탁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노즐의 막힘현상으로 살수(撒水)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었으며, 폴링은 노후되어 일정 부분
부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상태에 따른 처리효율의 비교분석을 위해 세정수조에 누적된 하부
슬러지를 제거하고, 노후된 노즐, 폴링을 교체하는 등 개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개보수 전과 후에 대한 복합
악취를 측정하였다. 복합악취는 처리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전단과 후단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개보수 전 대상업체 4곳의 복합악취 평균 처리효율은 49%였으며, 개보수 후에는 평균 74%의 처리효율을
보여 약 25%의 악취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섬유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물질
을 저감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치되
어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Chung, G. H., Im, M. S., Kim, Y. S., Kim, D. H., 2017, Development of a Scrubber Wastewater Cleaning System
to Improve Odor Removal Efficiency, J. Clean Tech. 23(1), 34-41.
Hwang, Y. S., Park, H. J., Chung, G. H., Kim, D. H., Na, B. K., 2011, Full-scale EFC Study on Oil Recovery
and Reuse from Discharge Gas of Tenter Facility in Textile Industry, J. Clean Tech. 17(3), 259-265.
Paeng, J. I., Cho, S. J., Kim, H. M., 2008, Odor Characteristics of Dyeing and Finishing Textile Factories, J.
Environ. Admin., 14(2), 45-54.
Son, K., Lee, J. Y., Park, K. H., 2015, The Effect of Spray Flow Rate, Aspect Ratio, and Filling Rate of Wet
Scrubber on Smoke Reduction, J. Marine Eng., 39(3), 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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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김현수 ․ 배헌균1) ․ 김학윤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대구시 도심산단의 소규모 사업장수는 전체 사업장의 92%로, 중소사업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환경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기술 ․ 정보 ․ 재정 등이 열악한 4·5종 영세사업장으로 대구시의 주력산업인 금속,
섬유제조를 비롯하여 화학제품제조,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등의 14개 업체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저감 효율 평가 참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하였고, 업종, 배출시설의
현황 및 특징, 방지시설의 설치기간, 유지관리현황, 발생 오염물질 종류 및 농도,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을 파악
하였다.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 이상 되는 업체로 노후화 정도, 오염물질 처리효율 등이 저하되는 사업장을
고려하여 저감 효율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지시설 선정 및 설계 검토 등으로 업종별 ․ 공정별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으
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먼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교체전 배출농도와 교체후의 배출농도를 비교 ․ 분석하여 저감효율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평균 60%의 저감효율, 연간 3.4톤의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최적방지시설
의 도입 및 설치, 개선 업체 확대 추진 등으로 대구광역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4. 참고문헌
Cho, S. U., Yu, B. G., LEE, B. G., 1998, Reduction of Air Emissions through an Effective Combination of Air
Pollution Control Device in the Chemical Plants.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288-290.
Jung, J. S., Kim, D. C., Lee, H. C., Yeon, S. W., Yeon, I. J., 2016, A Study on the odor compounds emitted
using odor contribution analysis - Focus on the Ochang scientific industrial complex are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5(9), 1329-1339.
Lee, C. H., Jeon, H. S., Kwon, B. Y., Kim, E. D., Jang, Y. J., Lee, M. S. et al., 2017, Emission characteristics
of odor compounds from a dye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 an industrial complex area in Daegu city.
J Environ Health Sci., 43(4), 314-323.
Lee, C. H., Jeon, H. S., Shin, M. C., Kim, E. D., Jang, Y. J., Kwon, B. Y. et al., 2016, Emission characteristics
of odor compounds from fundamental environmental facilities in an industrial complex area in Daegu city.
J Environ Health Sci., 42(4), 24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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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배출량에 의한 여름철 O3 농도 변화 특성
김동진 ․ 전원배1) ․ 박재형 ․ 문정혁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오존(O3)의 주요 전구물질로서
화학 반응을 통해 O3 생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역 고농도 O3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국가에서
는 대기질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농도 계절에 집
중 감축조치를 취하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 일정을 앞당기고, 석탄발전소 설비 및 시설 개선 등의 조
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O3의 생성은 NOx와 VOCs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구물질들의 화학 반응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 배출물질의 저감이 주변지역 O3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화력발전소 감축 조치로 인한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O3의 생성
및 소멸 기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력 발전
소의 배출량 제거 시 나타나는 O3의 농도 변화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화력발전소 배출물질이 주변지역 O3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상모델인 WRF (v3.8.1)와 대기질 모델인 CMAQ (v5.0.2)을 이용하여 하동 화력 발전소를 포함하는 광양만
권역에 대한 O3 및 전구물질의 농도를 수치 모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인 광양만 권역은 광양
제철소, 여수 국가 산업단지, 하동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어 고농도 O3이 빈번하
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모델링 영역은 D1(150×135 km, 해상도 27 km)의 동아시아 영역과 D2(130×130 km, 해
상도 1 km)의 광양만 권역으로 설정하였고, 2016년 여름(6월~8월) 3개월에 대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배출
량 자료는 CAPSS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화력발전소 배출물질의 영향만을 분석하기 위해 하동 화력발전
소 배출량을 제거한 경우와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수치 모의하여 O3, 그리고 주요 전구물질인 NOx, VOCs
의 농도 변화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하동 화력발전소 배출량 제거에 따른 O3, NOx, VOCs 등의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NO, VOCs 농
도는 각각 최대 약 24.5 ppb, 3.2 ppb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농도 변화는 배출량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와 비교 하였을 때 각각 약 82.3%, 13.7% 감소한 수치였다. 다른 물질의 농도 변화와는 달리 O3 농도는
최대 약 8.4 ppb (약 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O3 농도 변화가 단순히 NOx, VOCs 등
의 배출량 저감에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O3 농도와 NO 농도의 수평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NO
농도의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O3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발전소 배출량 저감에
따른 NO 농도의 감소가 O3 적정작용(NO+O3→NO2+O2)을 완화시켜 오히려 O3의 농도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 된다. 해당 결과는 O3의 농도 변화가 배출량의 감소에 단순히 비례하지 않고, 여러 복잡한 화학과정에 의
해 복합적으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화력 발전소 배출량 감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평가를 위해
서는 지역별 오염물질의 배출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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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시 에어로졸 직 ․ 간접 효과가 한반도
기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승우 ․ 김대철 ․ 조유진1) ․ 이효정2)
한국과학영재학교,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동아시아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최근 인위적 배출량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각 국 별로 활발하
게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및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에어로졸)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일부를 흡수/산란시키는 직접효과와 대기 중에 구름응결핵으로 작용하
여 구름형성(Twomey, 1974) 및 강수발생에 영향(Albrecht, 1989)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통해, 운량 증감 및 지구
알베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아시아의 에어로졸이 기상/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집 가능한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간 변화와의 상관성 해석
을 정성적으로 수행하였으며, 3차원 온라인 대기화학수송모델을 이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에서 에어로졸구름-강수 상호작용이 중규모 기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최근 추세 분석 및 모델 검증을 위해 AirKorea에서 제공하는 PM2.5 측정 자료를
이용하였고, ASOS 종관 기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간 일조시간 및 운량의 변화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및
장기간 인위적 배출량 변화 추세와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오염물질
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동아시아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를 추출한 후, 중규모 기상모델인 WRF와 WRF
에 화학수송모듈이 접합되면서 에어로졸-기상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WRF-Chem의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비
교·분석함으로써, 에어로졸 직 ․ 간접효과가 기온, 일사, 운량, 대기경계층 고도 등에 미치는 영향의 시공간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M10과 PM2.5의 연 평균 농도의 변화 및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인천을 포함한 서부지역에 그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 중국 배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영향이 한반도 미세먼지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량 및 일조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운량이 적은(0/10)/많은(10/10) 날의 발생
빈도의 증감추세와 일조시간의 감소 등이 동아시아 배출량 장기 변화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 되었다. 이
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다양한 기상 인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한 분석을
위해, PM2.5가 35 μg/m3 이상인 고농도 발생사례에 대해 WRF-Chem과 WRF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중국 고배출 지역에서 운량 및 일사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한반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량은 적었으
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운량, 일사, 대기경계층 고도 등 다양한 기상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
후, 미세먼지에 의한 기상/기후변화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간의 평균 사례에 대한
모델링 수행 및 측정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미세먼지에 의한 구름, 일사, 대기경계층 고도 등의 정량적인 변화
량 파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Albrecht, B. A., 1989, Aerosols, cloud microphysics, and fractional cloudiness, Science, 245, 1227-1230.
Twomey, S., 1977, The influence of pollution on the shortwave albedo of clouds, J. Atmos. Sci., 34, 11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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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여름철 해풍 발생 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중의
이온성분 특성
전병일 ․ 황용식1)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해풍은 잘 알려진 중규모 기상현상으로 해안지역에서 육지와 물의 수평적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Miller et al., 2003; Simpson, 1994), 주간에 내륙으로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수송하고 야간에는 반
대로 바다 쪽으로 수송한다. 이로 인해 국지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이 낮은 TIBL에 갇혀서 지표 농도가 증
가된다. 대기질에 미치는 해풍의 영향은 특히 무역항이나 그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오염원의 풍하측에 나
쁜 대기질을 종종 일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항이면서 두 번째 도시인 부산 지역에
서 2018년과 2019년 여름철 해풍이 발생하였을 때,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초미세먼지 중의
이온성분이 어떠한 변화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기상자료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측정한 일기상통계표와 AWS 측정 그래프 그리고 인쇄 지상일기도를 이용
하였다. 그리고 해풍 발생 시의 공기괴의 추적을 위해 미국의 해양기상청에서 제공하는 backward trajectory를
사용하였다. 대기질 자료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시간별 PM10, PM2.5, SO2, NO2, O3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풍 발생 시 초미세먼지 (PM2.5) 중의 양이온인 Na+, NH4+, K+, Mg2+, Ca2+과 음이온
인 Cl-, NO3-, SO42-, 그리고 탄소성분인 EC, OC 농도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Occurrence days of sea breeze in summertime for 2 years(2018~2019) in Busan
June

July

August

Total

2018

9

12

2

23

2019

7

5

2

14

Total

16

17

4

37

Table 2. Mean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ionic elements and carbon elements of PM2.5 between sea breeze day and all
day in summertime for 2 years(2018~2019) at Yeonsandong in Busan
Sea breeze day

Non sea breeze day

2018

2019

Mean

2018

2019

PM10 ( / )

44.6

49.9

46.5

24.4

26.0

25.3

PM2.5 ( / )

34.4

35.6

34.9

14.9

13.7

14.3

SO2 (ppm)

Mean

0.0064

0.0063

0.0064

0.0048

0.0049

0.0048

SO42- ( / )

9.07

9.47

9.20

3.48

4.49

4.02

NH4+

( / )

4.02

4.73

4.26

1.63

1.67

1.65

NO3- ( / )

1.86

5.82

3.18

0.81

1.12

0.97

-

0.85

0.85

-

0.52

0.52

EC ( / )
OC ( / )

-

5.36

5.36

-

2.86

2.86

SOR

0.32

0.34

0.33

0.20

0.24

0.22

NOR

0.04

0.09

0.05

0.02

0.0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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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2018년 가을 황사의 기상 특성과 PM2.5 중의
이온성분 특성
전병일 ․ 황용식1)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황사는 중국대륙의 건조지대에서 상승한 토양성 입자의 장거리 수송현상이지만, 수송경로에서 대기오염물질
이 많이 배출하는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Uematsu et al., 2002; Lin et al., 2007; Tsuji and Hoki, 2013).
또한 중국 서부연안지역의 산업화에 따라 내륙으로부터 수송된 황사를 포함한 기괴는 중국연안부에서 인위기
원의 가스상과 에어로졸을 포함한 기괴와 혼합되고, 그 결과 동지나 해상에서 해염이 포함된 에어로졸과 가스
가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에어로졸의 변질이 일어난다 (Takami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서
2018년 가을(11월 28과 11월 30일)에 발생한 황사의 기상요소 변화 특성을 알아보고, 초미세먼지 (PM2.5) 중의
이온성분 분석을 통해 황사 (토양성 입자)와 인위적인 물질의 장거리 수송과정에 대해 상세히 고찰을 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기상자료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측정한 일기상통계표와 AWS측정 그래프 그리고 지상일기도이다. 그리고
황사 발생 시의 공기괴의 추적을 위해 미국의 해양기상청에서 제공하는 backward trajectory를 사용하였다. 대기
질 자료는 시간별 PM10, PM2.5, SO2, NO2, O3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토양입자와 인위적물질의 장거리
수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황사 발생 시 초미세먼지(PM2.5) 중의 양이온인 NH4+와 Ca2+, 음이온인 NO3-과 SO42농도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부산지역 연산동에서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측정한 PM10과 PM2.5 농도 그리고
PM2.5/PM10비의 시간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1/27

11/28

11/29

11/30

12/01

Fig. 1. Hourly variations of PM10, PM2.5, and PM2.5/PM10 ratio from Nov. 27 to Dec. 1, 2018 at Yeonsandong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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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연구과제 소개 및 공개 데이터
비교를 통한 고찰
강나연 ․ 현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1. 서론
최근 지구환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나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중요
한 관심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과제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부산 항
만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과 거동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부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기원별 기여도와 시계열별 농도 및 분포, 주변 확산 등 전반적 대기오염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항만지역에 관한 것이지만 대기오염 이동 및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 육상 모니터링
지점에서 관측되는 자료와의 비교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항만지역에서 수행되는 과제 소개
와 더불어 지금까지 관측된 일부 대기오염물질 자료에 대한 비교결과를 소개한다.

2. 자료 및 방법
현재 진행되는 과제의 연구영역은 항만지역 및 주변에서 모니터링 관측과 3차원 집중관측을 병행했다. 고정
정점에 대한 상시관측 모니터링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항만공사의 협조로 수행하고 있다. 관측지점은 부산항
안쪽 두 곳과, 국제여객터미널,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 본원이다. 연구원에서 실시한 집중관측 동안에 도출된
자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 공표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국한해서 비교분석을 했다.

3. 결과 및 고찰
2020년 2월 11~14일 집중관측 기간 동안 부산항 안쪽의 한 관측지점에서 PM2.5, PM10, SO2, O3, NO2, CO
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육상지역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연동, 부산북항, 태종대 측정소에서 관측한 데이
터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PM2.5는 네 지점 간에 유사한 범위였으나 PM10, SO2, O3, NO2, CO는 조
사지역별 농도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1~14일 평균값

PM2.5
(µg/m3)

PM10
(µg/m3)

SO2
(ppb)

O3
(ppb)

NO2
(ppb)

CO
(ppb)

집중관측 지점

24.4

27.9

2.2

14.4

26.8

439.2

대연동 측정소

26.0

36.8

4.8

19.8

33.8

675.0

부산북항 측정소

28.8

35.8

4.5

17.3

43.8

575.0

태종대 측정소

23.8

35.3

4.8

34.8

15.0

475.0

추후 지속적으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육상농도를 관찰하고, 집중관측을 포함하여 항만지역 대기오염물질
관측을 수행함으로써 항만지역 대기오염물질의 기여도와 공간분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4. 참고문헌
현상민, 강정원, 2018, 항만지역 미세먼지 인벤토리 (리뷰), 한국환경과학회 발표초록.
Port of San Francisco Seaport Air Emissions Inventory, 2015, ENVIRON International Corp., 773.

감사의 글
해당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항만 미세먼지 연구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육상지역 관측데이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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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평 ․ 장림 산업단지의 황화합물 악취 기여도 평가
이유정 ․ 박기형 ․ 정화숙 ․ 채진욱 ․ 박양진 ․ 한상민 ․ 임용승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생활환경팀

1. 서론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 중 공업지역에서는 악취배출원이 다양하며 악취 강도는 시간과 기상조건에 따라 변
화하고 악취 민감도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취 평가와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악
취물질은 휘발성이 큰 기체상 오염물질로 매우 낮은 농도 수준에도 후각세포를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
발한다. 시간적으로 불규칙적인 발생 특성을 가진 악취는 발생빈도를 감안하여 악취 발생원 중심의 지역적 관
리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이 밀집한 공업지역을 중점적으로 악취물질의 정성 ․ 정량 조사 및 악취 농도에 따른
강도 분포로 악취 실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3월과 6월에 부산 지역 신평 ․ 장림 산업단지의
악취 물질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황화합물 악취 기여도를 평가하여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악취 저감 관리를 위
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신평 ․ 장림 산업단지 및 주변으로 기계 ․ 철강 산업, 섬유 ․ 의복,
음식료 시설 및 공공주택단지와 학교 등 6개 지점을 선정하였고 각 지점의 부지경계에서 악취공정시험기준
(2019)에 준하여 악취물질을 황화합물,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TMA), 휘발성유기화합물, 지방산류, 알데하이
드 등으로 분류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황화합물은 저온농축-모세관컬럼-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암모니아는
붕산용액 흡수법-자외선가시선 분광법, TMA는 헤드스페이스-모세관컬럼-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휘발성유기화
합물은 저온농축-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지방산류는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및 알데하이드는
DNPH카트리지-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3월 조사시기에 암모니아 0.01~0.04 ppmv, TMA 0.000~0.0004 ppmv, 황화수소 0.000∼0.004
ppmv, 아세트알데하이드 0.0023~0.0093 ppmv 및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00~0.003 ppmv로 검출되었고 6월에
는 암모니아 0.04~0.11 ppmv, 황화수소 0.001~0.030 ppmv, 아세트알데하이드 0.0024~0.0068 ppmv 및 프로피온
알데하이드 0.001~0.002 ppmv로 검출되었으나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용기준 이하 수준이었다. 최소감지농도
에 대한 검출농도인 악취활성값을 활용한 냄새 기여율을 살펴보면 황화합물 중 황화수소 기여율이 35~42%로
조사지점의 주요 냄새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2019, 악취공정시험기준.
Bokowa, A. H., 2010, Review of odour legislation, Chemical Engineering Transactions, 23, 31-36.
Lee, E. J., Lim, K. H., 2016, Odor modelling of Acetaldehyde in Gumi national industrial complex, Korean Chem.
Eng. Res., 54(1) 22-35.
Nicell, J. A., 2009, Assessment and regulation of odour impacts, Astmos. Environ., 43, 19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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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한 대도시지역 고해상도 NO2 농도
모의
방진희 ․ 오인보 ․ 송창근1) ․ 김지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1)

UNIST 도시환경공학과

1. 서론
대도시지역은 복잡한 도로와 밀도 높은 차량으로 인해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배출로부터 다수의 인구가 노출
되기 쉽다. 개인 및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대기오염물질 노출평가를 위해서는 해상도 높은 대기농도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모니터링 지점의 부족과 직접 측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도화된 모델링 기술
적용이 요구된다. 도시규모와 국지규모의 대기모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링 방법은 대도시와 같이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이 높은 지역에서 고농도 대기오염현상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시 ․ 공간 변화를 재현하기 위
한 방법으로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도시규모 대기질 모델인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 모델과 CALPUFF (California Puff) 대기확산 모델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서
울지역 NO2 농도를 모의하고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CMAQ-CALPUFF 하이브리드 모델링은 CMAQ과 CALPUFF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생성된 NO2 농
도를 재계산하게 되는데, CMAQ 모델이 계산한 1 km 해상도의 대기오염농도에 CALPUFF 모델이 예측한 100
m 해상도의 국지적 농도 경도를 고려하게 된다. CALPUFF모델링을 위해 도시지역 도로배출량을 지역 교통량
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고해상도 지표 및 지형정보 함께 입력하였다. 결과적으로 CAMQ-CALPUFF 모델링을 통
해 대도시지역 국지적 도로배출 영향을 고려한 정밀한 농도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NO2 하이브리드 모델링의
영역은 서울 구로지역(5 ×5 km)이며 수치모의 기간은 고/저농도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탄 2018년 5월로 설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 CMAQ 모델과 비교해 공간적으로 도시지역의 다양한 NO2 농도를 재현하였으며 특
히, 도로변 주변으로 뚜렷한 농도 경도를 모의하였다. 지역 내 모니터링 농도자료와의 비교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NO2 농도 수치모의 결과가 CMAQ 모델의 예측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CMAQ-CALPUFF 모델은 고해상도의 NO2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로서 지역 인구의 노출평가에 적절히 이
용할 수 있는 외기 농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
니다(20170013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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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ransportation Related Particulate Matters
on the Roadside Air Quality in Fresno, California
Jaymin Kwon ․ Yushin Ahn ․ Steve Chung ․ Elizabeth M. Noth1) ․ Kara Zografos
John Capitman ․ S. Katharine Hammond1)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

University of California

To promote active transportation modes (such as bike ride and walking), and to create safer communities for
easier access to transit, it is essential to provide to the public that the consolidated data-driven transportation
information. The relevant and timely information from data facilitates the opportunity for improving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policy and urban planning for sustainable growth and
promoting public health in the region.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patial variation of transportation-emitted
air pollution in the Fresno/Clovis neighborhood in California, various species of particulate matters emitted from
traffic sources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monitors and GPS loggers at over 100 neighborhood walking
routes within 58 census tracts from the previous research, Children’s Health to Air Pollution Study - San
Joaquin Valley (CHAPS-SJV). Roadside air pollution data show that PM2.5, black carbon, and PAHs were
significantly elevated in neighborhood walking air samples compared to indoor air or the ambient monitoring
station in the Central Fresno area due to the immediate source proximity. The simultaneous parallel
measurements in two neighborhoods which are distinctively different areas (High diesel High poverty vs. Low
diesel Low poverty) showed that the higher pollution levels were observed when more frequent vehicular
activities were around the neighborhoods. The elevated PM2.5 concentrations near the roadways was evident with
high volume of traffic, and regions with more unpaved areas. Neighborhood walking air samples were
influenced by immediate roadway traffic conditions, such as encounters with diesel trucks, approaching in close
proximity to freeways and/or busy roadways, passing cigarette smokers, and gardening activity. The elevated
black carbon concentrations occur near the highway corridors, and regions with high diesel traffic and hig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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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공업단지의 내 ․ 외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발생원 및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박은지 ․ 박유진 ․ 김남연 ․ 김경동 ․ 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어방공업단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공업단지로 철강,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있다. 어방공업
단지 주변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는 도시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민들의 호흡이 일어나는 높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동 측정이
가능한 Air Quality Monitor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도심공업지역의 내부와 주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의 농도분포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부(Air-Korea)의 데이터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측정 대상인 공업단지 전체에서 공단 외각, 도로변, 내부 등 특징을 가진 구역으로 구분하여 미세먼지(PM10)
와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광산란법을 이용, 기기는 소형/저압, 강제흡입식을 이용하였다.
측정시간은 오전(9:00~10:00)과 점심(14:30~15:30:)으로 나누어 교통 및 이동영향이 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
였다. Air Quality Monitor의 측정기를 일반적인 호흡 높이에 적합한 1.5 m 높이에서 측정하고 각 1시간 동안
이동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지역의 도로-공단과 공단-공단으로 구역별로 이동을 하면서 측정하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양을 환
경부(Air Korea)데이터와 이동형 Air Quality Monitor의 측정기의 데이터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오후보다는 오전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최대 및 최소농도 값 또한 오전에 더 높게 나타났
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 장치는 고정형 건조 측정장치로 바람과 습도의 영향이 적은 반면에 이동형 측정기
는 바람과 습도의 영향이 높게 나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흡입된 먼지의 포집방식 때문이다. 측정 데이터는
공단지역의 외각이 내부보다 먼지발생량이 더 높았으며 이는 바람과 외각 도로의 영향이 먼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중심부에서는 환경규제나 단속의 효과로 미세먼지의 발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이동형 측정기를 이용한 방식은 문제의 발생원이 있을 경우 빠른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오전 데이터

오후 데이터

Fig. 1. Result of PM10 in Eo-Bang Industrial Complex.

4. 참고문헌
박동윤, 윤귀인, 정해연, 박흥재, 2018, 김해시 어방공업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2018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 발표회 프로그램, PA34, 102.
Air-Korea, Air Quality Realtime Data Report and Measurement Dat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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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로주변 환경에 따른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특성에 관한 연구
박유진 ․ 박은지 ․ 김가희 ․ 정성빈 ․ 김경동 ․ 박흥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김해시 어방동 일원은 주거, 상업지역과 일반 도로가 인접해 있다. 이러한 복합구조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미
세먼지는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교통량, 신호대기, 날씨변화, 주
변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부(Air-Korea)의 데이터
와 비교해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을 교통량, 날씨 변화, 신호대기, 주변구조물에 따라 측정지역을 A, B, C로 나누어 미
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Air Quality Monitor 측정기로 1.5 m 높이에서 소형/저
압 강제흡입식 방식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지역 B, C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값은 전체적으로 환경부(Air-Korea)의 측정망과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B지역은 통행량이 많고 대형구조물(경전철 부원동역)이 상부에 있는 반면 C지역은 통행량이 많지만
대형구조물이 없이 사방이 트인 곳이다. 동시간대 미세먼지 양을 Fig. 1에서 비교해보면 대형구조물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한 일자의 상대습도가 94.9%로 건조한 날에 비해 미세먼지의 이동에 영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특성으로 보아 주변에 건물과 같은 대형 구조물로 인한 영향이 사람을 비롯한 주
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정확히 측정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측정지점이 필요하다.

Fig. 1. Result of PM2.5 in Eobang-Dong, Gimhae-Si.

4. 참고문헌
박동윤, 윤귀인, 정해연, 박흥재, 2018, 김해시 삼방동 주거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2018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 발표회 프로그램, PA35, 103.
Air-Korea, Air Quality Realtime Data Report and Measurement Dat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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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방사집수정의 우물재생과 지하수 산출성
함세영 ․ 전항탁 ․ 홍순욱1) ․ 이상용2) ․ 김형수3)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사,

2)

임펄스텍,

3)

중원대학교 에너지공학과

1. 서론
방사집수정은 중앙의 우물통과 여러 개의 수평집수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평집수관의 스크린을 통해서
지하수를 취수한다. 수직정에 비해서 방사집수정은 대수층과의 넓은 접촉 면적을 가지므로 다량의 지하수를 취
수할 수 있으며, 취수의 영향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서 수위강하가 적게 일어난다. 그러나, 방사집수정 개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수평집수관의 막힘으로 인해 지하수 취수량 감소, 수질 악화 등이 발생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에 위치하는 방사집수정의 우물재생과 지하수 산출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방사집수정의 PVC 수평집수관이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되어 있어서 상당부분 변형 및 파손되어 모래
및 자갈 등이 유입되고 있다. 방사집수정의 취수량이 개발 초기보다 크게 감소하여 우물재생을 실시하였다. 먼
저 방사집수정 주변의 수리지질 특성을 평가하고 고압충격발생공법의 시공압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취수펌프를
사용하여 대용량 양수시험을 실시하였다. 방사집수정 주변의 수리지질 특성을 평가하고 고압충격발생공법의 시
공압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취수펌프를 사용하여 대용량 양수시험을 실시하였다. 수평집수관별로 토출량을 측정
결과와 대용량 양수시험를 연계하여 고압충격발생공법의 시공압력을 결정하였다. 우물재생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방사형으로 수평집수관에서 대부분 4 m의 권선형 스크린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압축공기를 사용한 고압충
격발생기(직경 40 mm, 충전체적 300 cm3, 최대 충격압력 330 kgf/cm2)으로 수평집수관 스트레나 및 주변 대수
층의 막힘물질을 제거하는 우물재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평집수관내 취수펌프를 사용하여 대용량 양수
시험을 실시하고 우물재생 시공 전후의 대수층의 수리상수와 방사집수정의 산출성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에 위치하는 방사집수정은 20년 이상 장기적인 가동에 따른 노
후화로 수평집수관 상당 부분이 변형 및 파손되었으며, 수평집수관 주변 충적층의 막힘현상(clogging)이 상당부
분 진행되었다. 수평집수관에 부착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 고압충격 발생공법으로 우물재생
을 시행하였다. 고압충격 발생공법을 적용하기 전에 노후화된 수평집수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선형 스
크린을 삽입하였다. 고압충격 발생공법으로 우물재생을 하였을 때 초기상태 기준으로 122.4% 취수량 증대 효
과가 있었으며, 비양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방사형 집수정의 수평집수관의 취수량 회복 기술 적용은 사전 조
사, 현장 조사, 회복 기술 실시,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사전 조사에서는 집수정의 수위강하 확인, 배출
지하수 수질, 공내 TV검층, 양수를 통한 취수량 감소 확인을 통하여 회복 기술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방
사집수정 개발 직후에는 수평집수관 스트레나 주변 여재층의 원활한 지하수 흐름을 위해 지하수 유로를 인위적
으로 확장시키는 우물개발을 하게 된다. 방사집수정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취수시설 모니터링이 가
장 중요하다. 모니터링 결과, 수평집수관의 노후화나 스트레나 슬롯에 이물질 부착으로 인한 양수량 감소가 발
생하게 되면 우물재생을 하게 된다. 또한 방사집수정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면, 우물통 내/외부의
관로 및 밸브 등과 같은 부대시설의 보수 및 교체와 수평집수관의 추가 시공 등을 하게 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No. NRF-2020R1A2B5B02002198)의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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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 및 공간적 분석을 통한 가뭄위험지구 선정방법
박기범 ․ 박기헌1)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1. 서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이상기후
와 평균기온, 평균강수량등의 기후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나 매년 크고 작은 가뭄의 발생으로 인해 가
뭄재해의 발생과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가뭄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10년마다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가뭄과 대설에 대한 검토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경우 특히
농경지의 위험지구로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과거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뚜렷한 선정방법과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군위지역의 농경지에 대하여 가뭄발생에 따른 가뭄위험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수분석과
군위지역의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수원을 조사하였다. 강수분석을 통해서 평균강수량을 산정하여 물수지
분석한 농경지의 필요수량과 비교하여 물부족을 검토하였다.
군위 전체 지역에 대해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13개 지구로 구분하였으며, 월별 물수지 분석을 통해 필요수량
을 산정하였다. 물수지 분석결과 1994년이 최대 물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년빈도의 가뭄위험지구를 선정
하기 위하여, 평균 물부족량을 산정한 결과 7월 전지역이 강수만으로는 필요수량이 부족하여 하천과 저수지의
수원과의 거리 가중치를 GIS로 공간분석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다.

Fig. 1. 군위군 위험지구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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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배수로 덮개장치 설치로
부착조류제어
장철현 ․ 임선회 ․ 이용순1)
국립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1)

대전광역시청 상수도사업본부

1. 서론
최종침전지 웨어 및 배수로에서 햇빛에 의한 광합성작용으로 부착조류(attached algae)가 자생적으로 발행하
여 다향한 조류들이 부착조류 군집을 형성한다(손희종 외, 2012). 이들 부착조류들은 일정기간 성장한 후에 구
조물에서 탈리되어 침전지 수면에 부유하면서 조류 스컴을 형성하며, 다음 공정으로 유출되어 최종 유출수 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착조류 발생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하수처리장의 경우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하는 문제점 및 위험성을 안고 있다(안규홍 외, 2004). 또한 청소를 한 후 2주 정도 지나면 연녹색의 부착
조류가 다시 발생하며, 부착조류가 육안으로 확인된 후에는 급격히 성장한다(유현선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웨어 및 배수로의 부착조류의 성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웨어 및 배수로 상단에
원형덮개 구조체를 설치하여 조류의 부착과 성장을 억제시켜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침전지 운영을 하고자 하였
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덮개는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에서 침전된 오니와 상등수로 구분되고 상등수는 웨어와
배수로를 통해 다음 공정으로 흘러가는데 처리수조의 상단 측면부 수로를 개폐하는 여러개의 덮개부재와, 배수
로의 외측면부에 구비되는 상기 덮개부재의 지지부재, 수로의 내측면부에 구비되어 덮개부재가 회전되면서 그
개폐상태를 유지 고정시키는 신축실린더부재로 구성되어 침전지에서 흘러가는 처리수가 수용되는 수로의 상부
면 일부구간이나 전구간을 용이하게 개폐하여 조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로의 청소나 정비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하수처리장 덮개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1.
2.
3.
4.
5.

최종침전지 웨어 및 배수로 부착조류는 규조류인 Melosira가 우점종이며, 기타 남조류 녹조류로 분포됨.
침전지 구조물에서는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부착조류 관찰되며, 청소 후 7일 후부터 부착조류 증가.
웨어 및 배수로 재질을 스테인레스, 에폭시, 알루미늄 등 부착조류의 발생 시기는 지연, 완전 제거 안됨.
설치 전 배수로는 조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설치 후 배수로는 조류가 발생되지 않았다.
최종침전지 방류수 ch-a 0.8 ppm, 부착조류가 포함된 시료 ch-a 354.5 ppm으로 방류수 수질에 영향 크다.

4. 참고문헌
손희종, 정종문, 김상구, 장성호, 2012, 공업용수 생산 정수장의 침전지 조류 부착방지를 위한 황산동 투입, 대한
환경공학회지, 780-785.
안규홍, 임병란, 전대영, 유현선, 박유정, 2004, 정수장 침전지 배수로의 부착조류 제어방법에 관한 연구, 2004년
공동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상하수도협회 ․ 한국물환경학회지, C-109-C-112.
유현선, 임병란, 안규홍, 2006, 정수장 침전지에서의 부착조류 및 미생물군집의 계절적 변화해석, 상하수도학회
지, 20(3), 461-467.
임병란, 안규홍, 송경근, 박유정, 전대영, 2005, 정수 및 하수처리공정 중 침전지 부착조류 및 미생물 군집구조
해석, 상하수도학회지,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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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기술진단방법의 현장적용 개선방안
장철현 ․ 이인경
국립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은 공공하수관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 및 진단을 통해 분석하여 시설물
개선 ․ 운영 ․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도출,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개정된 「하수도법 제20조」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시행
토록 의무화하고, 일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진단전문
업체(민간)로 확대시행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과는 달리 2008년부터 하수관로
의 기술진단이 시작되어 뒤늦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고,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81개 기술진단전문기관(2019년 12월 31일 기준,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35호, 2019.12.13.)」에 의거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많은 기관에서 수행하여 각기
다른 관점 및 수행방식으로 각자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기술진단의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된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현황조사, 현상진단, 대책진단으로 구분된다. 현황조사의 수행범위는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로 구분되고, 현상진단의 수행범위는 유량 및 수질조사와, 표본지역 상세조사, 대책진단
의 수행범위는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과 시설유지관리방안으로 구분된다. 이중 현상진단에서 표본지역
을 선정하게 됨으로써 정량적, 정성적인 진단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G시의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수행,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35호, 2019.12.13.)」의 현장적용 시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
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현황조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 및 설계준공도서, 운영자료 등을 이용하여 처리구역내 기술진단 대상
관로 82.3 km에 대한 하수관망을 분석하고, 처리구역내 하수관로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는 대상맨홀 2,240개소에 대하여 전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유량조사는 9개 지점을 선정 3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56일간 유효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유량조사 기간 중 10개 지점에 대하여 우기 수질조사 1회, 건
기 수질조사 2회 총 3회에 걸쳐 24시간 채수를 진행, 분석하였다. 표본지역 상세조사는 CCTV조사 17.3 km, 송
연조사 7개의 소구역 25.6 km에 대하여 시행,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G시의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G시의 하수맨홀을 개방하여 육안조사를 시행한 결과 맨홀의 구조적 ․ 운영적 문제점은 물론 하수의 흐름,
하수량의 변화, 수질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불명수 유입지점이 확인되었다.
2. 기존의 10%대의 조사율을 보이던 CCTV조사는 맨홀조사를 통한 유량의 급격한 변화구간에 대하여 선단
위와 면단위로 조사를 시행, 관로내부 조사도가 20%대로 상승하였다.
3. 송연조사는 CCTV조사 구간, 상가밀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시행한 결과 맨홀조사 및
CCTV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관로 및 배수설비의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실례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용범위를 제시하였고, 현장적용 방안을 도출
하여 현재의 조사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환경부, 2009, 하수관거 침입수 및 유입수 산정 표준 매뉴얼.
환경부, 2017, 하수관로 ․ 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
환경부, 2019, 공공하수도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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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오염 지하수 정화 최적 공정개발을 위한 기술 분석
윤영한 ․ 이종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에서 고농도의 불소가 검출되는 지하수층이 존재한다. 특히 동아프리카 열곡대
(The East African Rift Valley)는 자연적으로 불소농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불소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다. 아프리카 지
역에 적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공정개발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적정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개별공정만으로는 수중의 불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먹는물에
1.5 mg/L 이하의 불소농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고농도의 불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불소증(Dental or skeleton
fluorosis)에 의한 골격장애, 반상치, 암 등의 질병에 의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정화가 요구된
다. 전 세계적으로 불소로 오염된 오폐수를 대상으로 불소를 일정농도로 제거하거나 자원회수를 위한 공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되어 왔다. 가장 보편적으로 제안되는 단위공정으로는 화학적 흡착/침전, 전기응집, 이온
교화, 역삼투막과 같은 멤브레인 기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내외 특허와 연구논문 및 국제공동연구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불소제거 최적공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가장 보편적인 불소제거 방법으로는 화학적 응집/침전 기술이 있다. 화학적 응집제(Alum, 명반)를 주입하여
표면화학반응으로 불소를 불용성 형태(CaF2)로 변화시킨 후에 입자크기를 증가시켜 중력에 의한 침전으로 제거
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하고 복잡한 장치를 요구하지 않아 아프리카 지역의 마을단위 또는 가정에 보급되
어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부족한 응집제 주입에 의한 불소증 유발 문제, 과량의 응집제 주입시 Al3+ 이온에 의
한 알츠하이머 유발 및 침전슬러지 발생문제 등의 문제가 있다. 흡착 및 이온교환 기술은 불소제거 효율이 매
우 높고 운전이 용이하며 운전 및 설치비용이 낮아 선호하는 방법이다. 지하수내 불소제거는 나노여과 및 역삼
투막을 이용한 멤브레인을 이용한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급수에 압력을 가하여 반투과막을 통과시켜 용해성
오염물을 제거하는 물리적 공정으로 가압을 위한 에너지가 다량 소모되기 때문에 태양열 또는 태양광에 의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기응집은 일정한 전류를 불소오염수로 통화시켜 전극판에서
수산화 알루미늄 플록을 생성시켜 불소를 응집 제거하는 방법이다. 수중의 pH 및 알칼리도, 음이온의 공존 여
부가 운전제어에 매우 중요한 제어인자이다.
아프리카에는 관망, 전기, 배관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처리보다는 지역 분산식 형태의
처리가 선호되므로 현지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정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급적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기
자재를 도입한 공정개발도 방안이 될 수 있다.

4. 참고문헌
Kimambo, V., Bhattacharya, P., Mtalo, F., Mtamba, J., Ahmad, A., 2019, Fluoride occurrence in groundwater
systems at global scale and status of defluoridation–state of the art. Ground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9, 100223.
Kut, K. M. K., Sarswat, A., Srivastava, A., Pittman Jr, C. U., Mohan, D., 2016, A Review of fluoride in African
groundwater and local remediation methods, Ground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 190-212.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20200562).
- 105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PB3)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수화현상 규명을 위한 장기 모니터링
배헌균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본 연구는 낙동강의 중류에 위치한 달성보를 중심으로 유해조류 발생량과 우점종의 변화 및 수질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 부영양화와 수화현상의 발생 여부, 발생 기작 및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 조류
및 수질을 모니터링 하였고 연구의 결과물은 달성보 지역의 부영양화 및 수화현상의 발생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구축할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달성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보의 상·하류 지점인 성산대교와 박석진교
및 달성보 내 다수 지점을 포함 총 14개 지점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조류 동정과 수질항목의 실험은 수
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수행하였고 시료의 경우 현장에서 2 L의 시료를 채취하여 현장 측정 항목을 측정
한 후 즉시 실험실로 이동하여 나머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체적으로 녹조류가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으며 규조류, 남조류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조류의 급격한 성
장은 수온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름철 일부 기간 수온이 기온보다 높게 나타나
는 역전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 시기 조류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
되는 동안 조류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다 강우 직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강우의 영향이 크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조량이 많은 직후 조류의 증가현상이 관측되었다. 조류발생패턴에서 여름철 남
조류가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연적인 요인 이외에 인위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오염원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조사결과 2014
년 다사면의 폐수발생량 증가는 성서5단지개발과 입주기업들의 본격적인 가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2013년과 2014년 다산면의 오염물질유입의 급격한 증가는 월성단지개발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연계
하여 달성보 상하류 및 보 내 조류증감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 조류의 증감에 이들 개발사업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달성보에 있어서의 조류대량발생은 수온과 기온의 역전현상, 일조량증가 및 강우와 같은 자연적
인 영향과 인근지역의 개발사업과 같은 인위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류저감대책은 수온
및 기온역전 현상 발생 직후, 일조량 증가 후와 같은 전조현상이 일어난 시점과 연계하여 수립된다면 조류대량
증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수계로의 오
염물질 유입을 적극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Buratti, F. M., Manganelli, M., Vichi, S., Stefanelli, M., Scardala, S., Testai, E., Funari, E., 2017, Cyanotoxins:
producing organisms, occurrence, toxicity, mechanism of action and human health toxicological risk
evaluation, Archives of Toxicology, 91(3), 1049-1130, DOI.org/10.1007/s00204-016-1913-6.
Martin, P., Jana, N., Tomas, B., Katerina, N., Magdalena, B., Vaclav, J., 2015, The impact of interactions between
algal organic matter and humic substances on coagulation, Water Research, 84(1), 278-285,
DOI.org/10.1016/j.watres.2015.07.047.
Mohamed, F. M., El-Deen, F. N., Kamal, A. 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Algal Counting and Chemicals
Consumption of Conventional Purification Systems at Qena Governorate, Egypt. Egyptian J. of Aqu. Bio.
& Fish, 24, 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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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망 유수율 제고 사업 사례 분석 및 문제점 고찰
박정수 ․ 이태국 ․ 허상영
㈜한화건설 환경연구소

1. 서론
상수도 사업의 서비스 및 시설물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실현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현 시점에서 실제 사업 추진 현장에
대한 성과를 조사하고 해당 사업의 애로사항 및 환경변화가 유수율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시범 사업 추진 지자체들의 과거 10년간의 운영자료 및 상수도 통계 자료 등을 기반으로 환경(인구, 물사용
량, 기온 등)변화에 따라 유수율 분석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 수행되었던 관로 교체
및 긴급복구 사례 건수 등을 분석하여 유수율 상승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수율 분석은 총공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측정하는 분석으로서, 실제 현장에서는 계량요금수량이 유
수율 분석을 좌우하게 된다.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법 사업의 주 목적은 총 공급된 급수량중에
서 무효수량인 누수량을 저감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 보증은 유수율로 정의 되
어 있어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의 핵심인 누수량의 분석에 있어서도 총괄수량수지분석 방법 및 야간 최소 유량 분석 방법
이 있으나, 두가지 방법 모두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누수량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정
확한 분석 방법 및 보증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현장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유수율 상승을 위해 수행한 관로 교체 및 긴급 보수 건수 등과의
상관관계는 낮았고, 유수율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금부과량, 즉 급수인구와 지역의 1인당 1일 물사용량
이 유수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의 초기 설계 당시 인구 및 물사용량 예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유수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적인 사업의 목표인 누수량을 저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 환경에 따라 좌우되기에 성과 보증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 분

실
측

가
정

2017년

2019년

공급량(㎥/년)

6,534,900

6,253,800

부과량(㎥/년)

4,683,000

4,572,100
43,866

인구수

45,888

물사용량(L/인·일)

279.6

285.6

유수율

71.7%

73.1%

인구수(계획인구)

76,400

77,500

물사용량(L/인·일)

359.3

359.3

예측 유수율

84.3%

85.8%

12.6%

12.7%

유수율 증감(예측-실측)

4.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인구통계.
환경부, 2018, 상수도 통계.

- 107 -

비고

설계 당시 계획 인구
인근 3개 지역 1인당 1일 평균 물사용량
실측대비 유수율 약 12%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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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에서 기온과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민감도
분석
강동환 ․ 조원기 ․ 김동립1) ․ 박정환2) ․ 송용철3) ․ 최용재4)
부경대학교,

1)

대운초등학교,

2)

서창초등학교,

3)

성산초등학교,

4)

가남초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잔디밭에서 기온과 지온에 의한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민감도(Q10)를 산정하여 기온과 지온에
따른 Q10 값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잔디밭의 지온과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20개 지점에서 3년(2012년 6월
~ 2015년 5월) 동안 24절기 전후로 무강우 시에 71회 반복 관측하였으며, 기온은 잔디밭 인근(100 m 이내)의
환경연구동 옥상에서 연속적으로 관측하였다. 잔디밭 관측은 오후 2~4시 정도에 수행하였으며, 20개 관측 지점
의 공간적인 편차를 줄이기 위해 관측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잔디밭의 이산화탄소 플럭
스 및 지온 관측기기(EGM-4)는 폐쇄형 역학 챔버 시스템이며, 지온은 지온 측정기(STP-1)로 지표면 하부 5 cm
정도에서 직접 측정하고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잔디밭 상부에 설치한 챔버 내에서 일정 시간에 따라 측정된 이
산화탄소 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이산화탄소 플러스와 지온은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은 계절 변동이 뚜렷하고. 동일한 관측 시기의 잔디밭에
서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공간적인 편차는 겨울보다 여름이 높았으며 지온은 여름과 겨울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잔디밭에서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중앙값은 500 mgCO2/m2hr 전후이고, 최솟값은 0 mgCO2/m2hr, 최댓값은 약
2000~4000 mgCO2/m2hr의 범위이다. 잔디밭에서 지온의 중앙값은 20~25℃, 최솟값은 0~5℃, 최댓값은 40℃ 이
상으로 나타났다. 잔디밭에서 관측 지점별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지온의 상관계수는 0.71~0.88의 범위이고 그
평균은 0.79 정도로서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지온의 상관성은 높았다. 잔디밭에서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지온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잔디밭의 20개 관측 지점별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수함수의 결정계수는 0.7351~0.8565 범위로서
높고, 추정된 모든 지수함수에서 지온 0~20℃ 구간에서는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20~35℃
구간에서는 지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35℃ 이상에서는 이산화탄소 플럭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잔
디밭의 20개 관측 지점별로 추정된 지수함수에서 구한 온도반응계수(지수)를 이용하여 관측 지점별 Q10 값을
산정하였다. 관측 지점별 온도반응계수는 0.0992~0.1256, 산정된 Q10 값은 2.70~3.51 범위이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 3.16과 0.24로 나타났다.
잔디밭에서 3년 동안 관측된 자료를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기온과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수함
수를 추정하여 연간 Q10 값을 산정하였다. 지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수함수의 결정계수는 각각 0.9106,
0.8458, 0.9676으로 나타나고, Q10 값은 2.87, 2.94, 3.47 정도로 산정되었다. 기온에 따른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
수함수의 결정계수는 각각 0.8843, 0.7945, 0.9217로 나타나고, Q10 값은 3.40, 3.70, 4.01 정도로 산정되었다. 1
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수함수의 결정계수는 3년 모두 지온이 기온보다 높았으며,
이산화탄소 플럭스 민감도(Q10)는 지온이 기온보다 더 낮았다.
Key words : 잔디밭, 이산화탄소 플럭스, 지온, 기온, Q10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2020R1I1A1A01073860)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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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조사
최광복 ․ 박기범1) ․ 안승섭1)
㈜에싸,

1)

경일대학교 SMART인프라대학 토목공학과

1. 서론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공통 과제가 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기온 상승은 강우패턴의 변화와 극한기후상황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표농도경로(RCP)8.5 시나리오에 의하면 2100년경 현재 대비 4.7℃의 기온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로 인해 극한기후상황이 증가하고, 강수의 패턴도 지역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조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경주지역의 극한기후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 기후변화 시나리는 IPCC RCP(2.6, 4.5, 6.0, 8.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경주지역의 미래 기후전망 분석자료
중에서 평균기온, 강수량, 최대무강수 지속기간, 여름일수를 조사하였다.
- 기상상황의 추세를 알고자 향후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조사하였고, 극한기후상황에 대해서는 최대값 또
는 최소값을 조사하였다.
- 최근기후특성은 2010년~2019년까지의 최근 10년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평균기온
최근 10년간 경주시 연평균기온인 13.7℃와 비교해보면, RCP8.5 시나리오에서 10년마다 0.59℃씩 증가하는
경향성이 예측되며, 최고 연평균기온은 2098년 17.7℃로 4.0℃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2) 강수량
최근 10년간 경주시 연평균강수량인 1,090 mm와 비교해보면, RCP8.5 시나리오에서 10년마다 23 mm씩 증
가하는 경향성이 예측되며, 최대 연강수량은 2093년 2,266 mm로 폭우가 예측되며, 최저 연강수량은 RCP6.0 시
나리오에서 2067년 821 mm로 가뭄이 예측된다.
3) 최대무강수 지속기간
최대무강수 지속기간은 RCP4.5 시나리오에서 2092년 98일을 비롯하여, 72일, 66일, 61일의 최대무강수 지속
기간이 예측된다.
4) 여름일수
RCP 8.5 시나리오에서 10년마다 9.97일씩 증가하는 경향성이 예측되며, 최고 여름일수는 2094년 182일로 예
측된다.

4. 참고문헌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2018,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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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제방 성능평가 사례 분석
최광복 ․ 이상무 ․ 이상학 ․ 박기범1) ․ 안승섭1)
㈜에싸,

1)

경일대학교 SMART인프라대학 토목공학과

1. 서론
2017년부터 의무화된 시설물의 성능평가는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사회기반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
물에 대해서 5년마다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최초의 성능평가가 주요 시설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장래
성능 변화를 예측하여 보수, 개량, 교체 등의 최적시기를 결정하고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국가하천의 제방 성능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안정성능, 사용성능 등의 지수를 통해 제방의 운영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 대상 시설물은 동일 수계의 국가하천 제방 7개소에 대한 상태평가, 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
평가를 통해 종합성능평가를 하였다.
- 안전성능평가는 제체, 호안, 하상부, 배수통관에 대한 상태안전성능평가와 월류, 활동, 누수에 대한 구조안
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 사용성능평가는 배수통관의 상태와 제체의 비탈면 경사, 점검시설 설치 유무, 여유고, 둑마루 폭 등에 대한
홍수방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종합성능평가
시설물명

정밀안전점검결과

성능평가결과
안전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종합성능평가

지수

등급

지수

등급

A

4.66

A

4.65

A

4.57

A

3.97

B

4.46

B

4.57

A

4.58

A

4.57

A

B

4.56

A

4.49

B

4.54

A

B

4.48

B

4.65

A

4.48

B

지수

등급

지수

등급

A제방

4.51

A

4.65

B제방

4.40

B

C제방

4.40

B

D제방

4.40

E제방

4.29

내구성능평가

표
준
제

F제방

4.40

B

4.57

A

4.65

A

4.57

A

G제방

4.40

B

4.57

A

4.60

A

4.57

A

3. 결과 및 고찰
- 성능평가 결과 목표 성능등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후 평가등급이 목표 등급 미만으로 저
하될 우려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순차적인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장래 성능 변화를 예측하여,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성능평가가 유리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박재영, 임지숙, 정재훈, 오영석, 2019, 국가 주요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결과 분석 전략 고찰, 한국구조물진단유
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9(10), 109.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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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기여도를 활용한 영산강수계 지류 ․ 지천이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대훈 ․ 정재운 ․ 최동호 ․ 박서준 ․ 서현영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연구개발부

1. 서론
지류 ․ 지천들이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오염물질 기여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염우심하천 등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물질 기여율은 지류 ․ 지천의 부하량 중심으로 해석되
다 보니 유량이 큰 지류 ․ 지천들이 본류에 미치는 기여율이 크게 나타나 수질은 양호하지만 유량이 커 본류 수
질을 정화하는 하천도 기여율이 높다는 이유로 오염우심하천으로 분류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염기여도라 방법을 적용하여 영산강수계 50개 지류·지천들의 본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대상지점이 영산강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염물질 기여율을 산정하였다(식 1).
오염물질기여율 




  
조사기간동안 지류·지천오염물질평균유달부하량

조사기간동안 본류구간오염물질평균유달부하량 
 

(1)

여기서 Qi는 i번째 지류 ․ 지천 유량(m3/s), Ci는 i번째 지류 ․ 지천 농도(mg/L), N은 지류·지천 자료 수, Qj는
j번째 본류 구간 유량(m3/s), Cj는 j번째 본류 구간 농도(mg/L), M은 본류구간 자료 수를 의미한다. 오염물질 기
여율을 통해 (식 2)와 같이 오염기여도를 산정하였다.
지류·지천 오염물질 기여율
오염기여도  
지류·지천 유량 기여율

(2)

여기서, 오염기여도가 1보다 작으면 본류 수질에 좋은 영향을 주고, 1보다 크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3. 결과 및 고찰
지류 ․ 지천들의 오염기여도가 1 이상인 하천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50개) 중 BOD의 오염기여도가 1
이상인 하천은 22개였으며, T-P가 1 이상인 하천은 42개로 나타났다. 실제 하천 수질과 비교해도 오염기여도가
1 이상인 하천들은 대부분 수질이 좋지 않은 하천들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오염기여도 방법을 활용
한다면, 본류 수질에 부정적 하천을 선정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오염 기여도가 1 이상인 지류·지천
단위유역
영본A
영본B
영본C
영본D

수질항목
BOD
T-P
BOD
T-P
BOD
T-P
BOD
T-P
BOD

영본E
T-P

오염 기여도가 1이상인 지류·지천
대전천(1.6)
대전천(2.8), 진원천(1.7), 오례천(1.3), 용산천(1.1)
증심사천(1.3)
세하천(3.8), 서창천(1.6), 증심사천(1.3), 동화천(1.2), 광주천(1.1), 평동천(1.1)
감정천(1.8), 덕산천(1.3), 나주천(1.1), 오강천(1.1)
감정천(6.1), 나주천(4.6), 유곡천(2.9), 산포천(2.5), 영산천(2.4), 오강천(2.2), 장성천(2.0), 노안천(2.0),
덕산천(2.0), 봉황천(1.6), 대촌천(1.1)
무안천(1.9), 학교천(1.1)
무안천(2.7), 학교천(1.8), 함평천(1.3), 엄다천(1.3), 안국천(1.1)
삼포천(3.0), 도포천(2.6), 성남천(1.9), 영암천상류(1.8), 시종천(1.7), 당호천(1.5), 금곡천(1.5),
사천천(1.4), 석진천(1.4), 망월천(1.3), 약곡천(1.2), 덕암천(1.1), 호동천(1.1), 학사천(1.1)
당호천(8.7), 도포천(5.7), 석진천(3.9), 회문천(3.4), 삼포천(3.3), 사천천(2.6), 금곡천(2.3), 성남천(2.1),
약곡천(2.0), 시종천(2.0), 영암천상류(2.0), 덕암천(1.7), 대치천(1.7), 호동천(1.6), 학산천(1.4), 망월천(1.2)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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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및 임야 면적 비율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점 추정
정재운 ․ 김대훈 ․ 최동호 ․ 박서준 ․ 서현영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연구개발부

1. 서론
영산강 ․ 섬진강수계 농촌유역에 위치한 지류 ․ 지천의 경우 특별한 점오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의 토지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며, 이는 유역의 토
지이용관리는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유역의 농경
지 또는 임야 면적비율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점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농촌유역의 농경지와 임야 면적비율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점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대상하천은
총 45개(영산강 18개 하천, 섬진강 27개 하천) 지점이며,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하천말단에서 채수
하였다.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2018)에 준하여 분석하였고, 변동점 추정에 사용된 수질항목
은 BOD, TOC, T-P를 활용하였다. 각 하천의 토지이용 면적비율은 G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변동점 추정에
사용된 통계분석은 Buishand range test(Buishand, 1982)를 활용하였다. Buishand range test는 귀무가설이 검정
값이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대립 가설은 계열에 중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
는 검정법이다.

3. 결과 및 고찰
Buishand range test를 활용하여 농
경지(논과 밭) 면적비율과 임야 면적
비율에 따라 BOD, TOC, T-P 농도가
급변하는 변동점을 분석하였다. BOD
와 T-P의 경우 농경지 면적비율이
46% 이상을 차지한 하천에서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TOC의 경우 농경지 면적비율이
30% 이상인 하천에서 농도가 급격하
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
면적비율의 경우 BOD와 T-P의 경우
50% 이하인 하천에서 농도가 급격하
Fig. 1. 농경지 및 임야 면적비율에 따른 수질 변화.
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OC
의 경우 48% 이하인 하천에서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유역의 효과적인 하천
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농경지의 경우 30%이하로 관리하고, 임야의 경우 50% 이상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Buishand, T. A., 1982, Some methods for testing the homogeneity of rainfall records, Journal of Hydrology, 5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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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류지천의 BOD 유출특성
비교분석
최동호 ․ 정재운 ․ 김대훈 ․ 박서준 ․ 서현영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연구개발부

1. 서론
지류지천의 수질은 인위적인 영위 활동, 가축의 사육, 토지이용의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수질에 미치는 다양한 오염원의 현황을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의 축적, 그리고 신뢰할수 있는 해석과 분석이 중요하다(박재범 등,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류지천에 분포하는
오염원의 배출부하량과 실측 유달부하량과의 군집분석을 통해 지류지천별 유사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오염원 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지류지천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원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행정구역별로 6개의 오염
원(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산업계, 매립계, 양식계)을 산정하였다. 이후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산강수계 16개 지
류지천의 BOD 배출부하량을 재산정 하였다. 군집분석시 적용된 단위면적당 부하량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각 지류
지천 말단에서 수집된 유량과 수질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군집분석은 다양한 자료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군집화
한 후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준으로부터 시작하여 개별대상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나
무 모양의 계층구조(Dendrogram)를 상향식으로 형성해 가는 계층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개체간 거리는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 방법을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군집분석을 적용한 결과 관측 유달부하량을 적용시 감정천(Gj)은 다른 유역과 다른 특성을 보인 반면 배출부하량을
적용한 결과 영산천(Ys), 시종천(Sjo), 해보천(Hb), 식지천(Sji), 함평천(Hp), 고막원천(Gm), 당호천(Dh)과는 유사한 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부하량 적용시 축산계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측 유달부하량 적용시 다
른 특성을 보인 이유는 상류에 위치한 축산시설에서의 오염원의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류지
천의 오염물질 유출의 유사성 분석은 지류지천의 수질관리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실측 유달부하량

(b) 배출부하량

Fig. 1. 유달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을 활용한 지류지천별 군집분석 적용 결과.

4. 참고문헌
Park, J, B., Kal, B. S., Kim, S. M., 2019, Application of Multivariate Statistical Techniques to Analyze the Pollution
Characteristics of Major Tributaries of the Nakdong River,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21(3), 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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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유속시험과 전기비저항탐사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 분석
최광복 ․ 이상무 ․ 이상학 ․ 박기범1) ․ 안승섭1)
㈜에싸,

1)

경일대학교 SMART인프라대학 토목공학과

1. 서론
지하수의 유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경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층의 상태
와 더불어 지하수의 분포와 흐름방향 등의 유동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유향유속시험과 전기비저항탐사, 시추조사 등을 실시하여 획득한 지하수의 흐름방향, 지하수의 수
위변화 추이, 지층분포상태 등을 통해 지하수 유동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의 성상과 지반공학적 특성, 기반암 분포상태, 풍화도 및 파쇄정도를 파악하고, 시
료채취 및 원위치시험을 실시하였다.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여 지반의 강도, 상대밀도, 내부마찰각 등 지반정수
를 추정하였다.
시추공 내에 Borescope 장비를 삽입하여 심도별 주요구간에 대하여 지하수의 유향과 유속을 측정하여 흐름
을 파악하였다. 측정 소프트웨어는 Aquaview(v.8.0)를 사용하였다.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여 지하매질의 전기비저항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전위차를 해석하여 지하 구조에
대한 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시추조사
심도 6.5~12.0 m에 기반암이 분포하며, 이암이 우세하고 두 시추공 중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일부 구
간 사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구간 전반적으로 이암이나 셰일의 점토질 퇴적암이 우세하고 상대
적으로 투수성이 좋은 사암이 협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유향유속시험
지하수의 유향은 남서방향으로 216~236° 방향으로 유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속은 풍화토에서 4.23×.10-4
cm/sec, 연암에서 5.89×10-5~8.37×10-5 cm/sec 로 나타났다.
3) 전기비저항탐사
저비저항대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연결되며, 남서쪽으로 지하수가 유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비저
항대가 조사구간의 동쪽 상단과 서쪽 중앙부에서 넓은 영역으로 분포하며, 이러한 구간에서는 지하수의 유동량
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결론
저투수성의 이암, 셰일층이 주를 이루고 투수성이 좋은 사암층이 협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지질의 특성을 보
이며, 지하수의 흐름은 대수층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암층의 분포 경로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저비저항대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연결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암파쇄대의 분포
경로 혹은 지하수의 흐름 경로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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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집중호우특성 분석(경상남 ․ 북도를 중심으로)
김진성 ․ 강형민 ․ 서창우 ․ 이상민 ․ 이규하 ․ 김보현 ․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2020년 여름에는 50여일 이상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속된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낙동강 제방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고 많은 지역의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실제 시간당 70 mm 이상의 집중호우의 발생으로 많은 지
역들이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각 지역에서의 기상관측된 시간당 강수량이 특성을 비교·검토하여 풍수
해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7월부터 9월초 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강수와 순간최대
풍속에 대한 자료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위치한 기상청의 자료를 수집을 하여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금회 분석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의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의 강수와 순간최대 풍속을
조사한 결과 부산의 경우 8월 8일 163.1 mm로 최대일강우가 발생하였으며 최대 풍속은 21.7 m/s가 발생하였
다. 시간당 최대강우는 7.23일 22시에 70.3 mm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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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남도의 2020년 집중호우의 시간최대우량과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의 비교
김보현 ․ 강형민 ․ 서창우 ․ 이상민 ․ 이규하 ․ 김진성 ․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2020년 여름의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라는 기록과 태풍이 3개가 연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실제 시간당 70 mm 이상의 집중호
우의 발생으로 많은 지역들이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각 지역에서의 기상관측된 시간당 강수량이 특성
이 어떠하였는지 비교 ․ 검토하여 향후 풍수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위
치한 기상청의 강수자료를 시간단위로 집중호우기간에 수집을 하여 각 시군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 비교하
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위치한 기상청의 강수자료를 시간 단위로 집중호우기간에 수집을 하
여 각 시군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 비교하였다. 아래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
까지의 시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부산의 경우 1시간 최대강우가 70.3 mm 가 7월 23일 22시에 발
생하였으며, 2시간 최대강우는 94.5 mm, 3시간 최대강우는 107.8 mm로 조사되었으며, 부산광역시의 방재성능
목표강우량과 비교하였을 경우 방재성능목표강우량에는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부산지역의 강우량 비교

단위 : mm
1시간

2시간

3시간

부산광역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105

145

175

2020년 집중호우

70.3

94.5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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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중소규모 도시의 물복지 인자의 비교
이도경 ․ 안승섭 ․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과 사회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복지의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선
진국에 접근할수록 국민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복지
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물은 사회적 공공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은 매우 중
요한 사항이다. 아직도 아프리카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
실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및 물공급 등과 같은 물 환경이 우리나라에
내에서도 평등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대적 차별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자원
의 공급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지표로는 물 빈곤지수가 있으며 물 빈곤지수는 물을 충분히 이용가능한가에 대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실제 물 공급에 대한 만족도, 안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는 부족한 부분
이 있다. 물 빈곤 지수는 수자원의 양,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 1인당 GRDP, 5세 미만 영아 사망률, 교육지수,
1인 1일 급수량, 산업용수 비율과 제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농업용수 비율과 농업이 GRDP에서 차
지하는 비율, 수질, 비료소비량, 수질오염 적발율, 조수보호구역 지정 현황, 수자원관련 지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지적 개념의 물공급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 동일한 인자를
사용하더라도 개념의 전환이 물의 공급이 빈곤한가의 문제인식과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비용과 정부의
사회적 인프라 구성과 인구, 세대의 구성에 따른 물의 복지적 차원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물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물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적절한 요금체계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과 환
경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환경의 조성 등이 시민들에게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복지개념은 인구의 변화와 세대수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
화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대처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의 공급에 대한 안정성과 인프라 환경과 인구와 세대구성의 변화 등을 조사하여 경
상북도 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물 복지개념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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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유역의 갈수빈도 평가
이효진 ․ 안승섭 ․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기상의 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 특히나 가뭄의 발생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지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가뭄은 강수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강
수와 유량의 상관관계에서 갈수빈도에 의한 강수와 유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유역의 평균강수량과 댐유입량에 대해 갈수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강수에 의한 유량자료의 상
관관계와 비교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다목적 댐유역에 대해 강수량과 유입량 자료를 수집하여 갈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수량과 유입량 자료는 수자원종합정보(Wamis)에서 제공하는 일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K-Water에서 개발한 갈수빈도 분석프로그램인 NIDC-FAT을 이용하여 1~6월, 7~12월의 6개월간과, 1~12월
의 12개월에 대해 분석하였다.
강수량과 유입량에 대해 각각 갈수빈도 분석하여 적정 분포형을 선택하였으며, 빈도분석결과에 따른 강수량
과 유입량의 결과와 관측된 자료의 강수량과 유입량의 상관관계에서 유도된 회귀식과의 비교를 하였다.

Fig. 1. 안동댐 연강우-유출량 상관관계.

Fig. 2. 남강댐 연강우-유출량 상관관계.

Fig. 3. 임하댐 연강우-유출량 상관관계.

Fig. 4. 합천댐 연강우-유출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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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 해조류 중의 중금속 농도
감상규 ․ 조은일 ․ 고찬옥1) ․ 정갑섭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2)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제주도는 한 ․ 난류가 교차되는 해역으로서 각종 어 ․ 패 ․ 조류의 산란장 및 생육장으로서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육상오염원이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어 해조류 등의 수
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Ko et al., 2013), 해조류는 연안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생산자로서 중금속에
대한 다양한 결합기로 해수 중의 중금속에 대한 높은 농축계수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와 이를 섭취
하는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해조류를 대상으로 중금속 농도를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의 중금속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연안을 따라 제주도 연안
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육상양식장 배출구 4개지점 및 하수처리장 배출구 4개지점 등 8개지점, 그리고 이들
오염원으로부터 충분히 외해로 떨어져 있는 비교지역 4개 지점 등 12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시료채취는 스쿠
버다이버를 통하여 해조류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해조류는 모자반, 청각, 톳 등 식용 해조류 13건, 그 외 감
태, 우뭇가사리 등 가공용 해조류 23건 총 36건을 채취하였으며, 8종(As, Cd, Cr, Cu, Hg, Pb, Ni, Zn)의 중금속
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해조류 중의 중금속 농도는 감태, 모자반, 톳, 우뭇가사리 및 청각 중의 중금속 농도는 각각 Zn>As>Cu>
Cd>Ni>Cr>Pb>Hg, Zn>As>Cu>Cd>Pb>Ni>Cr>Hg, As>Zn>Cu>Cd>Ni>Cr>Pb>Hg, Zn>Cu>As>Ni>Cd>Cr>Pb>
Hg, As>Zn>Cu>Ni>Cr>Pb, Cd>Hg 순으로 나타났으며, Zn은 모든 해조류에서 20 mg/kg 이상을, As는 우뭇가
사리를 제외하고는 20 mg/kg 이상을, 우뭇가사리는 Cu가 As 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고, 기타 중금속의 농도는
채취 해조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채취지점의 특성에 따라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중금속
의 종류에도 큰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감태는 As, Cd 및 Hg에서, 모자반은 Pb에서, 우뭇가사리는 Cr과
Ni에서, 청각은 Cr과 Cu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였으며, 톳은 대조지역에서 As와 Cd가 높은 농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해조류의 갈조류(감태, 모자바, 톳), 홍조류(우뭇가사리) 및 녹조류(청각)의 분류에 따른 중금속
농도를 살펴보면, 갈조류에서는 As, Cd, Hg 및 Zn에서, 홍조류에서는 Cr, Cu, Ni, Pb 및 Zn에서, 그리고 녹조류
에서는 As가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4. 결 론
채취지점의 특성에 따라 채취되는 해조류의 종류는 달랐으며, 해조류 중의 중금속 농도는 Zn은 모든 해조류
에서 20 mg/kg 이상을, As는 우뭇가사리를 제외하고는 20 mg/kg 이상을, 우뭇가사리는 Cu가 As 보다 높은 농
도를 보였고, 채취지점의 특성에 따라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중금속의 종류에도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해조류의
분류에 따른 중금속 농도는 갈조류에서는 As, Cd, Hg 및 Zn에서, 홍조류에서는 Cr, Cu, Ni, Pb 및 Zn에서, 그
리고 녹조류에서는 As가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5. 참고문헌
Ko, H. J., Park, S. E., Cha, H. K., Cha, D. S., Koo, J. H., 2013, Coastal eutrophication caused by effluent from
aquaculture ponds in Jeju, J. Korean Soc. Mar. Environ. Safety, 19(4), 3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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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 패류 중의 중금속 위해도 평가
감상규 ․ 조은일 ․ 고찬옥1) ․ 정갑섭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2)

동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서론
해수 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은 체표면 또는 먹이 섭취를 통해 해양 생물체내로 유입되고, 먹이연쇄와 생물농
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먹이사슬의 최상위단계인 인간에 농축되어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Kim et
al., 2015) 중금속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중대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는 정착성 생물로 중금속에 노출될 경우 농축계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많이 섭
취하고 있는 패류를 대상으로 중금속 농도와 이의 섭취에 따른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의 중금속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연안을 따라 제주도 연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육상양식장 배출구 4개지점 및 하수처리장 배출구 4개지점 등 8개지점, 그리고 이들 오
염원으로부터 충분히 외해로 떨어져 있는 비교지역 4개 지점 등 12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시료채취는 스쿠버
다이버를 통하여 패류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패류는 소라, 보말고등 26건을 채취하였으며, 8종(As, Cd, Cr,
Cu, Hg, Pb, Ni, Zn)의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소라 및 보말고등의 근육부에서 중금속 농도는 각각 Zn>Cu>As>Cr>Ni>Cd>Pb, Hg, Zn >Cu>As>Cd,
Cr>Ni>Hg>Pb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취지점의 특성에 따른 중금속 농도는 소라의 경우, 하수처리장 배출구
지역은 As, Cd, Ni, Pb 및 Zn에서 높은 농도를, 그리고 대조지역은 Cd, Cr, Ni 및 Pb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으
며, 보말고등의 경우 육상양식장 배출구 지역은 Cr, Cu, Ni 및 Zn에서, 하수처리장 배출구 지역은 As, Cd, 및
Hg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대조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간 또는 낮은 농도를 보였다. 소라 및 보
말고등의 내장부에서 중금속 농도는 Zn>Cu>As>Cd>Ni>Cr>Pb>Cr의 순을 보였으며, 소라의 경우 근육에서와는
달리 Cd가 Cr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모든 중금속에 대해 근육부보다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었다.
패류의 근육부와 내장부의 중금속 농도를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 중금속은 근육 부위보다 내장 부위에 매
우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었고, 농축 비율은 Cd>Pb>Ni>Cr>Hg>Zn>Cu>As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d는
내장부가 근육부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축적되어 있었다.
채취한 패류 중의 중금속 농도에 대해 식품공전 기준에 적용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였으며, 또한
이들 수산물의 섭취에 따른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잠정주간섭취한계량과 비교한 결과 8종의 중금속 위해도
는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4. 결론
패류 중의 중금속은 대부분 근육 부위보다 내장 부위에 매우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었고 특히 Cd는 내장
부가 근육부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축적되어 있었으며, 채취한 패류 중의 중금속 농도를 식품공전 기준에 적용
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였으며, 잠정주간섭취한계량과 비교한 결과 섭취에 따른 중금속 위해도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참고문헌
Kim, K. T., Ra, K. T., Kim, J. K., Kim, E. S., Kim, C. K., Shim, W. J., 2015, Distribution of dissolved heavy metals
in surface seawaters around a shipyard in Gohyun Bay, Korea, J. Korean Soc. Mar. Environ. Energy, 18, 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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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재난발생 시 대응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주재현 ․ 최용준 ․ 이상호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물환경연구실

1. 서론
재해가 발생하면 물 공급이 중단되어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 시설은 시설 폐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국내에서는 호우, 태풍, 지진 등으로 상하수도 관련 환경 시설물에 많은 재난 피해
가 발생하곤 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환경 시설물 복원에 많은 돈이 투입되어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환경시설에 재난 발생 시 시설 내의 전문
가들이 비상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 하고 상황 별 대응 모듈을 개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Exsys corvi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규칙기반의 재난 대응 전문가 시스템에 탑재될 모듈을 개발하였다. 그림
1은 If-then 규칙에 대한 모식도이다.

Fig. 1. IF-Then 규칙에 대한 설명 모식도.

3. 결과 및 고찰
If-Then 규칙 기반 시스템은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로직 블록은 단위 공정 단위로
구축되어있어 정수장 단위 공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에서 개발된 Exsys Corvid 전문가 시스템은 적
절한 의사 결정을 위해 현장 전문가의 사고 논리를 시뮬레이션하는 지식 기반 시스템의 예입니다. 로직 블록은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논리 블록은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구현되어 결과
적으로 점수 (Notice, Caution, Warning, Danger)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가 재해에 대한 대응 계획 유
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되는 결과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합니다. 이 작업에서 개발한 의사 결정 지원 시
스템은 적절한 의사 결정을 위해 현장 전문가의 사고 논리를 시뮬레이션하는 지식 기반 시스템의 예입니다.

4. 참고문헌
Alibaba, Halil Z., Mesut B. Özdeniz, 2004, A building elements selection system for architects, Building and
Environment, 39(3), 307-316.
Sanyang, M. L., Sapuan, S. M., 2015, Development of expert system for biobased polymer material selection:
food packaging applicatio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52(10), 6445-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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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충주댐 유입하천의 주요 지표를 적용한 ‘안전한 물’
조사
황국선 ․ 최정동1) ․ 장인수1)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하절기에 강우 및 홍수가 많이 발생하던 패턴이 추절기에 많이 발
생하거나 추절기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이러한 패턴과 함께 홍수기 일수 ․ 강우량 ․ 유량발생량의 변
화, 가뭄일수 증가, 돌발강우 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잔류하고 있던 오염물질의 갑작스러운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발생된 부하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적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없고 제한급수까지 발생시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옥동교, 북벽교, 부수동교, 팔송교는 우리나라 주요
상수원 구역인 충주호(충주댐)에 유입되는 충주댐 유역 내 하천에 위치하고 있는 교량으로, 강우사상 발생시 직접 채수
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의 기준이 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령」의 생활환경 기준(수질)의 주요 지표를 적용하여 돌발강우 발생시 실시간으로 채수를 통한 부하량의 정도를 등급으
로 나타내어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수질샘플의 경우, 강우가 발생한 19.08.06~19.08.13(옥동교, 북벽교), 19.09.22~19.09.23(부수동교, 팔송교)에 교량에
서 직접 채수하였으며, 채수(2 L) 즉시 성상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얼음이 담긴 아이스박스에 저장하였다. 생활환경
기준(수질)의 주요 지표인 SS, BOD, COD TOC, T-P등은 실험실 복귀 이후 바로 실시하였으며, DO와 pH의 경우 현장
에서 채수 즉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결과, pH, DO, SS, BOD, COD, TOC, T-P, NTU 각각의 항목은 평균 7.18, 10.26 mg/L, 8.6 mg/L, 0.8 mg/L,
3.5 mg/L, 1.6 mg/L, 0.062 mg/L로 나타났으며, COD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부하발생시 “매우좋음”등급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COD는 유량,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약간좋음~매우좋음”을 나타냄으로 부수동교가 위치해 있는 원
서천 일원은 부하발생에 따른 대응 정도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Representative sample - Busudong Br(19.09.22∼19.09.23)
Content
10:08
12:20
14:20
15:50
17:30
19:40
21:00
00:40
08:00
23:00
Average

average
water-level(m)
1.12
1.15
1.18
1.24
1.27
1.33
1.34
1.37
1.31
1.21
1.25

Discharge
(m3/s)
2.52
2.88
3.26
3.93
4.52
5.47
5.63
5.15
5.14
3.65
4.22

pH
7.23
7.26
7.13
7.08
7.13
7.23
7.18
7.19
7.19
7.14
7.18

DO
(mg/L)
9.65
9.91
9.74
10.48
9.77
10.76
10.83
9.85
10.69
10.95
10.26

SS
(mg/L)
3.1
4.7
10.9
11.4
11.0
20.3
14.1
6.9
2.9
1.0
8.6

BOD
(mg/L)
0.9
0.8
1.0
0.9
1.0
0.9
1.0
0.6
0.4
0.5
0.8

COD
(mg/L)
2.8
3.0
3.2
4.0
4.6
4.2
4.0
3.6
3.4
2.2
3.5

TOC
(mg/L)
1.4
1.6
1.7
1.6
1.7
1.6
1.9
2.0
1.6
1.3
1.6

T-P
(mg/L)
0.045
0.060
0.086
0.089
0.089
0.090
0.075
0.049
0.022
0.019
0.062

4. 참고문헌
K-water, 2019,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기초조사사업 및 2020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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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강우 발생시 원서천 유역의 수리 ․ 수질특성 분석
황국선 ․ 장인수1) ․ 최정동1)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현재 이상기후의 강도와 빈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수자원 관
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유역인 원서천은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인 충주호의 유입되는
지류로 수량, 수질 등 수자원 관리 검증에 있어 좋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서천 하류
부수동교에서 유속측정과 채수를 통해 유량 및 수질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리·수질 특성을 분석해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집중호우가 나타난 2018.08.23.~09.02 및 2019.09.22.∼09.23(평수기~홍수기 발생시점)까지 전자파·회전식 유
속계를 이용해 부수동교를 횡단방향으로 이동하며 표면유속을 측정하였고, 하천의 단면적과 측정된 유속을 활
용해 유량을 산정하였다. 수질측정의 경우, 유속측정과 동일한 시점에 교량에서 채수하여 Temperature, pH,
DO, Conductivity, Turbidity 등은 휴대용 다항목 수질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그 외에 항목은 채수 즉
시 아이스박스에 저장하였다가 현장에서 복귀 후 수질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의 경우 MS
사의 Excel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유량-수위관계곡선.

Fig. 2. 유량-TOC 관계곡선.

표면유속계를 이용하여 유량-수위 관계곡선을 분석해 본 결과,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으며, R2 값이 0.9786였
다. 그리고 수질항목에 대한 R2 값은 Temperature 0.0553, pH 0.2899, DO 0.206, Conductivity 0.8388, Turbidity
0.4985, SS 0.5663, BOD 0.4963, TOC 0.6537, T-N 0.00002, T-P 0.0637의 값을 보임에 따라 Conductivity,
TOC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R2 값을 보였지만, 기존 홍수기 조사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Turbidity(18년 0.3782, 19년 0.0135), BOD(18년 0.3842, 19년 0.0074)는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Chun, J. A., Lee, E. J., Kim, D. H., Kim, S. T., Lee, W. S., 2020, Evaluation of near-realtime weekly root-zone
Soil Moisture Index (SMI) for the extreme climate monitoring web-service across East Asia, J. Korea Water
Resour. Assoc., 53(6), 409-416.
K-water, 2018,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K-water, 2019,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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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 부수동교 수질-유량 관계 특성 분석
전성수 ․ 최정동 ․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홍수기 집중호우로 여러 지역에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호소수를 오염시키고 있
다. 본 분석에서는 집중호우시 충주댐으로 유입하는 원서천의 부수동교를 대상으로 수위, 유량, 수질을 측정하
여 수질-유량 관계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홍수기의 유량변화와 수질의 관계특성을 파악하고자 유량측정과 병행하여 수질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항
목은 현장분석 항목인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탁도 그리고 실험실 분석을 통하여 BOD, COD, SS, T-N,
T-P, TOC등 총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분석 항목은 시료 채수후 즉시 휴대용 다항
목 수질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실 분석항목인 BOD, COD, SS, T-N, T-P, TOC 등 6개 항목은
전처리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였다가 빠른 시일내에 실험실에서 분석하였다.
항목

R2

회귀식

   

 

0.0199

pH

   

 

0.0043

DO

   

 

0.0135

   

 

0.0135

   



0.2559

   

 

0.0074

COD

   



0.5092

SS

   

 

0.1123

   

 

0.0074

   



0.1178

   



0.8589

Temp

Cond
NTU
BOD

T-N
T-P
TOC
주) Q: 유량 L : 수질

3. 결과 및 고찰
부수동교지점의 유량측정 성과와 유량측정시 동시에 측정한 각 수질항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가지 현장측정 항목의 경우, 유량과 탁도(NTU)가 약간의 상관성이 있었으나, 나머지 수온(Temp.), pH, DO, 전
기전도도(Cond.)의 상관성은 매우 낮아 결정계수(R2)가 0.15 이하였다. 실험실분석 항목 6가지중 유량과 TOC
의 결정계수가 0.8589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졌고, COD 또한 결정계수가 0.5092로 비교적 상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SS는 결정계수가 0.1123으로 상관성이 낮게 나왔으며, 나머지 BOD, T-N 그리고 T-P는 결정계수가
0.15 이하로 상관성이 매우 낮게 나왔다.

4. 참고문헌
K-water, 2019,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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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위 유출량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첨두유출량 산정
이정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수공구조물 설계의 기본이 되는 홍수빈도분석을 위해서는 시단위 이하의 첨두유량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짧은 시간간격의 첨두유량 관측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하여 유량을 산정해야 한
다. 이러한 방법은 매 홍수사상 각각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하고 검보정 과정도 여러번 거치게 되어 전문가 숙
련도가 요구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이용하여 시간단위 첨두유량을 산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국내 6개 댐유역에 적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충주댐, 소양강댐, 용담댐, 안동댐, 임하댐, 섬진강댐 등의 유입량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시간단위 첨두유입량
을 종속변수로, 첨두홍수가 발생한 날의 일평균 유입량과 그 하루 전, 후의 일평균 유입량을 입력변수로 하는
ANN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최적 구조는 몬테카를로 교차검증(Monte-Carlo Cross-Validation)을 통해 결정
하였다. Sangal(1983), Fill & Steiner(2003) 등 경험적인 첨두유량 산정 방법 적용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ANN
모형의 모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해 첨두유량의 관측치와 모의치간의 제곱근오차와 결정계수를 계산한 결과 기존의 경
험적인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은 임하댐 유역에 대해 ANN 모형과 Fill &
Steiner 방법 적용 결과를 비교하여 예시한 것으로 첨두유량이 과소산정된 Fill & Steiner 방법에 비해 ANN 모
형이 관측치에 보다 더 잘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ANN 모형
Fig. 1. 임하댐 유역 첨두유량 산정 결과.

(b) Fill & Steiner 방법

4. 참고문헌
Sangal, B. P., 1983, Practical method of estimating peak flow,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09, 549-563.
Fill, H. D., Steiner, A. A., 2003, Estimating instantaneous peak flow from mean daily flow data, Journal of
Hydrologic Engineering, 8, 365-369.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사업 “수공구조물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시스템 개발” 과제의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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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시 남한강 상류 주요 지점의 수위-유량 관계 특성
분석
전성수 ․ 최정동 ․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집중성이 매우
강하여 집중호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간의 집중호우 발생 일수는 급증하게 되었다. 특
히 여름철에 그 빈도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미래의 한국은 홍수 위험도는 상당
히 높아질 것이다. 댐,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 또한 취약해질 것이며, 기본 홍수량과 설계강우량 또한 전국적으
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집중호우시 남한강 상류 주요 지점인 판운교, 영월1, 삼옥교에서의 유
속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수위-유량 관계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전자파 표면유속계에 의한 유속측정은 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일정간격의
소구간으로 분할하여 유속계를 이동 설치하면서 물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
자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표면유속을 15회 이상 측정하였으며, 시기
는 집중호우가 일어났었던 ‘19.07~08에 측정하였다. 이 유속계는 주 ․ 야 측
정이 모두 가능하다.

3. 결과 및 고찰
지점에서의 유속측정 성과로 수위와 단면적,평균유속,
평균수심, 유량의 데이터를 산출하여 수위-유량 관계 특성
을 분석하여 관계곡선식을 유도하였다. 비교적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유도에 많이 이용되고, excel program에서 분
석이 가능한 지수식 형태의 식으로 분석하였다.
지수식(EXP)형 : 
Q
H
a,b

  

: 유량
: 수위
: 회귀계수

관측소명

적용수위(m)

관계식

R2

비 고

판 운
영월1
삼옥교

1.03 ≤ H ≤ 2.93
0.48 ≤ H ≤ 1.98
0.51 ≤ H ≤ 2.16

   
   
   

0.9996
0.9882
0.9768

   

4. 참고문헌
K-water, 2019, 충주댐유역 수자원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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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P5 및 CMIP6 기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기준증발산량 전망
김철겸 ․ 조재필1) ․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유역통합관리연구원 유역관리융합센터

1. 서론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적용되는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의
AR5에서 적용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의 대표온실가스 농도 외에 미래 사회
경제변화를 기준으로 인구통계, 경제발달, 복지, 생태계 요소, 자원, 제도, 기술발달, 사회적 인자, 정책 등 미래
의 사회경제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의 완화와 적응노력에 따라 총 5개의 시나리오로 구
분하고 있다.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SSP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RCP 시나리오보
다 전지구의 기온과 강수량 모두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수량과
기온을 비롯하여 기준증발산량을 대상으로 기존의 RCP 시나리오와 새로운 SSP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의 전망
에 대해 비교 ․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기준증발산량 산정을 위해 기온기반의 Hamon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표준화된 기준증발산량 산정방법인
FAO-56 Penman-Monteith 결과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정된 기준증발산량의 월별
편차를 분석하여 시공간적으로 보정된 계수를 적용하였다. 미래 기후자료는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
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RCP 시나리오(RCP 4.5, RCP 8.5)와 SSP 시나리오(SSP2-4.5, SSP5-8.5)에 대해
각각 29개와 19개의 GCM 결과를 활용하였다. 각 GCM 결과에 대해 기상청 60개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ation System) 지점을 대상으로 일 단위로 상세화된 자료를 도출하고, 최고/최저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ASOS 지점별로 과거 및 미래기간에 대한 기준증발산량을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국을 대상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 기온, 증발산량 모두 미래
후반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RCP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RCP 8.5 기준)에는 강수량은
최대 24%, 평균기온은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준증발산량도 기온의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최
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SSP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SSP5-8.5 기준)에는 강수량은 23%, 평균기온
은 42%, 기준증발산량은 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월별로는 강수량의 경우 여름철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평균기온과 기준증발산량은 겨울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월에서 과거기간보다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전반기(2021~2045년)에는 RCP 8.5와 SSP5-8.5 시나리오에서의 기준증발산량
증가율이 15% 이내였으나, 미래 후반기(2071~2095년)에는 상기 2개 시나리오에서의 기준증발산량이 모든 월에
서 과거기간보다 20∼4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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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재난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개발
주재현 ․ 최용준 ․ 이상호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물환경연구실

1. 서론
환경시설 내에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매
뉴얼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은 구체적이지 않고 적용하기가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처리 환경시설 중 하나인 하수처리장 내에 재난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에 걸
맞는 대응 행동요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Exsys corvi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규칙기반의 재난 대응 전문가 시스템에 탑재될 모듈을 개발하였다. 그림
1은 If-then 규칙에 대한 모식도이다.

Fig. 1. IF-Then 규칙에 대한 설명 모식도.

3. 결과 및 고찰
재난 재해에 의한 갑작스런 수질 오염으로 인한 비상사태 시 대응 의사 결정을 위한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
템을 개발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절차를 전문가가 알아보기 쉬운
룰 기반의 규칙으로 전환하였다. 이 접근 방식은 긴급 상황에서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의사결정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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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 자료 오차에 따른 빈도홍수량의 불확실성 평가
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미계측유역의 빈도홍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지수홍수법을 이용한 지역홍수빈도분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량 자료의 오차에 따른 빈도홍수량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홍수량 자료에 대하여 무
작위 오차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자료에 기반하여, 지수홍수법 적용시, 주요인자인 지수홍수(평균홍수량)와 무
차원성장곡선(분위수) 및 지역홍수빈도분석 결과인 빈도홍수량을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의 경우, 수문학적인 동질지역의 다지점에 대한 홍수량 자료의 부재로 수문모형을 이용한 홍수량 자료생
성을 통하여 다지점의 연최대홍수량 자료를 구축하였다(Kim et al., 2019). 분석대상홍수량 자료는 충주댐 상류
유역(6,648 km2)의 22개 지점이며, 생성된 22개 지점의 연최대홍수량 자료에 대하여 10, 20, 30% 무작위 오차
를 각각 1,000회씩 발생시켜, 지역홍수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오차별 결과를 Box-Plot의 형태로 분석하였으
며, 그림 1의 경우, 홍수량 자료에 대한 20%의 무작위 오차를 발생시킨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홍수량 자료 오
차가 20%일 경우, 분위수, 빈도홍수량은 각각 약 5, 10% 이내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Fig. 1. Regional quantile and probability floods at Chungju Dam (error 20%).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홍수량 자료에 무작위로 부여한 오차들에 대하여 지수홍수(평균홍수량), 무차원성장곡선(분위
수), 빈도홍수량에 대하여 지역홍수빈도분석 결과의 평균적인 거동을 고찰하였다. 평균홍수량의 경우, 분석대상
홍수량 자료의 평균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지역적인 분위수 및 빈도홍수량의 경우, 무작위오차 및 재현
기간이 증가할수록 변동성이 점점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홍수량 자료의 발생오차에 비하여 지역홍수빈도분석
결과인 빈도홍수량은 작은 변동성을 보였다.

4. 참고문헌
Kim, N. W., Jung, Y., Lee, J. E.. 2019, Spatial propagation of streamflow data in ungauged watersheds using
a lump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Water and Climate Change, 10(1), 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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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환경의 인공 방사능 축적 경향 조사
채진욱 ․ 이유정 ․ 박양진 ․ 임용승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팀

1. 서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진도 9.0 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 일어난 방사능 누출 사고이
다. 이 사고로 방사성 물질인 I-131, Cs-134, Cs-137이 누출되었고(Shozugawa et al., 2012), 국제적으로 많은 관
심과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I-134와
Cs-134는 불검출이며 Cs-137은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나, 94년도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 Cs-137의 농도 변동
범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과거 핵실험의 잔존물로 추정되고 있다(KINS, 2019). 그럼에도 후쿠시마 원자
력 발전 사고 이후 시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기술원 외 여러 공공기관에서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도의
부산광역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축적 경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부산시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5 km 이내부터 최대 50 km 까지 총 33지점을 조사하였다. 시료
는 대기와 강수, 해수, 하천수, 먹는물, 토양으로 선정하였다. 지점별로 대기와 고리원전 인근은 월 1회, 해수담
수화 시설은 분기별로, 연안해수와 해수욕장, 먹는물 및 토양은 반기 별로 조사하였다. 감시 항목은 감마핵종
Cs-134, Cs-137, I-134 및 베타핵종 삼중수소이다. 해수의 Cs-134, Cs-137의 경우 AMP 공침법으로 전처리하였
고, 그 외 시료의 I-131, Cs-134, Cs-137은 증발 농축법으로 전처리한 다음, HPGe 검출기(CANBERRA)를 이용
한 감마선 분광 분석법으로 정량하였다. 삼중수소는 KMnO4와 Na2O2로 유기물과 Cl- 이온을 제거 및 증류하여
액체섬광계수기(PerkinElmer)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기간 동안 대기, 강수, 하천, 먹는물(지하수, 약수터)에서는 감마핵종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감기가
30년인 Cs-137은 고리원전 인근 해수에서 0.00101~0.00237 Bq/L, 해수담수화 시설에서는 0.00132~0.00205
Bq/L로 검출되었고, I-134 및 Cs-134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미량의 Cs-137 농도는 우리나라 해수의
Cs-137 농도 변동 범위 수준이며 과거 핵실험의 잔존물로 추정된다(KINS 2019). 토양에서는 불검출~4.38
Bq/kg-dry로 해수보다 비교적 상당히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해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토양의 Cs-137
농도 변동 범위 수준이다. 토양 입자에는 수산기와 같은 다양한 친수성 표면 작용기가 존재하며 Cs-137은 모든
pH에서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친화도가 매우 높아 자연 토양에 대한 흡착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erraro et al., 2015., 천경호, 2014). 삼중수소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이었다.

4. 참고문헌
천경호, 최정학, 신원식, 최상준, 2014, 자연토양 및 카올린에 대한 코발트, 스트론튬, 세슘의 흡착 특성, 한국환경
과학회지, 23(9), 1609-1618.
Ferraro, A., Fabbricino, M., van Hullebusch, E. D., Esposito, G., Pirozzi, F., 2015, Effect of soil/contamination
characteristic and process operational conditions on aminopolycarboxylates enhanced soil washing for heavy
metals removal: a review, Review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Bio/Technology, 15(10), 111-145.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19, 해양환경방사능조사 보고서, 1-92.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19, 전국환경방사능조사, 1-223.
Shozugawa, K., Nogawa, N, Matsuo, M., 2012, Deposition of fission and activation products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Environ. Pollut., 163, 2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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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AT Simulator를 이용한 복합 수처리공정 모사
김태욱 ․ 조선주 ․ 조대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서론
하폐수 처리공정 모델링 프로그램인 STOAT(WRc)를 사용하여 변형A/S, 질소통합공정 등 복합 수처리 Case
에 대해 컴퓨터 모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표준활성슬러지 공정의 모사 입력 예시
폭기조
volume(m^3)
Volume distribution:
Feed distribution:
Return activated sludge distribution:
Minimum Kla (1/h):
Maximum Kla (1/h):
Dissolved oxygen set point (mg/l):
Stage where DO is to be measured:
Soluble BOD (mg/l):
Ammonia (mg/l):
Nitrate (mg/l):
Soluble phosphate (mg/l):
Dissolved oxygen (mg/l):
MLSS (mg/l):
Viable autotrophs (mg/l):
Non-viable autotrophs (mg/l):
Viable heterotrophs (mg/l):
Non-viable heterotrophs (mg/l):

1차 침전지
400
1
1
1
2
10
2
1
0
0
0
0
0
3000
1
0
100
0

volume(m^3)
surface area(m)
sludge solid(%)
2차 침전지
surface area(m)
depth(m)
Feed depth(m)
Change at time (h):
RAS flow (m?h):
RAS ratio:
Sludge wastage flow (m?h):
Wastage pump run time (h):
Wastage cycle time (h):
유입수
flow(m^3)
Temp
soluble BOD(mg/l)
Particulate BOD(mg/l)
Volatile solids(mg/l)
Ammonia(mg/l)

300
150
5
250
2
1.5
0
20
1
20
24
24
150
25
200
10
100
10

3. 결과 및 고찰

Fig. 1. 표준활성슬러지 공정의 모사 결과 예시.

4. 참고문헌
Y. N. Gaoa et al, 2016, Operation and management of Liaoning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by STOAT
Simulation, MATEC Web Conf.,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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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펄스전기장의 인가전압과 온도가 칼슘 농도의 저감에
미치는 영향과 속도론적 해석
김담하1) ․ 김재현 ․ 장인성1)
호서대학교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1)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용해도곱상수 (Ksp)가 작은 탄산칼슘 (CaCO3)에 의해 주로 배관 내에서 발생하는 스케일 형성은 통수능력 및
열교환기의 열전달 효율을 낮추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의 원인이 되며 장비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
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고전압 임펄스 (High Voltage Impulse, 이하 HVI) 기술을 이용하여 수중 칼슘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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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HVI 기술을 이용하여 수중의
Ca2+을 CaCO3로 석출시켜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HVI 인가전압과 온도에 따른 Ca2+ 농도의 저감 효과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속도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CaCl2와 NaHCO3를 초순수에 용해시켜 100 Ca2+ mg/L의 초기농도를 가지는 인공시료를 제조하였다. HVI
장치는 전력 4.5 kW 최대 인가전압 30 kV, 펄스 길이 4–40 μs, 주파수 100–300 Hz로 조절 가능하도록 제작하
였다. 발생된 전압과 전류의 파형은 오실로스코프 (104xi-A, Lecroy Inc., US)로 관찰하였다. 항온수조를 이용하
여 시료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HVI를 인가한 후 일정 시간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Ca2+ 농
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HVI 반응기 내 시료의 온도를 각각 25°C, 40°C, 60°C로 조절하고, HVI 인가전압을 5 kV, 10 kV, 15 kV로
변화시켜가며 시간에 따라 Ca2+ 농도를 측정하였다. HVI 인가전압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Ca2+ 농도는 감소하였
다. CaCO3 생성반응은 Ca2+과 HCO3- 각각 1차반응이어서 전체 반응차수는 총 2차반응으로 나타났다. Ca2+ 농
도 감소 자료를 이용하여 반응속도상수, k를 구하였고 이를 Table 1 에 정리하였다. 25°C, 0 kV의 조건과 60°C,
15kV 조건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반응속도상수 (k) 값이 약 6.88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reaction rate constants (k) under different T and applied voltage
rate constant (k), L/(mmol․day)
Temperature

applied voltage, kV
0

5

10

15

25℃

2.6×10-3

4.1×10-3

5.5×10-3

7.9×10-3

40℃

2.9×10-3

6.0×10-3

7.9×10-3

8.7×10-3

60℃

-3

3.2×10

-3

13.4×10

-3

14.7×10

17.9×10-3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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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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275 nm) LED를 이용한 대장균 (E.coli) 살균과
속도론적 해석
김경래 ․ 장인성 ․ 유순재1)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

1)

주식회사 라이트전자

1. 서론
자외선 (UV)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크게 UV-A (315-400 nm), UV-B (280-315 nm), UV-C (100-280 nm)로
구분한다. 살균 및 소독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UV-C 영역의 파장으로 수은램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은
램프는 소비전력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수명이 다하여 폐기할 때 수은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
다. 반면에 UV-LED (Light Emitting Diode)는 수은램프에 비해 작고 소비전력 측면에서 수은등보다 경제적이
며 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장점이 있다. 또한, UV-LED는 발광 파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UV-C 영역의 275 nm 파장을 발광하는 UV-LED를 제작하여 대장균 (E.coli)을 살균하고 살균특
성을 속도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UV-LED를 이용한 살균 장치는 1.7 L의 용량을 갖는 원통 내부에 총 384개의 UV-LED를 삽입게 제작되었
다. UV-LED의 전류를 조절하여 살균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전류 10mA로 조절된 램프의 단위면적당 전력이
0.58 W/cm2이었고, 30 mA에서는 1.74 W/cm2이었다. 살균대상 미생물은 대장균(ATCC8739, KCCM)을
Nutrient broth 배지에 접종하여 정온 배양기에서 37℃로 24시간 배양하여 살균 실험 직전에 필요한 초기 균체
수로 희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UV-LED의 전력밀도가 0.58 W/cm2, 90분 접촉 시간에서 2 log 사멸율을 보였다. 전력밀도가 1.74 W/cm2로
증가하면 90분 접촉시간에서 4 log 사멸율을 보였다. 또한, 동일 전력에서 초기균체량이 적을수록 더 짧은 시간
에 대장균이 사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장균의 살균 속도를 Chick 1차반응으로 해석하였다. 즉, UV-LED에



의한 대장균 사멸자료를 ln   식을 이용하여 반응속도 상수, k를 구하였다. UV-LED의 전력밀도가 0.58



W/cm2에서 k=0.0384 min-1이었고, 전력밀도 1.74 W/cm2인 경우에 k=0.0916 min-1로 2.4배로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요약하면 파장 275 nm를 갖는 UV-LED를 이용하여 0.58 W/cm2 ~ 1.74 W/cm2의 전력밀도로 대장균
을 살균하였을 때 2-4 log 사멸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참고문헌
Alonso, J. M., Gacio, D., Calleja, A. J., Ribas, J., Corominas, E. L., 2012, Astudy on LED retrofit solutions for
low-voltage halogen cyclelamps, IEEE Trans. Ind. Appl., 48, 1673-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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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조한 Na-A 제올라이트계 흡착제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 흡착 특성
김희애 ․ 정주성 ․ 강혜영 ․ 문성준1) ․ 현성수2) ․ 이창한1) ․ 감상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경연구원

1. 서론
화산지역이라는 제주의 지형학적으로 다량 산재해 있고, 부존 천연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
이 되고 있는 스코리아를 채취하여 용융/수열합성 공정을 이용하여 Na-A계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고 이의 이온
교환/흡착 특성을 활용하여 양돈분뇨 중의 고농도로 존재하여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성 질소 흡착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올라이트의 합성은 Lee et al.(2018)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화도 높은 제올라이트계 흡
착제를 제조하였고, 제조된 합성 제올라이트를 XRD, XRF 및 S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합성 제올라이트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흡착은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의 양, 오염물질의 농도, 반응시간, 반응
pH 등에 따른 다양한 반응 인자에서 오염물질의 흡착능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조된 합성 제올라이트는 XRF로 검토한 결과 SiO2/Al2O3 몰비는 순수 Na-A 제올라이트의 몰비와 거의 유
사한 수준을 보였고, XRD로 순수 제올라이트의 특성 피크와 거의 동일한 위치임을 확인하였으며, 결정화도는
순수 Na-A 제올라이트의 38.9%를 보였다. 그리고 SEM으로 Na-A형 제올라이트의 광학적인 특성인 약 1.0 ~
2.0 ㎛ 크기의 정육면체의 결정구조로 표면이 변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
조된 합성 제올라이트는 Na-A 제올라이트계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Na-A 제올라이트계에 의한 NH4+-N의 흡착 특성을 검토한 결과, 흡착평형시간은 30분 이내에 도달하
였으며, 흡착능은 초기 NH4+-N 농도 50 mg/L에서 제주 스코리아에 비해 200배, 순수 제올라이트의 56%를 보
였다. 초기 pH의 영향에서 pH 3에서 pH 7로 증가함에 따라 흡착능은 증가하였으나 pH 7 이상에서는 감소하였
고, 제올라이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은 높아지나 평형흡착량은 감소하였다. Na-A 제올라이트계에 의한
NH4+-N의 흡착 속도는 유사 1차 속도식 보다는 유사 2차 속도식에 의해 잘 예측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NH4+-N의 등온흡착실험결과는 Freundlich 등온식보다는 Langmuir 등온식에 더 잘 만족하였으며, Langmuir 등
온식으로부터 구한 최대흡착량은 31.3 mg/g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양돈 용융/수열합성 공정으로 제조된 합성 제올라이트는 XRF, XRD 및 SEM으로
Na-A 제올라이트계 물질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NH4+-N의 흡착은 유사 2차 속도식 및 Langmuir 등온
식에 부합하였으며 최대흡착량은 31.3 mg/g으로 나타났다.

5. 참고문헌
Lee, M. G., Park, J. W., Kam, S. K., Lee, C. H., 2018, Synthesis of Na-A zeolite from Jeju Island scoria using
fusion/hydrothermal method, Chemosphere, 207,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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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genomics를 이용한 하수처리시설 항생제 내성 미생물
검측 연구
이기한 ․ 유근제
한국해양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산업화 및 도시화와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물순환 및 수질에 하수 유출수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
으며, 특히, 다른 환경매체와 달리 하수환경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비교적 높고, 다양
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박테리가 유입되고 증식될 수 있는 hotspot으로 여겨지고 있다 (Guo et al., 2017; Yoo
et al., 2020).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도시 하수처리시설 내 항생제 오염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Guo et al.,
2017; Yoo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Shotgun Metagenomics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하
수처리시설 내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박테리아의 분포와 항생제 오염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 군데의 부산시 하수처리시설의 협조를 통해 유입수-생물반응조-유출수 샘플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샘플별로 DNA를 추출한 후, quality filtering이 통과된 샘플들만 마크로젠에 sequencing을 진행하였다.
low quality 염기서열을 제거한 뒤, 현재 국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공신력이 높은
Comprehensive Antibiotic Resistance Database (CARD)를 이용하여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https://card.mcmaster.ca/). 보다 정확한 미생물 군집 파악을 위해 의료 및 미생물 생태, 환경 분야에서 널리 활
용하고 있는 MetaPhlAn2 프로그램(http://huttenhower.sph.harvard.edu/metaphlan/)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였으며, 모든 bioinformatics 분석은 linux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조사를 진행한 네 군데의 하수처리시설에서 검측된 항생제 내성물질은 총 24개 물질이었으며,
multidrug resistance와 MLS resistance, tetracycline resistance가 높은 빈도로 검측이 되었다. 이 세 가지 항생제
가 전체 검측된 항생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제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ac2-1, OXA resistance gene, ermF, ceoB, tetG, tetP 일부 내성 유전
자는 유출수에서도 제거가 되지 않거나 처리 과정 중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부산시 하수
처리시설이 항생제에 이미 오염이 되었으며, 유출수에서 항생제 내성이 전파되고 전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Guo, J., Li, J., Chen, H., Bond, P. L., Yuan, Z., 2017, Metagenomic analysis reveals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s hotspots of antibiotic resistance genes and mobile genetic elements. Water Res., 123, 468-478.
Yoo, K., Yoo, H., Lee, J., Choi, E., Park, J., 2020, Exploring the antibiotic resistome in activated sludge and
anaerobic digestion sludge in an urban wastewater treatment plant via metagenomic analysis. J. Microbiol.,
58, 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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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제주화산석 유래 제올라이트화 물질
결정화 특성
문성준 ․ 감상규1) ․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제주도 기생화산(오름) 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는 스코리아(Scoria)는 화산암, 화산모래, 화산회 등이 혼합되어
있다. 스코리아의 겉보기 밀도는 0.65~0.75 g/cm3으로 모래의 1.60~1.70 g/cm3에 비해 낮은 편이며, 흡수율과
SiO2와 Al2O3의 함량이 각각 17.7~32.5%와 60%를 나타내며, 다공성, 저밀도 및 이온교환능력과 같은 물리화학
적 특성 때문에 경량골재, 흡착제, 화장품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Yoon, 1995; Gündüz,
2008). Novembre et al.(2004)은 이탈리아 Crotone Basin 화산석으로부터 Na-X 제올라이트를 합성시 반응조건
에 따라 합성되는 제올라이트의 결정화 특성 및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Tanaka and Fujii(2009)은 비산재와
NaOH 수용액을 혼합하여 수열합성을 통해 SiO2/Al2O3 비를 1로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Carlos et al.(2009)은
kaolinite와 NaOH를 혼합하여 100℃에서 6~120시간 동안 교반하여 합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융/수열합성법(fusion/hydrothermal method)을 사용하여 제주화산석을 제올라이트화 물질로
합성하는 결정화 요소를 찾는 것이다. 결정화 요소는 결정화 온도/시간 및 NaOH/CFA 비로 구성하였다. 제올라
이트 물질의 형태적인 특성은 SEM, XRD 및 XRF로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화산석을 이용한 제올라이트 합성은 선행연구 (Lee et al., 2018)에서 제시한 융융/수열합성법의 실험절차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한 제주화산석으로부터의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합성은 숙성시간, 결정
화 시간, 결정화 온도 및 NaOH/Scoria 비와 같은 다양한 결정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적화된 결정화 요소는
숙성시간 5 h, 결정화시간 5 h, 결정화 온도 90℃ 및 표준화된 NaOH/Scoria 비가 1.0-1.5에서 최적으로 제올라
이트화 물질 결정화도를 나타내었다.

4. 참고문헌
Carlos, A. R., Williams, C. D., Clive, L. R., 2009, A comparative study of two methods for the synthesis of
fly ash-based sodium and potassium type zeolites, Fuel, 88(8), 1403-1416.
Gündüz, L., 2008, Use of quartet blends containing fly ash, scoria, perlitic pumice and cement to produce cellular
hollow lightweight masonry blocks for non-load bearing walls, Const. Build. Mater., 22(5), 747-754.
Lee, M. G., Park, J. W., Kam, S. K., Lee, C. H., 2018, Synthesis of Na-A zeolite from Jeju Island scoria using
fusion/hydrothermal method. Chemosphere, 207, 203-208.
Novembre, D., Di Sabatino, B., Gimeno, D., Garcia-Vallès, M., Martínez-Manent, S., 2004, Synthesis of Na–X
zeolites from tripolaceous deposits (Crotone, Italy) and volcanic zeolitised rocks (Vico volcano, Italy),
Microporous Mesoporous Mater., 75(1), 1-11.
Tanaka, H., Fujii, A., 2009, Effect of stirring on the dissolution of coal fly ash and synthesis of pure form Na-A
and -X zeolites by two step process, Adv. Powd. Tech., 20(5), 473-479.
Yoon, J. S., 1995, A Study on parasitic cones of the Northern parts of Jeju Island, Korea, Bull. Mar. Res. Inst.,
Jeju Nat. Univ., 19,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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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가 코팅된 Screw Sheet가 내장된 원통형 UV 반응기에
의한 항생제 Enrofloxacin의 광촉매 분해 특성
이민정 ․ 이창한1) ․ 감상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환경 중 항생제 노출은 우리 실생활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개발되었으
나 항생제 종류에 따라 권장량에 비해 오용 ․ 남용되면서 수환경에 다양한 농도로 검출되고 있으며, 수생태계 및
인간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처리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생제 중
최근 2019년도 제주뉴스를 떠들썩하게 하였으며, 항생제 계란으로 논란 있었던 Enrofloxacin의 TiO2가 코팅된
Screw Sheet가 내장된 원통형 UV 반응기에 의한 광촉매 분해특성을 연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 제거대상인 항생제 Enrofloxacin 시료는 표준품을 사용하였으며, 메탄올 10%에 3차 증류를 혼합하여
시료용액을 제조하였고,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분말형태인 TiO2 대신 원통형 UV 반응기 안에 내장된 Screw
Sheet에 TiO2를 코팅한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실험조건 영향인자로 전력량(램프 수)의 영향, 초기농도의 영향,
pH변화의 영향, 염분의 농도 영향, H2O2의 주입량의 영향을 토대로 항생제 제거효율 및 제거 특성을 알아보고,
공정의 반응 최적화를 위한 반응인자별 제거효율을 계산하였다. 반응시간은 240분까지 하였고, 분석기기로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을 통한 통계해석방법으로 Minitab 16을 이용하여 반응표면분석법에
따라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실험조건 영향인자별 제거효율
실험조건 영향인자별 제거효율은 전력량(램프 수)의 영향 Lamp4>Lamp2>Lamp1>Uncoated Lamp1 순이며,
초기농도의 영향은 1ppm>5ppm>10ppm>20ppm 순이고, pH변화의 영향 pH7>pH5>pH9>pH3, 염분의 농도 영향
으로 10‰>20‰>30‰, H2O2의 주입량의 영향은 3×10-2M>1×10-3M>6×10-2M 순으로 나타났다. 제거효율은 전력
량은 높을수록, 초기농도가 낮을수록 pH는 중성일수록 염분은 낮을수록 빠르게 처리되었으며, H2O2 주입량 농
도를 3×10-2M까지 증가시켰을 때 제거효율이 가장 좋았으나 6×10-2M로 증가시켰을 때 제거효율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2. Minitab 16을 통한 항생제 분해 특성
Enrofloxacin의 제거효율이 종속변수이며, 실험결과 주요 영향 인자로 전력량(램프 수), 초기농도, 반응시간,
H2O2의 주입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최적화된 통계분석을 하였다. 반응 최적화에서
산출한 인자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거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조건은 UV Lamp의
수 3개, 초기농도 10 ppm, 반응시간(min) 200 min, H2O2 주입량 25 mM로 나타났다.

4. 결론
실험을 통한 결과 값을 토대로 반응 최적조건을 이용하여 선별된 4가지 인자를 분석한 결과 요인별 상호작
용을 통해 변수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반응표면분석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인자에 대하여 예측하
고,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TiO2가 코팅된 Screw Sheet UV 반응기는 항생제 Enrofloxain 제거
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참고문헌
Kim, K. S., 2013,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ntibiotics degradation using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reactor., PhD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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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불활성화
박영식 ․ 김동석1)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1. 서론
밸러스트수 처리에 사용되는 공정 기술은 두 가지의 일반 유형이 있다: 고-액 분리와 소독 공정. 고체-액체
분리 공정은 큰 부유 미생물을 포함하여 단순히 부유 고형물을 분리하는 공정이며, 소독 고정은 신화성 살생물
제나 비산화성 살생물제를 이용하거나 UV 광, 열 또는 캐비테이션 등의 처리를 통해 미생물의 물리화학적 불
활성화, 탈산소를 통해 미생물을 질식시키는 공정 등이 있다(Moreno-Andrés, et al., 2016). 본 연구는 밸러스트
속에 존재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델 미생물로 Artemia sp.을 선정하여 플라즈마 처리가
Artemia sp.의 불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플라즈마 불활성화 시스템은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으로. 플라즈마 반응기는 반응부피가 2 L 이었다. 플
라즈마 모듈은 유전체인 석영관과 방전 전극인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영관은 외경이 20 mm, 내경이 17
mm이다. 티타늄은 직경이 4 mm이며, 전체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다. 플라즈마 모듈은 유전체 내부 중간에 티타
늄 방전 전극이 위치해 있으며, 원형 아크릴 반응기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본 실험실 규모 반응기에서는 1조를
장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기 플라즈마 공정에서 플라즈마의 고전압에 따른 Artemia sp.의 개체수 변화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공기
량이 2.5 L/min, 반응시간이 15초인 조건에서 Fig. 1에서 보듯이 고전압이 9.0 kV에서 완전 처리가 어려웠다.
고전압이 증가하면 초기 반응속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Artemia sp.가 사멸되는 시간도 짧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8 kV에서 100% 불활성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72시간, 16과 20 kV에서 48시간으로 나타나 전력을 고려한
최적 kV는 16 kV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실험부터는 16 kV에서 실험하였다. 이때 플라즈마 공정을 16 kV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56 W의 전력이 플라즈마 전원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rtemia sp. (number/mL)

60
Control
9.0 kV
12.8 kV
16.0 kV
20.0 kV

50
40
30
20
10
0

0

20

40

60

Time (h)

Fig. 1. Effect of high voltage on Artemia sp. inactivation of air plasma with batch operation mode.

4. 참고문헌
Moreno-Andrés, J., Romero-Martínez, L., Acevedo-Merino, A., Nebot, E., 2016, Determining disinfection
efficiency on E. faecalis in saltwater by photolysis of H2O2: Implications for ballast water treatment, Chem.
Eng. J., 283, 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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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혐기성소화의 메탄생성반응에 대한 암모니아
저해영향 조사
이준엽 ․ 이태윤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혐기성 소화 기술은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용이하고, 유기물 저감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생산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 기술로 각광받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전국 거점 도시에 중앙집중형 실규모 설비들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
물류폐기물 혐기성 소화 공정에서는 고농도 단백질 분해에 따른 암모니아 축적이 미생물 저해 주요 인자로 고
려되고, 유입 성상 및 처리 효율에 따라 그 농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메탄생성반응에
대한 저해 영향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농도를 변인으로 하여 암모니아가 음식물류
폐기물 혐기성 소화의 아세트산이용메탄생성반응(AM)과 수소이용메탄생성반응(H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
가하였다. A 시의 실규모 음식물류폐기물 혐기성 소화조액을 채취하여 네가지 다른 암모니아 농도(0.5, 3, 3.5,
5.5 g NH4+-N/L)에서 수소이용성메탄균과 아세트산이용성메탄균에 대한 각각의 Specific methanogenic activity
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해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저
해영향이 측정된 5.5 g NH4+-N/L에서는 AM, HM 반응 모두 약 40% 가량의 저해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발표자료에 수록할 예정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농도를 변인으로 하여 암모니아가 음식물류폐기물 혐기성 소화의 아세트산이용메탄
생성반응(AM)과 수소이용메탄생성반응(H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A 시의 실규모 음식물류폐기
물 혐기성 소화조액을 채취하여 4가지 다른 암모니아 농도(0.5, 3, 3.5, 5.5 g NH4+-N/L)에서 수소이용성메탄균
과 아세트산이용성메탄균에 대한 각각의 Specific methanogenic activity test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해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저해영향이 측정
된 5.5 g NH4+-N/L에서는 AM, HM 반응 모두 약 40% 가량의 저해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발표자료에 수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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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소화 유용 메탄균인 Methanosarcina 에 대한
황화수소 저해영향 조사
이준엽 ․ 이태윤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혐기성 소화 공정은 미생물의 생화학적 반응에 기반한 생물학적 공정으로 유기성폐수 및 폐기물 처리 및 에
너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기초 및 산업화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
는 기술이다. 혐기성 소화 공정은 가수분해반응, 산생성반응, 아세트산생성반응, 메탄생성반응으로 구성되며, 특
히 이 중 마지막 단계인 메탄생성단계는 율속단계로 고려되며 공정 효율 및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중요 단계이다. Methanosarcina는 대표적인 아세트산이용성메탄균으로 고농도 아세트산농도에서 빠른 성장
이 가능하여 유기산 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소화조의 회복에 미생물 제제로써 활용 잠재성이 높은 유용 미
생물이다. 음식물류폐기물과 같은 고농도 단백질 함유 유기성 폐기물 및 특정 산업폐수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
소를 함유하거나 소화 공정 중 축적상황이 유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메탄생성균의 저해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나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황화수소 농도 (50 ~ 900 mg/L)가 Methanosarcina의 메탄생성반응(lag time, 메탄생성속도 및
메탄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specific methanogenic activity test를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황화수소 농도가 증가함에 lag time, 메탄생성속도의 저해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탄
생성량에는 유의미한 저해영향이 없는 것 나타났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발표자료에 수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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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한 정수 슬러지의 인 제거 특성 연구
Truong Van Tuan ․ 김동진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다량의 응집제를 사용하여 원수에 함유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이때 부유물을 함
유한 슬러지는 주로 응집침전지와 여과지 역세수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적절한 농축과 탈수 과정을
통해 슬러지 케익으로 반출된다. 응집제로는 주로 Al계 화합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응집제는 부유입자
와 응집 결합하여 침전이나 여과에 의해 제거된다. 이러한 Al계 응집 슬러지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한 Al계 응집 슬러지를 이용하여 폐수의 인(P) 제거 특성을 조사하였다.
Al계 슬러지는 건조, 열분해 방법으로 전처리하여 Al을 선택적으로 분리 농축하여 이들에 의한 인 제거
kinetics와 흡착등온 특성을 조사하였다. 슬러지의 인 제거 성능을 Al계 응집제와 비교하여 Al계 슬러지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 Phosphate adsorption isotherms of Al sludge from 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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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화 목분을 적용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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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국 ․ 신경숙 ․ 차재환 ․ 이정철
㈜한화건설 환경연구소

1. 서론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처리시설의 부지 집약화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요 아이템이다. 이런
의미에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AGS)는 미생물간 자가고정을 통해 형성된 미생물 군집으로서, 형태적으로 조
밀하여 침전성이 우수하고, 고농도의 미생물을 보유할 수 있어 생물공정의 용량을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호기성 그래뉼의 생성을 위해서는 특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래뉼 생
성이 쉽게 유도되지 않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C/N비가 낮은 국내 유입하수 조건에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래뉼 생성을 촉진 시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업폐기물을 원료로 한 반탄화 목분을 첨가하여. 그래뉼 생성을 촉진 시키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그래뉼 생성을 위한 실험장치는 Airlift 반응조, Air Blower, 원수공급장치로 구
성하였으며, 각각의 장치는 타이머 스위치를 활용하여, 원수공급-폭기-침전-드레인
의 Cycle 반복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초기 미생물 배양을 위하여 D시 하수처
리장 반송슬러지를 적정비율 희석한 뒤, 수처리제로 사용하기 위해 양전하 표면개
질 처리한 반탄화 목분을 1g/L의 농도로 첨가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원수는 하
수 인공원수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Fig. 1. Airlift Reactor.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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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MLSS and SVI.

Fig. 3. Morphology of Sludge (X40).

슬러지 배양 12일 차 이후 호기성 그래뉼 생성 초기 단계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MLSS는 최초 7,233
mg/l에서, 2일 차에 3,616 mg/l 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5,000 mg/l 범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초기SVI5 134 ml/g, SVI30 119 ml/g에서 13일 차 SVI5 57 ml/g, SVI30 42 ml/g로 감소하여 침강성의 뚜렷
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Lin, H., Ma, R., Hu, Y., Lin, J., Sun, S., Jiang, J., Li, T., Liao, Q., Luo, J., 2020, Reviewing bottlenecks in
aerobic granular sludge technology: Slow granulation and low granular stability, Environmental Pollution,
263(Part B), 1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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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지역 불소오염 지하수 활용 현황 분석
윤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불소는 물, 공기, 지각 등의 주변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 반응성이 높아서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하
수로 유입될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 열곡대(The East African Rift Valley)가 있어 지반내 형석
(Fluorite, CaF2)이 자연적으로 많아 이 지대를 흐르는 지하수에는 높은 농도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하수를 응용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특히 치아(dental) 및 골격(skeletal) 불소증을 갖고 있는 비율
이 높다. 불소는 낮은 농도에서는 치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지만 높은 농도(1.5 mg/L 이상)를 장기적으로 음용
하면 반상치, 치아변색, 골격 변형 등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불소는 에티오피아의 생활용수에
높은 농도로 분포하고 있어서 식수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활용정도를 살펴보고 효과적 제거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지역별 불소오염농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Choubisa(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 남부 라자스탄주의 송아지가 치아불소증 영향을 받는 것올 조사되어
불소증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게도 심각한 간강상의 위해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회경제적 성장속도가 높은 새로운 신흥개도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먹는물의 불소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도 불소제거 기술의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지하수 대상의 불소오염제거 적정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최근 보고서 및 문헌을
분석하여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ekle-Haimanot 연구진(2006)은 에티오피아 1,4385개 지역에서 샘플(깊은 우물, 얕은 우물, 샘물, 강, 호수)을
채취하여 불소오염도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Rift Valley가 분포하는 에티오피아는 거의 전국적으로 WHO
기준(1.5 mg/L) 이상의 불소 농도를 나타냈다(평균 10.2 ± 26.17 mg/L). 183개 수원 중 63.93 %의 수원이 1.5
mg/L 이상의 불소를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적절한 불소제거 기술이 보급되지 못하여 지역사회에서
불소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불소에 의한 에티오피아 국민의 건강을 보고하기 위한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호수에서 가장 높은 평균농도(113.86±106.51 mg/L)가 나타났고 온도가 높은 깊은 우
물의 88.9%에서 1.5 mg/L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하수 공급 형태별로 Borehall(5.87),
Well(1.39), Dug well(1.77), Thermal well(33.91), Cold spring(6.76), Spring(0.19), Lake(113.86)의 평균 불소농도
가 측정되어 에티오피아는 주변국보다 높은 불소농도 분포(8.88±19.21 mg/L)를 보이고 있으므로 불소 저감기술
보급을 통한 정부의 강한 현지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Bhatnagar, A., Kumar, E., Sillanpää, M., 2011, Fluoride removal from water by adsorption - a review,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171(3), 811-840.
Malago, J., Makoba, E., Muzuka, A. N., 2017, Fluoride levels in surface and groundwater in Africa: a review,
Am J. Water. Sci. Eng., 3(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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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당도 인근 해역에 영향을 주는 육상 오염원 분포와
영향 범위 조사: 2017년과 2020년 비교
안삼영 ․ 서동욱 ․ 한재선 ․ 이명규 ․ 이종석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서론
완도 금당도를 중심으로 한 조사 해역은 전라남도 완도군, 고흥군 그리고 장흥군에 걸쳐있는데, 완도군 금당
면의 금당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와 충도, 동쪽으로 고흥군 금산면의 거금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장흥군 회진면의 육지가 인접하고 있다. 동 해역에서는 주로 해조류와 전복양식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장흥군 회진면에서는 고막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 패류의 위생학적 안전성 담보를 위해
서는 양식이 이루어지는 해역으로 유입되는 육상오염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팀에서는 2017년 완도
금당도 인근의 해안가에 존재하는 육상기원 오염원의 종류와 영향정도를 파악한 바 있으며, 2020년 3년 만에
육상오염원을 재조사하였고 그동안의 육상오염원 변화상황을 파악하여 해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017년 10월~12월, 그리고 2020년 5월과 9월에 완도 금당도 인근 육상에 산재한 오염원들을 전수 조사하였
다. 오염원의 위치(위경도), 종류, 오염원의 크기, 방출수량을 현장에서 측정하였고, 방출수의 대장균균과 분변
계 대장균수는 5℃ 이하에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조사하였다. 대장균군 및 분변계대장균은 A.P.H.A
(1970)의 방법에 따라 최확수(Most Probable Number, MPN)법으로 시험하였으며, 각 희석단별 5개의 시험관을
사용하고 결과는 100 mL 당 MPN으로 나타내었다. 배지는 모두 Difco Laboratories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
다. 또한 방류량과 분변계대장균 값으로부터 오염원이 해역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산출하였으며 2017년의 조사
자료와 2020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7년 완도 금당도 인근 해역의 해안가를 따라 산재하는 육상오염원은 모두 229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기간 방류수가 있는 곳은 41개소였다. 2020년에 다시 조사한 결과 오염원 중 일부는 사라졌고, 새로 생긴 오염
원도 있었다. 그림 1은 주요 육상오염원의 위치와 영향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육
상오염원의 위치는 2017년과 2020년 모두 비슷하게 조사되어 이들 주요 오염원이 완도 금당도 주변 해수의 위
생학적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존하는 오염원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 완도금당도 인근 해역의 육상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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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카올리나이트를 사용한 제올라이트 합성
임우리 ․ 이창한1) ․ 함세영 ․ 문성준1)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카올리나이트는 수화된 알루미늄 규산염광물(Si2Al2O5(OH)4)이다. 카올리나이트는 도자기, 타일, 내화벽돌 등
의 원료로 쓰인다. 카올리나이트는 장석과 같은 알루미늄 규산염광물의 풍화작용의 산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흔
한 광물이며, 미국,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브라질, 가이아나, 수리남, 가나, 호주, 유럽연합 등에서 상업
적으로 생산된다. 카올리나이트로부터 제올라이트를 수열 합성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Ma et al., 2014; Silva
Filho et al.,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합천의 카올리나이트 광산에서 채취한 카올리나이트 시료에 수열 합성법을 적용하여
Na-A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고 결정구조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카올리나이트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에 위치하는 광산에서 채취하였다. 채취된 카올리나이트를 100℃
에서 10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된 카올리나이트 10 g에 NaOH를 6 g, 9 g, 12 g 첨가하고, 막자 사발에서
10분간 분쇄한 후 55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한 후 식혔다. 식힌 물질을 분쇄하여 분말로 만들었다. 분말의
SiO2/Al2O3 몰비를 2.076로 조정하고 100 mL의 탈이온수에 용해시킨 후 열수합성기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생
성물을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한 다음 오븐에서 100℃로 2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제올라이트의 최적 조건은 각각 SiO2/Al2O3 몰비와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각각 2.076과 0.6~1.2인
것으로 밝혀졌다. XRD 분석에서도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0.6~1.2인 시료가 제올라이트로 합성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0.6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라 결정화도는 51.2%에서 76.8%로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0.6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라 알칼리 함량 증가에 의해서 제올라이
트 결정의 입자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1.2인 제올라이트에서는 입자 크기
가 약 1.6 ㎛ 이하인 작은 결정이 합성되었다.

4. 참고문헌
Ma, Y., Yan, C., Alshameri, A., Qiu, X., Zhou, C., 2014,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13X zeolite from
low-grade natural kaolin, Advanced Powder Technology, 25(2), 495-499.
Silva Filho, S. H. D., Bieseki, L., Maia, A. A. B., Treichel, H., Angelica, R. S., Pergher, S. B. C., 2017, Study
on the NaOH/metakaolin ratio and crystallization time for zeolite a synthesis from kaolin using statistical
design, Materials Research, 20(3), 76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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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화공정을 이용한 도금폐수의 중금속 제거 특성
윤권감 ․ 정병길 ․ 이승원 ․ 정진희1) ․ 김정권 ․ 김정웅2) ․ 최영익1) ․ 성낙창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2)

국제기산

1. 서론
현재 도금폐수처리공정 중 처리비용 및 처리효율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단위공정은 염소산화공정(BPC; Breakpoint
Chlorination)으로, 특히, 염소산화공정 내 NaOCl 투입량 결정 시 ORP 및 pH 측정값을 기준으로 약품투입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원수 수질변동 폭이 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약품투입방법 및 투입량 개선 등 적정 운전조건에 대한 연구
가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NaCOl의 운전조건별 적정 운전조건 도출 및 약품투입량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은 Jar-tester를 이용하여 BPC 반응조 유입수 1 L를 비이커에 채운 후 교반속도 120 rpm으로 NaOCl 용액을 초
기에 각각 9, 11, 13 및 15 mL를 일시 주입하였다. 반응시간 25분경에 NaOH로 pH를 10.0로 조절한 후 Na2SO3로
ORP를 100 mV로 맞추었다. 이후 Polymer 주입 후 3분간 정치한 상등수를 여과지(model TY5A-110, ADVANTEC
No.5A(7 ㎛), Japan)로 여과한 시료를 ICP-OES 분석장비(model iCAP 6300, Thermo fisher scientific, Co. Ltd., USA)
를 이용하여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결과 NaOCl 주입량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수온은 약간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온 상승은 NaOCl 주
입으로 인한 산화반응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pH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한 후 일정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NaOCl의 pH는 10∼11 정도로 물과 반응하면 NaOH가 생성(NaOCl + H2O ↔ HOCl + Na+ + OH또는 HOCl ↔ OCl- + H+)되기 때문에 pH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며, NaOCl이 물에 녹을 때 산화와 살균의 역할을
하는 차아염소산(HOCl)과 활성이 적은 차아염소산염이온(OCl-)의 두 가지 물질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OCl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ORP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야 하지만, 실험대상 원수의 차이로 인해 9 mL 및 11 mL
NaOCl와 13 mL 및 15 mL NaOCl을 주입한 경우 ORP 값의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응시간 25분에서 NaOCl
주입량 9, 11, 13 및 15 mL에 따른 중금속(Ni) 및 인(P)의 제거효율을 평가한 결과 Ni의 경우 ORP 수치가 높게 유지
될수록 제거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P의 경우 ORP 수치와 제거효율 간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도금폐수 내 Ni 및 P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ORP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후 실험
에서는 ORP 값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값을 도출시켰다.
NaOCl 주입량
9 mL NaOCl

11 mL NaOCl

13 mL NaOCl

15 mL NaOCl

원수
Polymer 주입 후 상등수(처리수)
제거효율(%)
원수
Polymer 주입 후 상등수(처리수)
제거효율(%)
원수
Polymer 주입 후 상등수(처리수)
제거효율(%)
원수
Polymer 주입
제거효율(%)

Ca
(mg/L)
2,629.00
2,578.00
1.9
2,336.00
1,817.00
22.2
2,285.00
291.90
87.2
2,580.00
130.10
95.0

Cu
(mg/L)
1.05
0.89
15.2
0.10
0.09
10.0
0.17
0.06
64.0
0.22
0.05
77.3

Ni
(mg/L)
24.09
8.35
65.3
16.17
4.95
69.4
19.12
7.87
58.9
22.49
5.09
77.4

P
(mg/L)
31.45
26.69
15.1
42.31
20.27
52.1
39.52
8.71
78.0
33.98
21.00
38.2

Zn
(mg/L)
0.88
N.D.
100.0
1.33
N.D.
100.0
1.33
N.D.
100.0
0.8
N.D.
100.0

4. 참고문헌
Park, M. K., Kim, O. K., Kho, J. S. Moon, I. S., 2003, Denitrification process of Au, Ag, Ni plating rinsewater using
physical and chemical treatment,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 Eng., 9(2), 227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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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폐수 처리를 위한 PH 조건별 고분자응집제(Polymer)의
도금폐수 응집 특성
이승원 ․ 정병길 ․ 윤권감 ․ 최영익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도금폐수 처리공정 중 염소산화공정(BPC공정)의 처리효율 및 주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BPC공정에서 1차적 실험
의 운전조건인 NaOCl을 제외한 pH 변화에 따른 중금속 제거효율을 관찰하고, 2차적 실험은 NaOCl을 포함하며, ORP
(산화력)을 고정시킨 후, 실험의 적정 운전조건 도출 및 약품투입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AA 침전조 유출수(BPC 반응조 유입수)를 대상으로 pH 조건(10.0, 10.5, 11.0)에 따른 고분자응집제(Polymer)의 응
집특성을 평가하고자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은 Jar-tester (model JT-M6C, DAIHAN SCIENTIFIC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BPC 반응조 유입수 1 L를 비이커에 채운 후 교반속도 120 rpm으로 교반시키면서 NaOH로 pH를
각각 10.0, 10.5 및 11.0으로 조절 한 후 Polymer 2 mL를 주입하여 플럭 형성 여부를 관찰하였고, 이후 ORP의 반응시
간에 따른 중금속제거 실험을 진행했다. 800 mV ORP를 유지시키면서 pH 조건(원수, 9.5, 10.0, 10.5, 11.0)에 따른 변
화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초기 원수에 Polymer를 주입하여 pH 조건에 따른 Polymer의 응집특성을 분석한 결과 플럭 형성이 되지 않았으며,
시료를 여과한 후 Ni, P 및 Ca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제거효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 분
AA 침전조 유출수(원수) (pH 9.2)
pH 10.0 조절 후 Polymer 주입
pH 10.5 조절 후 Polymer 주입
pH 11.0 조절 후 Polymer 주입

ORP
(mV)
-82.6
-88.5
-97.1
-107.1

Ca
(mg/L)
834.50
757.10
795.30
797.30

온도
(℃)
22.0
22.0
21.7
22.3

Ni
(mg/L)
25.62
24.03
25.15
25.40

P
(mg/L)
24.09
22.38
23.47
23.77

제거효율 (%)
Ca
Ni
P
9.3
6.2
7.1
4.7
1.8
2.6
4.5
0.9
1.3

위 표의 ORP(mV)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나는데, 이것은 위 중금속들이 산화된다는 것이다. 환원이 되어야 제
거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실험에서는 반응시간과 ORP를 20분 및 800 mv로 고정하고 20분 후 pH 변
화에 따른 Ni 및 P의 제거효율을 관찰하였습니다.
구 분
원 수
pH 9.5
pH 10.0
pH 10.5
pH 11.0

Ni
(mg/L)
74.11
5.62
2.44
1.67
1.83

P
(mg/L)
54.71
24.71
23.31
24.2
27.29

제거효율 (%)
Ni
P
92.4
24.7
96.7
57.4
97.8
55.7
97.5
50.1

NaOCl
주입량
13.6㎖
13.0㎖
13.0㎖
12.8㎖

그 결과 pH 10.5에서 Ni 제거효율이 가장 높았으며, P는 pH 11에서 제거효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습
니다.

4. 참고문헌
Kim, N. C., Song, J. H., 2010, Removal of CN- and NH3 from wastewater using Electrochemical Oxidation Method
(I) - Laboratory Scale Study, Journal of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13(4), 204-208.
Bae, W. K., Lee, Y. M., 2009, Effects of Phenolic Compounds on the Microbial Growth in Wastewater Treatment and
Biogas Producti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26(2), 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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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폰산기(-SO3H)를 작용기로 도입한 MIL-101(Cr) 계열
다공성 소재 합성과 수중 스트론튬 및 세슘 흡착에의 적용
최정학 ․ 전재영 ․ 김주용 ․ 박한배1) ․ 이준엽2) ․ 이광원3)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한국종합환경산업(주),
3)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2)

㈜시드파트원,

1. 서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의 대표적인 방사성 핵종인 137Cs은 반감기 30.17년의 방사성 핵종으로 강
력한 beta-gamma선을 방출하며, 90Sr은 반감기가 28.8년으로 beta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3월
630,000∼770,000 TBq에 이르는 90Sr, 131I, 134Cs, 137Cs 등의 방사성 핵종이 유출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방사성
오염 폐수의 위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방사성 핵종의 처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처분을 위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선택적 분리를 통한 부피 감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공정으로 증발, 공침, 막분리, 이온교환, 용매추출, 유리화, 흡착, 생물축적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
되고 있다. 이중 흡착 공정은 기술 적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액상에서 고상으로의 분배비가 100∼10,000 정도로 커서
효율적인 분리 농축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수중 방사성 핵종의 흡착 처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금속-유기 골격체(MOFs, metal-organic frameworks)로 알려진 다공성 물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광촉매 또는 흡착 소재로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MIL-101(Cr)에 술폰산기(-SO3H)를 작용기로 도입한 금속-유기 골격 다공성 소재로 MIL-101(Cr)
-SO3H[HCl]를 제조하고, 이를 수중 스트론튬 및 세슘 흡착에 적용하여 핵종 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과 흡착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실 규모에서 MIL-101(Cr)-SO3H[HCl] 소재를 합성하기 위한 전구물질로 CrO3, monosodium 2-sulfoterephthalic
acid, 초순수를 사용하였으며, 염산(HCl)을 광화제(mineralizer)로 사용하여 180℃ 오븐에서 6일간 수열합성
(hydrothermal synthesis)을 진행하였다. 세척 및 건조 과정을 거친 최종 합성 결과물(green powder)의 물성 파악을 위해
XRD, FT-IR, FE-SEM, TEM, EDS 및 BET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성된 소재를 흡착제로 적용하여 수중 Sr2+ 및 Cs+
이온에 대한 회분식 흡착속도 및 등온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소재의 XRD 패턴은 2θ = 5.10°, 8.40°, 9.00°에서 주된 회절 피크가 나타났으며, FE-SEM 분석 결과 약 0.2
∼0.8 ㎛ 범위의 다양한 크기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EM 이미지를 통해 정육면체에 가까운 결정체가 합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성 원소별 mapping 이미지와 EDS 분석 결과로부터 합성 green powder는 C, Cr, O
및 S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합성 소재의 비표면적, pore volume 및 pore size는 각각 1,860.6 m2/g, 1.089
cm3/g, 2.341 nm로 분석되었다. 합성 MIL-101(Cr)-SO3H[HCl] 소재를 이용한 Sr2+ 및 Cs+ 이온의 흡착실험 결과, 3 hr 이
내에 흡착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r2+ 및 Cs+ 이온 모두 pseudo-2nd-order kinetic model에 적합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용액의 초기 pH를 3, 6, 10으로 조절한 등온흡착 실험결과, 초기 pH가 높을수록 Sr2+ 및 Cs+ 이온의
흡착량이 증가하였으며, Langmuir 흡착등온 model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pH 10 조건에서 Langmuir
model에 따른 최대흡착용량(qmax)은 Sr2+ 이온이 53.6mg/g, Cs+ 이온이 191.8 mg/g으로 산정되었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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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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acetate를 광화제로 사용한 다공성
MIL-101(Cr)-SO3H[NaAC] 소재의 합성 및 방사성 핵종 이온의
흡착 특성
최정학 ․ 이준엽1) ․ 이광원2) ․ 윤건곤 ․ 노찬우 ․ 김주섭 ․ 김명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시드파트원,

2)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1. 서론
오늘날 원자력의 사용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병원, 산업 현장, 생명과학 분야 등 다
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의 이용 과정에서 얻는 이점 이면에 방사선 피폭 문제나 방사성 폐
기물의 처리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커다란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방사성 오
염 폐수의 위험성 및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 내
대표적 방사성 핵종으로는 137Cs, 90Sr, 60Co 등이 있으며, 인체 노출 시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의 선택적 제거와 부피 감량화를 위해서 흡착처리 공정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
며, 선택성과 흡착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흡착 소재의 개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속-유기 골격 다공성 소재(MOFs)로 sodium acetate (C2H3NaO2)를 광화제(mineralizer)로 사용한 MIL-101(Cr)
-SO3H[NaAC] 소재를 합성하고, 수중 스트론튬(Sr2+) 및 세슘(Cs+) 이온의 흡착 분리에 적용하여 효율과 흡착 특성을 살펴
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소재 합성의 전구물질로 chromium(III) nitrate nonahydrate, monosodium 2-sulfoterephthalic acid, sodium acetate, 초
순수를 사용하였으며, 수열합성법(190℃, 24 hr)을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에서 MIL-101(Cr)-SO3H[NaAC] 소재를 합성하였
다. 세척 및 건조 과정 후, 최종 합성 결과물인 green powder의 물성 파악을 위해 XRD, FT-IR, SEM, TEM, 및 BET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성 MIL-101(Cr)-SO3H[NaAC] 소재를 이용한 수중 Sr2+, Cs+ 이온의 흡착 실험을 진행하여 흡착평형
및 pH 조건별 최대흡착용량(qmax)을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 소재의 XRD pattern은 2θ = 5.10°, 8.40°, 9.00°에서 강한 회절 피크가 나타났으며, SEM 이미지를 통해 0.3∼
0.5 ㎛ 범위의 크기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TEM 이미지를 통해 정육면체에 가까운 결정체가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성 원소별 mapping 이미지 결과로부터 합성된 소재는 C, Cr, O 및 S 원소로 이루어져 있
음을 확인하였다. 합성 소재의 비표면적, pore volume 및 pore size는 각각 1,296.587 m2/g, 0.746 cm3/g, 2.301 nm로
분석되었다. 합성 MIL-101(Cr)-SO3H[NaAC] 소재를 이용한 Sr2+ 및 Cs+ 이온의 흡착속도 실험 결과, 3 hr 이내에 흡착 평
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r2+ 및 Cs+ 이온 모두 pseudo-2nd-order kinetic model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r 및 Cs 용액의 초기 pH를 3, 5.5-5.8, 10으로 조절한 등온흡착 실험 결과, 초기 pH가 증가할수록 Sr2+ 및 Cs+ 이온의
흡착량이 증가하였으며, 흡착등온 model을 적용한 평가에서는 Langmuir model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10 조
건에서 Langmuir model에 따른 최대흡착용량(qmax)은 Sr2+ 이온이 81.9 mg/g, Cs+ 이온이 152.6 mg/g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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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L., Xu, L., Jiang, H., Yuan, X., 2019, Comparative research on three types of MIL-101(Cr)-SO3H for esterification
of cyclohexene with formic acid, RSC Adv., 9, 569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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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 분뇨 중 오염물질의 농도
정주성 ․ 김희애 ․ 강혜영 ․ 현성수1) ․ 이창한2) ․ 감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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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제주도 양돈농가에서는 매일 약 2,800 톤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분뇨 중에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함
유되어 악취유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양돈시설에서 분뇨를
채취하여 이의 오염물질 현황을 제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양돈 분뇨 시료채취는 올해 5월에 공공처리시설 2개 지점, 공동자원화시설 4개 지점, 양돈농가 4개 지점 등
1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는 각 지점에서 최초 시료와 고액분리 후 시료 등 2개 시료를 채취하였
고, 측정항목은 9개 항목(pH, BOD, CODMn, NH3-N, NO3-N, T-N, T-P, SS, Chromaticity) 등과 중금속 7개 항목
(Cd, Cu, Cr. Mn, Ni, Pb, Zn)이며,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2007)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양돈 분뇨 중 pH는 7.63~8.09(평균 7.98)으로 약 알카리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BOD 및 CODMn은 각각
2,560~18,700(평균 9,202) mg/L, 3,864~12,340(평균 7,749) mg/L으로 Lee et al.(2003)의 축사형태별 초기 BOD
8,561~11,749(평균 10,050) mg/L, CODMn 5,217~8,517(평균 7,306) mg/L와 유사한 농도를 보였다. T-P 농도는
130~1,068(평균 514) mg/L, SS 농도는 3,940~30,000(평균 15,387) mg/L이며, 평균농도는 자원화시설 분뇨의
T-P 및 SS농도가 다른 처리형태보다 각각 1.09~1.39배, 1.25~1.36배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색도는 5,780~
15,370(평균 11,128)이며 처리형태에 따른 평균색도는 유사한 색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NH3-N, NO3-N 및 T-N의 농도는 각각 391~2,915(평균 1,954) mg/L, 8.8~346.4(평균 183.4) mg/L, 793~4,588
(평균 3,181) mg/L로 Lee et al.(2003)의 축사형태별의 초기 농도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으며, 처리형태에 따른
NH3-N, NO3-N 및 T-N는 유사한 농도를 보였으며, 초기 양돈 분뇨 중 대부분의 질소 성분은 NH3-N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돈 분뇨 중의 중금속은 Zn, Cu 및 Mn이 평균 10 mg/L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기타 중금속은 비량 또
는 불검출하였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는 Zn, Cu 및 Mn의 채취지점의 처리형태에 따른 평균 농도로 살펴
보면, 자원화시설 및 양돈농가의 농가가 유사한 농도로 검출되었고, 공공처리시설보다 Zn, Cu 및 Mn는 각각
1.71배, 1.57배, 2.24배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4. 결론
양돈 분뇨 중 질소성분은 대부분 NH3-N로 구성되어 있고, 중금속은 Zn, Cu 및 Mn이 평균 10 mg/L 이상으
로 존재하고 있었고 기타 중금속은 비량 또는 불검출하였다.

5. 참고문헌
Lee, T. K., Kam, S. K., Hu, C. G., Lee, M. G., 2003, A study on malodor ingredients of pig facility of Jeju
Island and their management, Final Report of Jeju Regional Environmental Development Center, 03-4-40-4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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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산석 유래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이용한 수중의 Co
이온 제거 특성
조은님1) ․ 김문일 ․ 박종원 ․ 감상규2) ․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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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산업보건학과,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제주도 지역의 스코리아(Scoria)는 경량골재, 흡착제, 화장품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Yoon, 1995). Tanaka and Fujii(2009)와 Novembre et al.(2004)은 비산재와 Crotone Basin 화산석을 이용하여
NaOH를 이용한 수열합성을 통해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다. 이러한 제올라이트들의 이온교환 및 흡착 특성을
이용한 중금속 제거는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Qiu and Zheng (2009)는 석탄계 비산재로 합성한
cancrinite-type zeolite의 Co 최대흡착량은 73.19 mg/g(pH<7.5)이었다. Joseph et al.(2020)은 비산재로부터 FAU
형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여 흡착제로 적용하였을 때, 금속이온의 흡착량이 각 이온의 특성에 따라 Pb(103.1
mg/g) > Cd(74.1 mg/g) > Cu(57.8 mg/g) > Zn(42.0 mg/g) > Co(30.2 mg/g) 순으로 감소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제주 화산석을 이용하여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해 제올라이트 물질(Z-SA)을 제조하였으며, 이것을 이용
하여 수용액에서 Co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Z-SA는 SEM, XRD 및 XRF 분석을 특성화하였다. 흡
착특성은 유사 1차/2차 흡착속도식 및 Langmuir와 Freundlich 등온식을 이용하여 흡착속도와 등온흡착량을 평
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화산석을 이용한 제올라이트 합성 및 Co의 제거 실험은 선행연구(Lee et al., 2018)와 Joseph et al.(2020)에서
제시한 실험절차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한 제주화산석으로부터의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합성하였으며, 제올라이
트 결정화 조건인 NaOH/Scoria 비가 0.6과 1.2에서 Co의 등온흡착량은 53.6 mg/g과 68.6 mg/g이었다. 이 결과
로부터 제올라이트화 물질과 Co의 등온흡착량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Joseph, I. V., Tosheva, L., Doyle, A. M., 2020, Simultaneous removal of Cd(II), Co(II), Cu(II), Pb(II), and Zn(II)
ions from aqueous solutions via adsorption on FAU-type zeolites prepared from coal fly ash, J. Environ.
Chem. Eng., 8(4), 103895.
Lee, M. G., Park, J. W., Kam, S. K., Lee, C. H., 2018, Synthesis of Na-A zeolite from Jeju Island scoria using
fusion/hydrothermal method. Chemosphere, 207, 203-208.
Novembre, D., Di Sabatino, B., Gimeno, D., Garcia-Vallès, M., Martínez-Manent, S., 2004, Synthesis of Na–X
zeolites from tripolaceous deposits (Crotone, Italy) and volcanic zeolitised rocks (Vico volcano, Italy),
Microporous Mesoporous Mater., 75(1), 1-11.
Qiu, W., Zheng, Y., 2009, Removal of lead, copper, nickel, cobalt, and zinc from water by a cancrinite-type
zeolite synthesized from fly ash", Chemincal Engineering Journal, 145(3), 483-488.
Tanaka, H., Fujii, A., 2009, Effect of stirring on the dissolution of coal fly ash and synthesis of pure form Na-A
and -X zeolites by two step process, Adv. Powd. Tech., 20(5), 473-479.
Yoon, J. S., 1995, A study on parasitic cones of the Northern parts of Jeju Island, Korea, Bull. Mar. Res. Inst.,
Jeju Nat. Univ., 19,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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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합성법을 이용한 ZIF-8 나노결정상에 대한 특성분석
이준엽 ․ 최정학1)
㈜시드파트원,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산업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다양
한 유기 및 무기오염물질 중에서 중금속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금속의 주요발생원은 광업, 제
련, 전기도금, 배터리 제조, 인쇄, 섬유 및 가죽 가공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오염원을 흡착제어하기 위해 최근 금
속-유기골격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Fs중 유기용매 및 알칼리 수용액에서 탁
월한 열수안정성과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ZIF-8을 합성하여 본 소재에 대한 표면특성을 분석하여 폐수에 존재
하는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소재특성에 대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열합성법이 아닌 단순 합성법을 이용하여 금속-유기골격체인 ZIF-8의 전구물질인
Zn(NO3)2·6H2O와 2-mthylimidazole을 이용하여 합성한 후, 특성분석을 위하여 XRD, FTIR, FE-SEM, BET을 통해 확
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ZIF-8
Intensity (a.u.)

Transmittance (%)

ZIF-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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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ta/degree

Fig. 1. FTIR result of the
as-synthesized ZIF-8.

Fig. 2. XRD patterns of the
as-synthesized ZIF-8.

Fig. 3. FE-SEM image of the
as-synthesized ZIF-8.

Table 1. BET result of ZIF-8
Material

SBET(m2/g)

Pore volume(cm3/g)

Pore Size(nm)

ZIF-8

1600.083

1.038

2.594

본 연구에서는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소재합성으로서 다양한 흡착소재들 중 최근 많
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MOF 소재들 중 큰 비표면적과, 열적안정성,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ZIF-8을
합성한 후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표면적의 경우 1,600 m2/g으로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FTIR, XRD 분석 결과 ZIF-8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FE-SEM을 통해 개별입자의 크기
가 약 100 nm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형태적으로는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수열합성으로 나타난 특성과 본 연구에서 합성된 ZIF-8의 비표면적, 결정상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이 유
사함에 따라 본 소재를 활용한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흡착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Huang et al., 2018, Heavy metal ion removal of wastewater by zeolite-imidazolate frameworks,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194, 4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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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UiO-66 나노결정상에
대한 특성분석
이준엽 ․ 최정학1)
㈜시드파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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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흡착은 고효율, 저비용 및 운영의 용이성으로 인해 폐수오염제거를 위한 가장 유망한 기술 중 하나로 간주된다. 배
위결합을 통해 유기링커와 무기금속노드로 이뤄진 새로운 종류의 하이브리드 다공성 소재인 금속유기골격체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관심을 가짐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 및 응용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Fs 중 물에 안정성을 가진 Zr-MOF인 UiO-66을 합성하여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소
재특성에 대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속-유기골격체인 UiO-66을 합성하기 위해 DMF가 담겨진 teflon vessel에 ZrCl4, BDC, H2O를 첨가
하여 용해시킨 후 teflon-lined stainless steel autoclave에 장착한 후 용매열합성법을 통해 소재를 합성하였다, 그런다음,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RD, FTIR, FE-SEM, BET을 통해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FTIR result of the
as-synthesized UiO-66.

Fig. 2. XRD patterns of the
as-synthesized UiO-66.

Fig. 3. FE-SEM image of the
as-synthesized UiO-66.

Table 1. BET result of UiO-66
Material

SBET(m2/g)

Pore volume(cm3/g)

Pore Size(nm)

UiO-66

746

0.36

1.97

본 연구에서는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소재합성으로서 다양한 흡착소재들 중 최근 많
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MOF 소재들 중 큰 비표면적과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UiO-66을 합성한 후 특성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표면적의 경우 746 m2/g으로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FTIR, XRD 분
석 결과 UiO-66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FE-SEM을 통해 개별입자의 크기가 약 100 nm로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형태적으로는 직육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용
매열합성으로 나타난 특성과 본 연구에서 합성된 UiO-66의 비표면적, 결정상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이 유사함에 따라
본 소재를 활용한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흡착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Wang et al., 2015, Superior removal of arsenic from water with zirconium metal organic framework UiO-66, Scientific
reports, 1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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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을 이용한 Cr6+ 처리의 박테리아 군집 변화
황국선 ․ 장인수1) ․ 최정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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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크롬 폐수의 경우 보통 6가 형태로 유입되고 3가 형태로 환원 후, 다시 환원제 및 응집제를 사용해 최종 처리한다.
이때, 많은 화학약품이 사용되며, 잔류성분 발생 ․ 바이오매스 처리 등에 따라 부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문헌에 의하면 몇몇 박테리아는 Cr6+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제거와 3가로 환원 능력 등을 가지고 있어
생물학적 처리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Samara et al., 2009). 하지만, 이런 내용은 대부분 해외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우리나라는 크롬폐수를 SBR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은 크롬폐수를
SBR 공정을 이용하여 처리할 때, 미생물 군집변화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반응조는 4 ℓ 기준, 15 cm×25 cm(원통) 형태로 제작했으며, 폐수와 슬러지의 경우 Full-scale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채취해 Lab-scale(1(혐기) : 1(호기), 500 ㎖)에 적용했다. 150일간(1cycle/12hr) 유입 11분, 반응 10시간 48분, 침전 35
분, 유출 11분. 휴지 15분의 형태로 진행했으며, 유입수는 실폐수와 C6H12O6 300 ㎎/L, NH4Cl 80 ㎎/L, NH2PO4 50 ㎎
/L, KH2PO4 50 ㎎/L, Na2Cr2O7 0.0075 ㎎/L로 만들어 반응조에 유입하였다. 미생물 분석은 크롬노출 슬러지와, 비노출
슬러지를 채취해 MACHEREY-NAGEL(독일)의 kit와 프로토콜을 이용해 DNA extraction 이후 16S rRNA를 타켓으로
PCR 반응을 유도했고, 증폭된 DNA를 다시 Illumina Miseq system을 이용해 Sequencing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생물 분석결과(Phylum 0.2% 이하 ․ Class 0.5% 이하는 other로 분류, A의 경우 노출전 슬러지, B는 크롬폐수 노출
후 슬러지를 말함)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Fig. 1. Phylum distribution of
microbial consortia.

Fig. 2. Classification of
pyrosequences at class lever.

Fig. 3. Microbial comparison of
biomass samples.

4. 참고문헌
Samaras, P., Papadimitriou, C. A., Vavoulidou, D., Yiangou, M., Sakellaropoulos, G. P., 2009, Effect of hexavalent
chromium on the activated sludge process and on the sludge protozoan community, BIioresour. Technol, 100(1),
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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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Experimental Parameters Selected for
Maximal Phosphorus Removal Efficiencies by Bacillus
lichenifomis Isolated from Domestic Sewage
Sang-Wook Park ․ Deok-Won Kim ․ Seok-Soon Han ․ Keun-Yook Ch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Wastewater containing a lot of nutrients such as nitrogen (N) and phosphorus (P) causes aquatic organisms
to proliferate and in turn, leads to eutrophication. PAOs can remove phosphorus as they store large amounts of
phosphorus in the form of polyphosphates in cells.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 depends on water
temperature, pH, nutrients, organic matters and etc.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 removal efficiency by
Bacillus lichenifomis depending on initial P concentration, temperature, pH and carbon source.

2. 재료 및 방법
Bacillus lichenifomis was isolated from domestic sewage. The bacterial growth and P concentration were
measured with UV spectrophotometer, respectively. The P concentrations in experimental cultures were initially
set at 10, 20, 30 mg/L, respectively. The temperatures were set at 20, 30, 40℃ and pH was set at 5, 7, 9,
respectively. In case of carbon sources, glucose, acetate, glucose+acetate were added in each medium.

3. 결과 및 고찰
The more Bacillus lichenifomis grows, the higher P removal efficiency was shown in correlation analysis. The
optimal condition for P removal by Bacillus lichenifomis was in 10 mg/L of initial P concentration, at pH 7,
when added glucose for the carbon source in 30℃. To apply this result to the site, further experiments
considering other facotrs including DO, NOx, cation, design factors need to be carried out.

4. 참고문헌
Levin, G. V., Shapiro, J., 1965, Metabolic uptake of phosphorus by wastewater organisms. Journal (Water
Pollution Control Federation), 37(6), 800-821.
Sedlak, R. I., 1991, Phosphorus and Nitrogen Removal from Municipal Wastewater, 2nd Ed., The Soap and
Detergent Association, Lewis Pubilisher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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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Toxic Effects of Binary Combinations of
Three Heavy Metals (Cd, Cu, Zn) on Bacterial Growth
and Phosphorus Removal in the Mixed Culture of
Alcaligenes sp. plus Pseudomonas sp.
Deok-Won Kim ․ Sang-Wook Park ․ Deok-Hyun Kim1) ․ Keun-Yook Ch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1. 서론
Much of the research on the effects of mixing two or more heavy metals has been done on fish and shellfish
or plants. However,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these effects on microorganis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interactive toxic effects of mixed heavy metals on bacteria.

2. 자료 및 방법
Treatment concentrations of single heavy metals are 0, 0.2, 0.4, 0.6, 1 mg/L of cadmium, 0, 3, 6, 9, 15 mg/L
of zinc, 0, 4, 8, 12, and 20 mg/L of copper. The binary heavy metal treatment concentrations are the sum of
the treatment concentrations for each single heavy metal. For example, when zinc and copper are mixed, the
concentration of each treatment category is 0 (0 + 0), 7 (3 + 4), 14 (6 + 8), 21 (9 + 12), 35 (15 + 20) mg/L.

3. 결과 및 고찰
In the case of growth, as the concentration of the treated heavy metal increased, the OD600 value of the
microorganism was found to decreas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hibitory effect based on the IC50
concentration (see, table 1), it was confirmed that the inhibitory effect on growth was high in the order of Cd,
Zn, Cu in single heavy metal treatment and Cd + Cu, Cd + Zn, Cu + Zn in the order of mixed heavy metal
treatment. In the case of phosphorus removal, as the concentration of the treated heavy metal increa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P removal efficiency by microorganisms decreas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hibitory
effect based on the EC50 concentration (see, table 1), it was confirmed that the inhibitory effect on P removal
was high in the order of Cd, Zn, Cu in single heavy metal treatment and Cu + Zn, Cd + Cu, Cd + Zn in the
order of mixed heavy metal treatment.
Table 1. IC50 and EC50 of Alcaligenes sp. and Pseudomoas sp. with heavy metal treated

single

binary

Heavy metal treatments

IC50 (mg/L)

EC50 (mg/L)

Cadmium (Cd)
Copper (Cu)
Zinc (Zn)
Cd + Cu
Cd + Zn
Cu + Zn

0.75±0.03c
10.93±0.20a
7.08±0.28b
6.35±0.49c*
7.78±0.38b*
14.83±0.72a*

0.54±0.03c
11.08±0.65a
6.14±0.65b
7.24±0.49b*
6.66±0.39b*
13.40±0.91a*

* Means in the followed by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t ⍺0.05 level.

4. 참고문헌
Di Cesare, A., Eckert, E., Corno, G., 2016, Co-selection of antibiotic and heavy metal resistance in freshwater
bacteria, Journal of Limnology.,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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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미생물 처리에 의한 토양의 유기염소계 endosulfan
분해능
박찬호 ․ 염규진
주식회사 코엔바이오

1. 서론
잔류성이 높은 농약은 환경 생태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기염소계농약의 사용을 금
지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농경지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염소계농약
인 endosulfan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하여 여러 미생물 중 최종적으로 선발된 Phanerochaete
chrysosporium 및 Streptomyces sp. 2종으로 단시일 내에 잔류 농약을 분해할 할 수 있는 최적 복합 미생물 제제
의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복합 미생물 제제의 최적 조건을 시험하기 위하여 Phanerochaete chrysosporium 및 Streptomyces sp.를 각각
배양하여 cell을 분리 후 습중량 기준으로 2종 미생물의 혼합비율을 결정하였다. 혼합비율은 P. chrysosporium
및 S. sp.를 100:0, 70:30, 50:50, 30:70, 0:100이 되도록 하였고, 각각의 비율별로 동일한 cell 량을 토양에 적용하
여 총 40일간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토양은 QuEChERS AOAC 방법에 따라 전처리 하여 GC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농도 실험(100 ppm 이상)에서는 Streptomyces sp이 Phanerochaete chrysosporium보다 endosulfan 분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저농도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방선균이 곰팡이보다 endosulfan에 대한
독성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추측되며, 시일이 지나 분해율이 증가할수록 독성 또한 감소함에 따라 곰팡이에 의
한 분해 속도가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곰팡이 및 방선균 혼합비율이 70:30인 실험 조건에서 가장 우수
한 분해능을 나타냈으며, 40일 경과시 약 71%의 제거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혼합 비율 중 곰팡이의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분해율도 50.3%→66.3%→70.9%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곰팡이 및 방선균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alpha 및 beta 분해율이 약 17~18% 정도 개선된 효과를 나타냈으며, 30일 이후에 분해율이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분해 반응에는 방선균의 기여도가 높지만 후기로 갈수록 곰팡이에 의한
분해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 최적 비율.

Fig. 2. 총 제거율.

Fig. 3. α 제거율.

Fig. 4. β 제거율.

4. 참고문헌
Kafilzadeh, F., Ebrahimnezhad, M., Tahery, Y., 2015,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endosulfan-degrading bacteria
and evaluation of their bioremediation in kor river, iran.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6(1),
39-46.
Shin, J. H., Kwak, Y. Y., Kim, W. C., So, J. H., Shin, H. S., Park, J. W., Rhee, I. K., 2008, Isolation of
endosulfan degrading bacteria and their degradation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Agriculture, 27(3), 29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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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정원이 주는 심리적 ․ 생리적 효과 검증
김승주 ․ 강민지 ․ 정이봄 ․ 이현지 ․ 이주영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정원은 휴식과 치유의 장소이자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기능을 줄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토지의 활용이 대부분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
럽게 녹지공간이 감소되며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녹지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고 활동공간이 많고 평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 자연적으로 식물이 들어오면서 실내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의 실
내정원은 단순히 식물만을 도입하던 원예의 차원에서 벗어나 식물을 통해 정서적 치유, 심리적인 긴장감 완화
와 안정감 등의 효과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정원이 주는 심리적, 생리적 편익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실내정원이 주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방법으로 벽면에 식물로 장식하여 실내정원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벽과 동일한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심리 및 생리 변화를 비교하였다. 식물은 높이 60 cm를 넘지 않는 화분을 35개 배치하여 실내정원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실험대상자는 건강한 20대 남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생리측정을 고려하여
BMI지수가 높은 3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18명의 HRV와 심리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심리데이터에는 의미분별
법(SD)과, 한국형기분상태측정도구(Korea Version of Profile of Mood States-Brief: K-POMS-B),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1)의 3가지 심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을 A/B형 성격유
형으로 분류하여 심리·생리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심리측정에서는 모두 실내정원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실내정원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안정시켜주고 활기를 더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분상태를
개선시켜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리측정결과 벽을 바라볼 때보다 실내정원을 바라볼 때, 안정된 상태
에서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활동이 억제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내정원이 사람들에게 생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형 유형
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고 쉽게 화를 잘 내고 화를 삭이지 못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자
극하여 혈압을 높게 유지시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A형 성격유형의 사람들에게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 이는 A형 성격유형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 생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결
과를 의미한다.

4. 참고문헌
Lee, K. A., 2010, A Study on the fatigue and health state according to the type A/B personality of hospital nurses,
Kwandong University, Korea.
Sohn, Y. J., Yang, Y. R., Kwon, H. Y., Lee, Y. K., Lee, J. H., Lee, E. M., Zhefeng Xu., Chung, M. H., Cho,
S. I.,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type A behavior pattern and hypertension among adults in a rural area,
KJPH, 38, 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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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형 클라인가르텐 조성 정책의 중요도 분석 연구
- 경상북도를 사례로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1. 서론
클라인가르텐은 독일어 Klein(작다)과 Garten(정원)의 합성어로서 개인이 토지를 빌려서 심신 건강 유지, 농업생산,
휴양, 여가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하는 작은 정원을 일컫는다. 독일에서는 빈민원에서 시작되어 도시공원의 성격에 가
까운 공공녹지로 조성 및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도농상생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로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2007
년에 경기도에서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휴양, 농촌체험, 교육을 실현하는 체재형 주말농장을 조성하였
다. 그러나 경기도 모델은 유형이 한정적이며 확장성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
북도를 대상으로 체재형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탄력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체재형 클라인가르텐 조성 정책의 중요도 분석 연구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설문 조사는 2020년 7~8월에 진행되었고 내용은 사례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수준별로 정책 방안을 세분화하였
다. 1차 수준 정책은 조성목적, 이용범위, 임대형태, 내부 시설, 운영 및 관리로 구분하였으며 총 20개 세부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45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고 3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답변서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은 계
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분야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 도출하였고 메이크잇(Makeit)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차 수준의 AHP 분석 결과는 네 개의 분야 중에서 운영 및 관리 부문의 중요도가 0.252로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성 목적 부분이 중요도 0.249를 나타냈고 내부 시설 부분은 중
요도 0.215, 임대 형태는 0.147, 이용 범위는 0.137의 중요도를 기록했다. 1차 수준과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를 종합한
정책의 중요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도시민 휴양/체험 항목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커뮤니티 강화 항목이 정책적으로 다음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경상북도를 사례로 하는 체재
형 클라인가르텐은 가족단위 혹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고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 및 관리를 강화시키는
조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휴식/편의시설과 숙소에 대한 질적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말 이용형, 분양형,
임대형 등 다양한 임대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able 1. 통합적 수준의 세부 항목별 중요도 분석
정책부문
조성 목적
(0.249)

이용 범위
(0.137)

임대 형태

세부항목
도시민 휴양/ 체험(0.370)
도농상생(0.239)
귀촌(귀농) 점이지대(0.183)
농촌 정주인구 증가(0.208)
가족단위(0.323)
친구(지인)(0.161)
단체(0.119)
은퇴자(0.262)
고령자(0.135)
임대형(1년 단위)(0.243)
분양형(0.247)

통합가중치
0.092
0.059
0.046
0.052
0.044
0.022
0.016
0.036
0.019
0.036
0.036

우선순위
1
7
11
9
12
18
20
14
19
15
13

정책부문
(0.147)
내부 시설
(0.215)
운영 및
관리
(0.252)

세부항목
주말 이용형(0.332)
연중 선택형(0.179)
개인텃밭(0.275)
개인숙소(0.301)
공용 텃밭(0.121)
공용 휴식/편의시설(0.303)
지역주민 참여(0.328)
교육 프로그램지원(0.340)
커뮤니티 강화(0.332)

통합가중치
0.049
0.026
0.059
0.065
0.026
0.065
0.083
0.086
0.084

우선순위
10
16
8
6
17
5
4
2
3

4. 참고문헌
Kim, J. G., 2009, Gyeonggi kleingarten development methods and strateg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yeonggi,
Korea.
Kim, T. K., Cho, J. H., Park, M. H., Choi, T. K., 2009, An analysis of consumers’ preference on allotment garden
with log house, Agri. Poli., 36(3), 7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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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보리(satuteja hortensis)의 생육현황에 있어서
토양성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경순 ․ 조태동1)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협동과정,

1)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현재 지구상에는 약 3000종의 허브가 분류되어 있다. 그중에 본 연구에는 허브 중에서도 세이보리에 한정하
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세이보리는 ‘Satureja’ 학명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
튀로스(Satyr)에서 유래되었고 세익스피어의 ｢겨울이야기｣에도 나오는데 여주인공인 피디타가 중년의 남성들에
게 권하는 허브 중 하나로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미약으로 사용되어 성적 불능의 남자를 치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여 본 연구를 통해 세이보리(satureja
hortensis)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그 성분을 규명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본 논문에서는 먼저 토양에
따른 세이보리의 생육현황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먼저 토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토양은 물리적으로 식물을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수분과 산소 및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매질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의 상태는 식물의 생육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시험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토양의 양분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토양 중의 높은 염류 함량은 여러 이온의 흡수를 억제하고 작물에 수분 스트레스를 유도하여 생리대사에 크
게 영향을 주며 광합성 속도를 감소시킨다. 적정한 염류농도(EC.Eletrical. Comductivity) 토양에서 토양환경 스
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 실험대상인 마사토(EC 1.06)와 점토(EC 1.63)는 적정한 염류농도(EC
1.03~EC1.63 ds/m)를 가진 토양을 준비하여서 세이보리(satureja hertensis)의 생육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결과
토양에 따른 생육 현황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로써 온실에서는 ⑤상토/마사토/계분을 들 수 있으며 실외에서
는 ③상토를 들 수 있다. 세이보리의 생육 조건상 가장 나쁜 토양은 ①마사토, ②점토, ④상토/마사토, ⑥점토/상
토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육이 뛰어나거나 나쁘다고 해도 본 논문의 본래 목적인 세이보리의 성분이 어느
토양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 연구에서 밝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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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Community in Weirpools of the Nakdong River
Jae-Ki Shin ․ Yongeun Park1) ․ Youngsung Ki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1. Introduction
Our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in 13 weir pools in the Nakdong River during the
summer of 2018 and 2019.

2. Materials and Methods
In 2018, it was carried out from Andong (Andong regulated dam) to Busan (estuarine barrages), and at
Changnyeong-Haman weir and estuarine barrages in 2019.

3. Results and Discussions
The phytoplankton taxa consisted of 79 species in 38 genera, followed by green algae>diatom=blue-green
algae>cryptomonad>euglenoid=dinoflagellate. Total cell counts tended to increase in the reaches of
Sangju-Nakdan weirs and Dalseong-HapcheonChangnyeong weirs. The cell densities of diatoms, blue-green algae
and green algae increased toward the downstream, and the maximum values of the taxa were observed in
HapcheonChangnyeong weir, ChangnyeongHaman weir, and GangjeongGoryeong weir, respectively. Especially,
harmful cyanobacteria were observed in small quantities from between Andong and Gudam weirs. In the
upstream and downstream reaches, the relative abundance of cyanobacteria against the total cell counts was
absolute compared to other taxa, and their differences became larger toward the estuary. Prior to the landing of
the typhoon Soulik in 2018, the estuarine area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ir density to 9.0×104, 2.1×106 and
3.1×107 cells/mL over a short day. After opening the weir sluice on the Nakdong River in July 2017, a pulsed
discharges of harmful cyanobacteria in the lower part (ChangnyeongHaman weir, estuarine barrages) could have
major detrimental effects on the freshwater and coastal ecosystems.

- 166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D5)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Effects of Anthropogenic Activities on the Upper
Naeseong Stream
Jae-Ki Shin ․ Yongeun Park1) ․ Youngsung Ki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Naeseong Stream is a tributary that inflows into the mid-upper part of the Nakdong River and is famous
for sand-based channel bed in Korea.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thropogenic activities through stream
structure, hydrology, basic water quality, and microalgae at 40 km reach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from the Yeongju dam located in the upstream of the Naeseong Stream.

2. Results and Discussions
Conductivity values are relatively high as excess 200 μS/cm in the mainstream and at the mouths of
tributaries. Futhermore, chl-a concentrations of phytoplankton were higher at downstream (>20 mg/m3) than that
of upstream (<10 mg/m3), and those values of periphyton were eutrophic levels (>10 μg/cm2) at all stations. In
present, the various types of dams, weirs, and ponds were continuously constructed within the study area of the
Naeseong Stream. Moreover, in addition to point sources of rural residential area, such anthropogenic activities
have been sufficient to serve as an important internal factor in degrading stream water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easonal effects of anthropogenic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al circumstances, and
the results will be to provide useful data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of algal outbreaks within reservoirs. Our
research showed clearly undermines how human activities can alter the stream water quality and ecosystem. The
adverse impacts of these modifications on the stream ecology in the Naeseong Stream unfortunately remain
un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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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vel Methodology to Characterize Riverine
Macroplastic Emission into the Ocea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Jae-Ki Shin ․ Yongeun Park1)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1. Introduction
Land-based macroplastic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sources of marine plastic debris. However,
estimations of plastic emission from the rivers into the oceans remain scarce and uncertain, mainly due to a
severe lack of standardized observations. To properly assess global plastic fluxes, detailed information on
spatiotemporal variation in river plastic quantities and composition are urgently needed.

2.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conference, we present a new methodology to characterize riverine macroplastic dynamics.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applied to estimate the plastic emission from the Nakdong River, Korea.

3. Results and Discussions
During the three typhoons (Lingling, Tapah and Mitag) impact periods of autumn 2019, real-time
cross-sectional profiles of plastic transport were made across the river width. Simultaneously, sub-samples were
taken to determine the composition, size, and weight of riverine macroplastics (>5 cm). Finally, extrapolation of
the observations based on available hydrological data yielded estimates of daily, monthly and annual
macroplastic emission into the ocean. Our results suggest that plastic emissions from the Nakdong River are the
first estimates. Importantly, our flexible methodology can be adapted to local hydrological circumstances and
data availability, thus enabling a consistent characterization of macroplastic dynamics in rivers worldwide. Such
data will provide crucial knowledge for the optimization of future mediation and recycling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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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유해남조 동태에 대한 수위 변동성 영향
신재기 ․ 이형근1) ․ 박용은2) ․ 김영성3)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1)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창의연구소,
3)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2)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1. 서론
본 연구는 2018년과 2019년에 대청호의 본류(방아실, 회남대교) 및 소옥천만(환평리, 추소리)에서 유해남조
의 발생특성과 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주요 대상항목은 수문(수위, 방류량 중심), 수온, chlorophyll-a (CHLA) 및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현존량 등
이었고, 현장조사는 강우패턴을 고려하여 월 1~2회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최근 대청호의 수위는 과거에 비해 연중 높게 유지하는 상태이었다. 그래서 지류하천의 상류(전이대)는 예전
과 달리 수로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지형적 특성을 보여 부착조류 생태계의 규모가 급감하였다. 실시간 연속적
으로 측정된 일 수온은 8월 초에 최고값을 나타냈다. 그 시기 이후에 CHLA는 본류와 지류에서 높아지기 시작
하였고 시공간적으로 다른 양상과 차이를 보였다.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변화에서도 다소 상이하였다. 본류와
소옥천만에서 CHLA의 범위는 각각 2.2~278.4 mg/m3 및 7.1~1,455.9 mg/m3으로서 변동성이 매우 컸다. 연구기
간동안 CHLA의 증가는 본류와 지류에서 각각 1회(9월) 및 2회(8월, 10월) 관찰되었는데, 본류는 수위가 높아지
는 시기이었으나 지류는 감소하는 시기에 해당하였다. 저수지의 수위가 연중 높게 유지될 경우, 하류의 수질은
상류의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류는 고립되는 형태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평상시 발전방류 이
외 홍수시 여수로 방류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양상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유해남조가 대발생하는 오
염수역은 이러한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예방 관리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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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들깨에 차먼지응애의 발생 양상
서윤경 ․ 최용석1) ․ 김형준 ․ 안승원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1. 서론
차먼지응애 Polyphagotarsonemus latus (Banks) 의 크기는 보통 0.2 mm 내외로 육안 관찰이 쉽지 않을 정도
로 매우 작고 응애강(Arachinidae)에 속한다. 차먼지응애에 의한 피해 증상은 잎을 가해했을 때는 잎이 앞뒤로
말리거나 생장점이 위축되며 꽃을 가해했을 때는 착색불량, 조기낙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과실이 피
해를 받았을 때는 기형이 되거나 은백화 현상(Silvery grey) 또는 표면이 코르크화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
처럼 작물의 가해부위에 따라 피해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Schoonhoven et al., 1978; Campbell, 1979). 눈에
보이지 않는 차먼지응애의 방제를 위해 화학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즉 PLS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에 따른 농약잔류 불안감에 화학약제의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우리는 잎들깨에 발생하는 차먼지응애의 발생양상을 2019년 집중조사하고 발생특성을 밝혀 방제의 기초자
료로 제공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잎들깨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관행 시설하우스
(Chemicals house), 화학약제와 유기농업자재를 병행하는 시설하우스(Chemicals +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 house)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만을 사용하는 시설하우스(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house)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주기는 4월 19일부터 1주간격으로 하우스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우스당 20주를
일정간격으로 고르게 선정하여 중엽 수준의 잎을 채취하고 지름 9cm의 플라스틱 샤레에 증류수로 적셔진 필터
페이퍼(ⓇWhatman No. 2) 1장을 깔고 잎의 윗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올려두었다. 채취한 들깻잎 샘플은 아이스
박스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옮겨져 실체현미경(ⓇLeica EZ4) X20~36 하에서 관찰하였다.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
는 시설하우스(EFAM house)는 다소 늦은 시기에 선정되어 6월 중순부터 같은 방법으로 차먼지응애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포장 발생 특성으로는 화학약제를 사용한 시설재배에서 5월 하순 최초 발생하여 6월 하순경 1차 발생 최성
기를 보인 후 7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한 밀도증가 양상을 보였고 지름 1 cm 내의 밀도는 최대 3.1마리 이상이
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와 화학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하우스의 경우,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
와 유사한 발생양상을 보였으나 지름 1 cm 내의 밀도는 2마리 이하로 더 낮은 밀도를 보였다. 또한 화학약제는
6월 1일경 사용하여 주로 10일 간격으로 살포하였고, 최대 발생시점부터는 유기농업자재만을 3~5일 간격으로
자주 살포하였다. 유기농업자재만을 사용하는 시설하우스의 경우, 조사가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나 발생양상은
위의 두가지 시설하우스와 유사하였으나 발생밀도는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와 유기농업자재와 화학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하우스 보다 낮은 밀도로 조사되었고 특이하게도 알의 밀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주간내 발생 특성으로는 잎들깨의 조사부위별 차먼지응애 약성충과 알의 밀도는 줄기에서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고 잎에서 주로 관찰되었다.잎의 엽장과 차먼지응애의 알과 약성충에 대한 상대적 밀도와의 관계는 상관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과 성충을 포함한 총 밀도에 대한 상관성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신뢰성
은 낮았다이는 들깻잎의 면적과 차먼지응애의 밀도는 상관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표본 조사 시 어떤 잎을 조사
해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들깻잎을 채취하여 어느 부위를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주내
공간적 분포 특성 분석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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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피레스린에 대한 차먼지응애에 살충효과
서윤경 ․ 채의수1) ․ 안승원 ․ 최용석2)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원예학과,

1)

달마시안제충,

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1. 서론
잎들깨에 발생하는 차먼지응애 Polyphagotarsonemus latus (Banks) 방제를 위해서 예방적인 방제전략은 불가
피한 상황이며 주로 생식용으로 소비되는 신선채소인 점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화학약제의 사용은 농가의 농
약잔류 불안감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충에
살충효과가 있는 pyrethrum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차먼지응애를 방제하고자 살충효과를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페레스린은 달마시안 제충국을 국내에서 제배하는 달마사인제충국 회사에서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피레스린
함량은 50%였으며, 2%, 4%, 6%가 되도록 중류수에 희석하였고 희석된 시료를 1,000배로 희석하여 충분히 흔
들어 사용하였다. 차먼지응애는 피망유묘의 신초 부위 잎을 채취 가로 1 cm, 세로 1 cm가 되도록 자른 후 지름
9 cm 의 플라스틱 페트리디쉬에 증류수로 적셔진 필터페이퍼를 깔고 잘라진 잎의 윗면이 아래로 가도록 올려
놓았다. 약제처리 전에 1 cm2 내의 잎에 존재하는 차먼지응애의 약충과 성충의 마리수를 사전밀도로 조사하였
고, 약제 처리 3일과 5일 후 생충수를 조사하였으며 생충률로 환산하여 사충률을 조사하였다. 모든 실험을 3반
복 수행하였다. 차먼지응애에 대하여 실내검정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6% 피레스린을 이용하여 잎들깨 시설
하우스에서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잎들깨 시설하우스를 세로로 2등분 하여 한쪽은 6% 피레스린을 1,0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하였고 다른 한쪽은 milbemectin EC 2%를 1,0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하였다. 피레스린은 차먼지응
애가 발생하기 전인 5월 1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하였고 화학약제인 milbemectin EC 2% 사용은 농가
의 방제의사 결정에 따라 살포되었으며 차먼지응애의 피해가 확인된 6월 2일부터 1주 간격 2회 살포 후 다시
차먼지응애의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확인된 6월22일부터 1주간격 3회 살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차먼
지응애 밀도조사는 4월 19일부터 1주 간격으로 조사하였고 처리구별 20엽을 일정한 간격으로 채취하여 증류수
로 적셔진 필터페이퍼(Watman No2)가 깔려 있는 지름 9cm 플라스틱 페트리디쉬에 올려졌으며 실험실내로 옮
겨와 실체현미경(Leica EZ4, X20~36) 하에서 검경하였다. 실험실로 옮겨진 들깨잎은 엽병부위에서 지름 1 cm
의 천정기를 활용하여 잎디스크를 만들고 잎디스크 내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차먼지응애의 약·성충에 대하여 피레스린 농도별 1,000배 희석의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2% 피레스린 보
다는 농도가 높은 6% 피레스린에서 생존률이 가장 낮았으나 4% 피레스린에서의 생존률과는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었다. 또한 실내검정에서 가장 방제효과가 좋았던 6% 피레스린을 이용하여 시설잎들깨에서 차먼지응애가
발생하기 전인 5월 1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한 시험구에서는 지름 1 cm의 잎들깨 잎디스크 내에서 2
마리 이하로 유지되다가 피레스린의 사용이 중단된 시점인 6월 22일부터 서서히 밀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고, 화학약제인 milbemectin EC 2%를 사용한 시험구에서는 초기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화학약제가 사용되어
차먼지응애에 대한 방제효과는 저조하였으며 다시 피해가 증가하는 시점인 6월 22일에 1주 간격으로 3회 집중
살포를 실시한 후부터 밀도가 낮아졌다. 그러므로 화학약제를 사용할 경우, 차먼지응애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
었을 경우에는 이미 밀도가 높은 수준이 되버리기 때문에 1~2회의 방제로는 한계가 있어 보였으며 화학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초기발생시점인 5월 상순 이후 사용이 권장되고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는 1주 간격 3회 이상
사용이 요구된다. 시설잎들깨에 발생하는 차먼지응애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피레스린 보다 더 우수
한 식물유래 천연살비제의 개발이 시급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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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로 장소성 인식요인 인과구조분석
한재경 ․ 박세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 ․ 조경학과

1. 서론
대구광역시 중구의 북성로는 과거 대구읍성이 있던 자리였으나 1906년에 읍성이 파괴되고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거류지로 가장 번화한 거리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빈 건물에 공구상점이 밀
집하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 경기침체로 공구거리가 쇠락하게 되었다. 현재 북성로는 대구광
역시의 근대역사의 이야기를 품은 특성화된 골목으로 그 일대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장기적이
고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이 필요하다(Jeo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북성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소가 갖
고 있는 특성을 도출하고 방문객의 장소성 인식의 인과구조를 분석하여 도시재생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한다.

2. 자료 및 방법
북성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6일간 진행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99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문항은 총 14문항으로 만족도 4문항, 장소애착 4문항,
장소기능 3문항, 행동의도 3문항이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사용한 지표는
CFI, RMSEA이며 CFI는 0.90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간접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10,000회를 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
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이 행동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도는 장소애착과
장소기능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 가정하고 이중매개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조모형을 분
석한 결과 만족도→장소애착(β=.355, p<.001), 장소애착
→행동의도(β=.477, p<.001) 장소기능→행동의도(β=.40,
p<0.01), 장소애착→장소기능(β=.524, p<.001)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
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로는
만족도→장소애착→장소기능→행동의도와 만족도→장소
Fig. 1. Standardize estimates for final model.
애착→행동의도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북성로 방문객에게는 장소애착의 영향이 만족도나 장소기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환경의
만족도가 장소의 재방문 등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성로는 역사성과 지역민의 애
착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근대적인 경관을 유지하는 방향의 도시재생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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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B. I., Kim, J. Y., Baek, Y. H., 2011, A study on the road system of bukseong-ro eupseongnae, Daegu
buil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 Kor. Hous. Ass., 22, 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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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 제설제 농도처리에 따른 구절초의 종자 발아
특성과 유묘 생육 특성
조건희 ․ 김성희 ․ 박지현 ․ 설현윤1) ․ 최승용2) ․ 박제민2) ․ 송희연2) ․ 이재만2) ․ 양지2) ․ 서수현2)
서상일2) ․ 박재현3) ․ 김원태4) ․ 주진희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동절기 도로의 결빙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는 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다(허형석, 이병재, 2017). 그러나
염화칼슘의 주요성분인 칼슘(Ca2+)과 염소(Cl-)이온은 식물이 흡수할 경우 수목의 생육 및 생리적 반응이 억제
되어 식물체 내 수분흡수를 제한한다(주진희 등, 2016). 한편 구절초는 환경적응능력이 우수하고 내염성이 강해
해안가의 자생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염화칼슘 농도 처리에 따른 구절초의 종자 발아 특성과
유묘 생육 특성을 파악하여 생존가능 한계 염 농도를 구명함으로써 제설제 피해지역에서 식물의 안정적인 생육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재료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채취한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종자를
파종 전 72시간 4℃ 저온 처리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염화칼슘 농도처리에 따른 종자 발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경 10 cm, 높이 9 cm의 플라스틱 포트에 2 cm 펄라이트 배수층을 만들고 원예용상토 100g 채운 뒤
구절초 종자를 20립씩 5반복 파종하였으며 온도 23±1℃, 상대습도 70%로 설정된 생장상에서 50일간 발아시켰
다. 염화칼슘 수용액 처리는 증류수 1 L당 Deicing agents(CaCl2) 0(Cont.), 1(D1), 2(D2), 3(D3), 5(D5), 10(D10)
g/L로 조제하여 각각 2일 간격으로 80 mL씩 관수하였다. 발아 조사는 유근이 2 mm 이상 신장한 것을 발아 개
체로 하였으며, 발아율, 평균 발아일수를 조사하였고, 구절초의 초기 생육은 종자 파종 후 30일에 포트당 3개체
이상을 5반복 하여 엽수, 엽장, 엽폭, 간장, 근장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염화칼슘 농도처리에 따른 구절초의 발아율은 Cont. > D3 > D1 > D5 > D2 > D10 순으로 모든 처리구에서
발아가 확인되었으며, D1, D2, D3, D5처리구에서 64∼69%의 범위로 농도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D10처리구에서 크게 감소되었다. 평균 발아일수는 D10 > Cont. > D1 > D3 > D5 > D2 순으로 D10처리구에서
발아가 가장 지연되었으며, 염화칼슘 3 g/L이상의 처리구에서는 종자의 발아가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파종 후
30일 경과 시 구절초의 초기 생육 특성은 엽장에서 D1 > D2 > Cont. > D3 > D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엽병은
D1 > Cont. > D2 > D3 > D5순으로 염화칼슘 1 g/L처리에서 가장 우수한 생육을 보였고, D10처리구 에서는
파종 후 30일만에 고사하였다. 따라서 구절초의 종자 발아는 염화칼슘 10 g/L농도에서도 가능하나, 생존가능
한계농도는 5 g/L 이하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주진희, 박지연, 허혜, 이은엽, 현경학, 정종석, 최은영, 윤용한, 2016, 겨울철 염화칼슘(CaCl2) 처리에 따른 가로변
3가지 상록 관목류의 생육 및 생리반응, 한국조경학회지, 44(2), 122-129.
허형석, 이병재, 2017, 산업분산물을 활용한 친환경제설제의 특성평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1(6),
132-139.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기초연구사업연구입니
다(No. 2018R1A1A3A0407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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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도시농업에서 엽채류의 파종비율이 식물생육과
토양양분함량에 미치는 영향
김수만 ․ 여혁구 ․ 신동훈 ․ 최예람1) ․ 최승용2) ․ 박제민2) ․ 송희연2) ․ 이재만2) ․ 양지2) ․ 서수현2)
서상일2) ․ 박재현3) ․ 김원태4) ․ 주진희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최근 실내의 기능적, 심미적 녹지 공간 증진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실내 도시농업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한주형 등, 2014). 이를 배경으로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식물을 생육
할 수 있는 수직농장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조명되고 있다(양우창, 2015). 현재 수직농장에서 인공조
명인 LED를 적용한 식물생육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종자의 혼파 시 파종비율에 따른 토양양분함량
과 식물생육 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내도시농업에서 엽채류의 파종비율 별 식
물생육 및 생리, 토양양분함량을 비교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실내도시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녹지환경조절실험실 내에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다. 재배
환경은 조도 10,000 lux로 설정된 LED배양대에서 광반응 16시간, 암반응 8시간 재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공
시식물은 청치마상추(Lactuca sativa L.)와 적치커리(Rossa Italiana L.), 적겨자(Brassica juncea L.), 루꼴라
(Eruca sativa)를 선정하였고, 파종 비율에 따라 1차 실험에서는 청치마상추 단일식재(이하 LC ; Lettuce
Control), 적치커리 단일식재(이하 CC ; Chicory Control), 혼합식재(이하 L1C1, L1C2, L1C3) 2차 실험은 LC, 적
겨자 단일식재(이하 MC ; Mustard Control), 혼합식재(이하 L1M1, L1M2, L1M3) 3차 실험에서는 LC, 루꼴라 단
일식재(이하 AC ; Arugula Control), 혼합식재(이하 L1A1, L1A2, L1A3)로 총 15개의 처리구로 구분하였다. 측정
항목은 토양양분함량(N, P, K), 생육(초장, 근장, 엽장, 엽폭, 엽수, 발아율), 생리(상대엽록소함량, 생체중)를 조
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엽채류의 파종 비율에 따른 토양 내 N, P, K함량 측정 결과 청치마상추와 적치커리는 L1C3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 청치마상추와 적겨자는 L1M1일 때 낮은 함량을 보였다. 생육결과는 청치마상추와 적겨자의 비율이
L1M2일 때 적겨자의 근장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청지마상추와 루꼴라는 L1A3 처리구에서 루꼴라의 초장이 높
게 측정되었다. 상대엽록소 함량은 청치마상추와 적겨자의 비율이 1대2인 L1M2처리구와 청치마상추와 루꼴라
의 비율이 1:2인 L1A2처리구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4. 참고문헌
양우창, 2015, 도시농업을 위한 수직농장의 LED 기술도입 연구, 21(2), 335-345.
한주형, 장동민, 2014, 도시농업의 이론, 패러다임 및 유형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설계학회, 15(6),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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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피해지 식생매트 현장적용을 위한 염분저감 효과
유성훈 ․ 류정현 ․ 이승관 ․ 김한별1) ․ 윤혜선1) ․ 최승용2) ․ 박제민2) ․ 송희연2) ․ 이재만2) ․ 양지2)
서수현2) ․ 서상일2) ․ 박재현3) ․ 김원태4) ․ 주진희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겨울철 도로의 눈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설제는 염화나트륨(NaCl)과 염화칼슘
(CaCl2) 등 염화물계 제설제이다. 이러한 염화물계 제설제가 통행 차량에 의해 비산될 경우 가로변 주변의 토양
을 염류화 시키며, 식물뿌리와 접촉하여 생장 장애, 특정 부분의 고사 등을 유발한다(신승숙 등, 2010). 이에 대
한 해결방안으로 국내에서는 비염화물계 제설제의 개발, 식물 정화법, 토양개량제 처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나 식생 매트를 이용한 친환경적 토양개량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설제
피해지의 식생 매트 처리 유무에 따른 토양의 화학성을 분석하여 식생 매트의 현장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정문 앞 곤평 삼거리부터 달신사거리 반송식재지에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봄, 여름 토양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실험구 조성은 환경 적응성이 높은 국화과
구절초(Chrysanthenum zawadskii)를 선정하여 대조구(Cont.), 식생매트 BC (Blancat)와 VM (Vegetation Mat)을
융합한 BVM (Blancat Vegetation Mat)처리로 분류하여 조성하였다. 측정항목은 토양pH(St3100, Ohaus, Japan)
및 전기전도도(3100C, Ohaus, Japan) 그리고 유도결합플라즈마(OPTIMA 7300 DV, Perkin-Elmer USA)를 이용
하여 염화물계 치환성 양이온(Ca2+, K+, Na+, Mg2+) 함량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봄 토양 pH 측정결과 대조구보다 BVM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약산성을 띄었고 전기전도도에서는 대조
구보다 BVM에서 높았으나 차이는 미비하였다. 염화물계 치환성 양이온 함량 측정결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은 대조구에서 높았고, 칼슘은 BVM에서 높았다.
여름 토양 pH, 전기전도도 측정결과 대조구보다 BVM에서 낮은 값을 보였으며 약산성을 띄었다. 염화물계
치환성 양이온 함량 결과는 칼슘, 칼륨, 나트륨은 대조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마그네슘은 BVM에서 높은 수치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식생매트는 제설제 피해지 토양에서 염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후 다양한 환경요인을 적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신승숙, 박상덕, 김호섭, 이규송, 2010,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가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환경공학회
지, 32(5), 487-498.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기초연구사업연구입니
다(No. 2018R1A1A3A0407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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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관리 옥상녹화에서 멀칭재 종류가 토양 수분 함량 및
초화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최혁 ․ 송한빈 ․ 김덕주1) ․ 윤소망1) ․ 최승용2) ․ 박제민2) ․ 송희연2) ․ 이재만2) ․ 양지2) ․ 서수현2)
서상일2) ․ 박재현3) ․ 김원태4) ․ 주진희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도시 열섬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시온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옥상녹화가 주목받고
있다. 옥상녹화는 지속적인 생육을 위해 식물 자체의 내건성도 중요하나 식재 지반의 보수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주진희 등, 2012). 멀칭(mulching)은 빗물의 표면 유출을 감소시켜 토양 수분을 증가시키며, 갈
수기 때 토양 표면의 증산을 억제하여 근권부의 수분 고갈을 완화시킨다(우기옥, 2019). 또한, 멀칭은 토양 내
무기성분 함량을 증가시켜 식물 생육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무기 멀칭재를 이용한 다양한 녹
화 방법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유기 멀칭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기 멀칭재의 종
류에 따른 토양 수분함량과 초화류의 생육 반응을 조사하여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에서의 멀칭재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복합실습동 옥상에서 수행하였다. 공시식물은
내건성 정도에 따라 동자꽃(Hosta plantaginea), 옥잠화(Lychnis cognata), 쑥부쟁이(Aster yomena) 3종의 식물을
선정하였으며, 멀칭재료는 표토 수분 보유 및 관리성을 고려해 우드칩, 코코칩, 짚거적, 톱밥 4가지를 사용하였
다. 실험구 조성은 가로 0.5 m, 세로 0.5 m, 높이 0.2 m, 토심 0.15 m의 정방형 모듈에 각 수종에 따라 9반복
식재 하였으며, 멀칭재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구(Cont.)와 멀칭재료를 처리한(W.O; wood chip, C.O; coco chip,
S.T; straw mat, S.A; sawadust) 5가지 처리구를 3반복하여 총 15개의 처리구를 조성하였다. 측정항목은 토양 수
분함량, 식물 생육(초장, 엽장, 엽폭, 엽수, 경경, 엽록소)을 2주 간격으로 매월 2회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멀칭재 종류에 따른 토양 내 수분 증발량은 모든 실험구에서 7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ont. > W.O
> S.A > S.T > C.O 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자꽃은 토양 수분 증발량에 가장 민감하였으며 C.O처리구에서 가장
안정된 반응을 보였다. 쑥부쟁이는 Cont. > W.O > S.A > S.T > C.O 순으로 대조구에서 생육이 가장 양호하였
으며 C.O처리구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잠화는 C.O와 S.A처리구에서 안정된 생육을 보인 반면 Cont.
에서는 낮은 값을 보였다.
실험 기간 중 식물의 생존율은 쑥부쟁이 > 옥잠화 > 동자꽃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식
물의 엽록소 수치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4. 참고문헌
우기옥, 2019, 옥상녹화에서 멀칭재에 따른 토양 수분 변화와 식물생육 반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39.
주진희, 윤용한, 2012, 무관수 옥상녹화에서 유기질 비료와 멀칭재에 따른 리아트리스 생육 반응, 한국조경학회,
40(2),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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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약전골목의 장소성 인식요인 인과구조분석
한재경 ․ 박세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대구광역시 중구의 약전골목은 대구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골목으로 관광특화거리인 ‘근대문화골목’
중 하나이다. 약전골목은 조선시대 경상도지역의 한약재를 사고파는 시장에서 기원하였다. 약전골목에서는
1978년에 시작된 한방문화축제가 매년 봄에 열리고 있으며,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과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위
치하고 있다. 지역마다 갖는 장소성이 다르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장소성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Hong, 2009). 본 연구에서는 약전골목의 장소성 인식요인의 인과구조분석을 통해서 장소마케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약전골목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3일~5월 6일에 조사를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
성실 응답을 제외한 198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만족도 4문항, 장소애착 4문항, 장소기능
4문항, 행동의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
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사용한
지표는 CFI, TLI, RMSEA이며 CFI와 TLI는 0.90 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이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도는 장소애착과 장소기능
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중매개모형을 제안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0.95,
TLI=0.94 RMSEA=0.05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조
모형을 분석한 결과 만족도→장소애착(β=0.248, p<0.05),
장소애착→행동의도(β=0.845, p<0.001), 장소애착→장소기
능(β=0.26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장소의 만
족도가 재방문 등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전골목 장소성에는 장소애착이 행동의
Fig. 1. Standardize estimates for final model.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전골목은 역사성을 지
닌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애착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약재 상점, 한방테마거리, 근대역사건축
물 등의 특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Hong, K. G., 200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nd economic value of ‘placeness’, J. Arch. Inst. Kor.,
25, 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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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내 증발냉각시스템의 기온저감 및 열환경 연구
이상훈 ․ 강수하1) ․ 김채희1) ․ 노두현1) ․ 임병헌2) ․ 전창헌2) ․ 김원태3) ․ 김학기4) ․ 김정호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4)LSD코퍼레이션

1. 서론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녹지의 비율이 낮고 인공물과 도로면적 비율이 높아 인공열 발생의 증가 등으로 도시
열섬현상이 발생한다(오진우, 2020). 도시의 평균 기온이 상승되며, 이로 인한 폭염, 한파와 같은 극한 기온 상
황에 노출 빈도를 증가시켜 노약자,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오진우,
2020). 이러한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녹지 조성, 벽면녹화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증발
냉각시스템을 이용한 기온조절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녹지와 증발냉각시스템을 접목한
기온저감 몇 열환경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증발냉각시스템 접목을 통한 기온저감 및 열환경 변화를 파
악하여 증발냉각시스템 조성방안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녹지 내 증발냉각시스템을 통한 기상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구를 가로 3m, 세로 3 m로 조성하였다. 실험
구별 측정유형은 초지, 초지+증발냉각시스템, 녹지, 녹지+증발냉각시스템, 대조구(나지)로 구성하였다. 측정지
점은 가로 3 m, 세로 3 m에 중간지점인 1.3 m 지점에 높이 1.5 m로 각각 설치하였다. 노즐의 개수는 풍향을
고려하여 2개로 설정하였다.
기상요소로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으로 기온과 상대습도는 HOBO온습도계(MX2301A, USA)를 이용
하였으며, 풍속과 일사량은 자동기상관측기(WatchDog 2000, USA)로 지점당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열환경
요소 측정은 WBGT온열환경측정기(Delta OHM HD32.2, Italy)를 이용하여, 각 지점당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
다. 측정기간은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달 간 진행하였으며, 측정기간 중 강우 및 기기훼손이 우려되는
날은 제외하였다. 측정시간은 08∼17시까지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구별 평균 기온은 나지 > 초지 > 초지+증발냉각시스템 > 녹지 > 녹지+증발냉각시스템 순으로 측정되었
으며, 평균 상대습도의 경우 녹지+증발냉각시스템 > 초지+증발냉각시스템 > 녹지 > 초지 > 나지의 순으로 기
온과 상대습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지보다 녹지에서의 기온저감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환경요소의 경우 평균 WBGT는 녹지+증발냉각시스템 > 녹지 > 나지의 순으로 기온과 유사한 경향으로 분석
되었으며, UTCI의 경우 대조구 > 녹지 > 녹지+증발냉각시스템이였으며, PMV 대조구 > 녹지 > 녹지+증발냉각
시스템으로 분석되었다. 불쾌지수의 경우 나지 > 녹지 > 녹지+증발냉각시스템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오진우, 2020, 도시환경특성에 따른 딥러닝 기반 도시열섬현상 예측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사업임(NRF-2017R1A
2B4008433).

- 178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ND8)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수변공원 내 보행공간 입지유형에 따른 열환경 특성 연구
김효진 ․ 이승헌1) ․ 주현우1) ․ 전정모1) ․ 소병준2) ․ 김원태3)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으로 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공학양 등, 2018). 도시민의 열 환경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친수공간의 확대와 도시의 정비 등 도심 내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변공원
조성 관련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정용훈, 2012). 그러나 수변공원의 수공간이 보행공간에 미치는 열환경 효
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공원 내 보행공간의 입지유형에 따른 열환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변과의 거리를 고려한 후 입지유형을 구분하여 보행공간의 열환경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연구 방법
측정 지점은 수변과의 거리를 고려한 보행공간의 입지유형을 구분하였다. 수변(Type1), 산림 내부(Type2), 산
림 외곽(Type3)으로 구분하며, 각각 2지점으로 총 6개의 지점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항목은 기상 특성,
열환경 특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기상 특성에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지표온도, 열환경 특성에는 건구온
도, 습구온도, 흑구온도를 통해 산출식에 대입하여 WBGT, MRT, UTCI, PMV, PPD, DI를 산출하였다. 온도,
상대습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는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풍속과 지표온도는 각 지점 당 5반복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항목은 지상 1.5 m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온도와 상대습도는 HOBO 온습도계(MX2301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풍속은 열선풍속계(TSI-9545, USA)를 이용하였다. 지표온도는 열화상카메라
(flir-e8, USA)를 통해 측정하였다.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는 건습구온도계와 흑구온도계를 통해 측정하
였다. 측정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날씨가 맑은 날을 중심으로 09시부터 21시까지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입지유형에 따른 기상 특성의 측정지점별 평균기온은 산림 외곽(Type3) > 수변(Type1) > 산림 내부(Type2)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의 경우 산림 내부(Type2) > 수변(Type1) > 산림 외곽(Type3)으로 나타났다. 기온과
상대습도는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풍속의 경우 산림 외곽(Type3) > 수변(Type1) > 산림 내부(Type2)
순으로 나타났다. 지표온도는 수변(Type1) > 산림 외곽(Type3) > 산림 내부(Type2)로 나타났다.
입지유형에 따른 열환경 특성은 모든 지점에서 수변(Type1) > 산림 외곽(Type3) > 산림 내부(Type2)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상 특성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환경 특성의 경우 비교적 일사가 많이 들어
오는 수변(Type1)이 높게 나타났다.

4. 참고문헌
공학양, 최낙훈, 박성애, 이종천, 박수국, 2018, 여름철 택지개발지역의 열쾌적성에 관한 연구, 응용생태공학회,
5(4), 219-228.
정용훈, 2012, 도시하천복원이 주변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범어천을 대상으로, 계명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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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형 도시숲 내 지형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특성
- 충주시 만리산을 대상으로 정주현 ․ 김서연1) ․ 안영은1) ․ 이유진1) ․ 손윤석2) ․ 최병선2) ․ 김원태3) ․ 김정호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저감시설 설치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
시켰다. 매년 증가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직접적인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속관리 측면에서 도시숲의 미세
먼지 저감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두되었다. 선행연구로 도시 침엽수에 의한 연간 CO2 흡수 및 대기정화 연구 등
이 이루어졌으나, 독립수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검증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조현길과 안태현, 2001; 허희염과
김진오, 2018), 도시숲의 직접적인 저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지형 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 특성 및 도시숲 내 기상환경에 따른 미세먼지 변화를 연구하여 미세먼지 저감숲 개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 및 도시숲 내 ․ 외부 농도 비교를 위해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만리산
일대를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측정지점은 10×10 m 격자를 형성한 후 구역 내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
한 수종, 식생구조를 선정해 지형구조에 따라 사면, 계곡, 능선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숲 내 ․ 외부 미세먼지
농도 비교를 위해 인근 사거리를 대조구(Control)로 설정하여 총 4개의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미세먼지를 입경 별 PM2.5, PM10으로 분류하였고, 기상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을 고정 측정하였다.
측정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측정시간은 07시부터 19시까지 10분 간격으로 10회 반복
실시하였다. 또한, κ-Köhler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대습도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Crilley et al, 2018).

3. 결과 및 고찰
연구 중 대상지의 기상은 기온 28.02℃, 상대습도 71.36%, 풍속 1.28 m/s로 측정되었다. 산지형 도시숲 지형
구조와 기상요소를 고려한 미세먼지 비교 분석 결과 PM2.5는 Cont. > 계곡 > 사면 > 능선 순으로, PM10은 Cont.
> 사면 > 계곡 > 능선 순으로 두 입경 모두 능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상요소의 경우 주 풍향은 동풍계
> 북풍계 > 남풍계 > 서풍계 순으로 측정되었고, 풍속은 능선 > 계곡 > 사면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장미 분석
결과 두 입경 모두 동풍계 구간에서 고동도 발생확률이 가장 높게 분포되었고, 풍속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는
PM2.5, PM10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0 m/s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점층 하향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조현길, 안태원, 2001, 도시 침엽수에 의한 연한 CO2 흡수 및 대기정화 : 소나무와 잣나무를 대상으로, 한국환경
생태학회지, 15(2), 118-224.
허희염, 2018, 도시 및 녹지계획 측면에서 초미세먼지(PM2.5) 저감 대책에 관한 연구 : 중국 베이징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rilley, L. R., Shaw, M., Pound, R., Kramer, L. J., Price, R., Young, S., Lewis, A. C., Pope, F. D., 2018,
Evaluation of a low-costoptical particle counter (Alphasense OPC-N2) for ambient air monitoring,
Atmospheric Measurement Techniques, 11, 7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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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토지피복과 녹지량에 따른 미기상 및 열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김한결 ․ 신용진 ․ 유병찬1) ․ 김지은1) ․ 이준혁1) ․ 이창우1) ․ 김원태2) ․ 서수현 ․ 이명훈 ․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산업화 이후 고도로 성장한 도시지역은 자연녹지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로 인한 인공열의 증가는 도시 열환경을 악화시켜 도시열섬 현상 등 도시 기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최근 도시 관리의 주요 주제로써 양적 성장과 개발보다는 질적이고 친환경적인 관리, 도시미관 개선 등이
부각되고 있다(조용현 등, 2006). 도시공원의 토지피복유형에 따른 미기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도시공원 내 토지피복과 녹지량에 따른 열환경요소의 상관성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구조별 특성에 따른 미기상 및 열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여 도시공원 조성 시 녹지량에
따른 미기상 및 열환경을 고려한 조성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측정 대상지는 충주시 교현동에 위치한 대가미 체육공원으로 선정하였다. 측정유형은 공원 외 대조구, 공원 내
토지피복 유형에 따라 건폐지, 불투수포장, 잔디, 수목식재로 구분하였으며, 수목식재 유형은 가로×세로 10 m의
방형구를 설정 후 녹지량을 계산하여 녹지량 3 m3/m2 이하(낮음), 3∼6 m3/m2(중간) 6 m3/m2 이상(높음)으로 3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측정 항목은 기온, 상대습도, 지표온도, WBGT, 열화상온도로 설정하였다. 기온, 상대습도는
HOBO 데이터로거(MX2301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BGT(열환경 지수)는 흑구·건구·습구온도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열화상 온도는 열화상 드론과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00 m 상공에서 촬영한
열화상 온도와 1.5 m 높이에서 측정한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한 열화상 온도 차를 규명하기 위해 비교하였다. 측
정기간은 2020년 8월부터 9월로 약 한달간 진행하였으며, 09~18시까지 각 지점당 1시간 간격으로 5반복 측정하
였고, 강우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한 날은 제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기간 중 평균기온의 경우 불투수포장>건폐지>잔디>수목식재 순으로 불투수포장과 수목식재는 3.15℃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대습도는 수목식재>잔디>건폐지>불투수포장 순으로 수목식재와 불투수포장은 9.24%의
차이를 보였다. 지표온도는 불투수포장>건폐지>잔디>수목식재 순으로 불투수포장과 수목식재는 17.08℃의 차
이를 보여주었다. WBGT의 경우 불투수포장>잔디>건폐지>수목식재 순으로 불투수포장과 수목식재의 차이는
2.67℃의 차이를 보였다. 녹지량에 따른 기온은 낮음>중간>높음의 순이였으며, 상대습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WBGT는 낮음>중간>높음의 순으로 낮음과 높음의 차이는 1.95℃로 측정되었다.

4. 참고문헌
조용현, 정용문, 김광동, 2006, 녹지량 지표로서 녹시율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 가로 환경 특성 분석, 한국조경학
회지, 34(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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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녹화 유형에 따른 복사에너지 변화 특성 연구
이동재 ․ 권종현1) ․ 김나연1) ․ 김세현1) ․ 김태희1) ․ 이돈혁1) ․ 서상일 ․ 김원태3)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도시개발과 인구집중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열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는 도시 열환
경의 변화를 가속시키며, 에너지 소비와 도시고온화가 상호작용하여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김종성과 강정은,
2018). 이에 도시녹지를 확대할 방안으로 옥상녹화, 벽면녹화를 조성하여 녹적율을 향상시키고 증발산과 인공
구조물에 도달하는 태양복사를 차단하거나 흡수시키는 기능을 통해 대기의 온도를 낮춘다(한승원 등, 2011). 현
재 벽면녹화의 열환경 쾌적성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 진행되었지만, 비율 별 기상인자에 관한 연구와 벽면녹화에
따른 미기상과 복사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 벽면녹화에 따
른 미기상과 복사에너지의 경향을 파악하고, 도시 열환경 및 열쾌적성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청북도 충주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복합실습동에서 도심지 건물을 고려하여 벽면녹화
축소모형을 조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구는 양면녹화 유형, 단면녹화 유형, 비녹화 유형으로 설계하였고, 인근 나지를 대조구(Control)로 설정
하였다. 측정항목은 기상인자인 기온, 상대습도와 복사에너지인 장·단파 복사에너지를 측정하였고, 측정지점은
스케일을 고려하여 기상인자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거리 0.5 m와 1.5 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측정하였으며, 복사
에너지는 지면으로부터 1.5 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시 실험구 내 기상인자는 HOBO 온 ․ 습도계
(MX2301A, USA)를 사용하였고, 외부의 기상인자는 기상관측기(Watch dog 2000, USA)를 사용하였다. 또한 복
사에너지의 경우 복사계(IR02, Netherlands)를 사용하였다. 측정기간은 6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측정시간
은 09시~18시에 1분 간격으로 측정을 진행하였고 장 ․ 단파복사에너지의 경우 일사를 고려하여 12시~15시에 1
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지역의 평균 기온은 30.83℃, 평균 상대습도는 61.98%이었으며, 실험구 유형 별 기온측정 결과 0.5 m,
1.5 m 지점에서 모두 비녹화 > 단면녹화 > 양면녹화 순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1.5 m 지점에서 양면녹화와 비녹
화 유형 간 약 0.75℃~1.25℃의 기온 차이가 발생하였고 0.5 m 지점에서 2.14℃~2.69℃의 기온 차이가 발생하였
다. 지면에서 더 가까운 0.5 m 지점에서 기온차이가 더 크게 측정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양면녹화 > 단면녹
화 > 비녹화. 순으로 기온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 ․ 단파 복사에너지 측정 결과 장파 복사에너지는 비
녹화 > 단면녹화 > 양면녹화 순으로 각 시간대별 간 차이가 크게 측정되었고, 단파 복사에너지는 장파 복사에
너지에 비해 차이가 미미하였다.

4. 참고문헌
김종성, 강정은, 2018, 압축형 공간구조 특성이 도시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 19(1), 21-36.
한승원, 안근영, 정명일, 2011, 인공지반녹화용 주요 관목류의 CO2 흡수 및 열환경 예측을 위한 실험연구, 한국생
활환경학회, 18(6), 66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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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섬 습지 내의 식생유형과 토양특성 관련성 규명 연구
이주승 ․ 김소연1) ․ 김예은1) ․ 이철준2) ․ 임보성2) ․ 조범준2) ․ 김원태3) ․ 이명훈 ․ 서수현 ․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습지는 영구적 또는 계절적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특별히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곳으로(Cylinder et al.,
1995), 습지식물과 서식환경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권기진 외, 2006). 습지식물은 습지를 구
성하는 가장 중요한 생물환경요소(Cronk and Fennessy, 2001)로서 습지를 인식하는 우선지표이다(김귀곤,
2003). 습지토양은 습지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식생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는 거
의 없다(Mitsche and Gosselink,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습지 내의 식생과 토양을 조사하여 식생유형 및
토양특성에 따른 관련성을 규명하여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비내섬 습지는 현재 자연휴식지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습지보호지역 지정계
획이 수립되어 생태적 가치 등이 높은 습지이다. 식생조사는 항공영상자료와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였으
며, 국립생태원의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을 바탕으로 식물군락의 상관을 구별하였다. 토양조사 지점은
식생군락 내부와 가장자리로 구분하여 토양의 물리적 특성(토양경도, 토양수분, 토양온도)과 화학적 특성(EC,
pH)을 측정하였다. 측정횟수는 조사지점 당 3반복하였다. 측정기간은 2020년 8월부터 9월로 약 한달간 진행하
였으며, 측정기간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였다. 측정시간은 11∼16시까지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비내섬 습지의 식생은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갯버들, 물억새, 쑥으로 조사되었다. 식생유형별 토양의 물리적
특성은 토양경도에서 쑥>버드나무=갯버들>물억새 순으로 나타났고, 토양수분은 버드나무>물억새>쑥>갯버들
순으로, 토양온도는 갯버들>물억새>쑥>버드나무 순으로 측정되었다. 화학적 특성의 경우 EC는 물억새>버드나
무>쑥>갯버들 순으로, pH는 버드나무=갯버들>쑥>물억새 순으로 측정되었다. 조사지점별 토양의 물리적 특성
은 토양경도에서 군락 가장자리>군락 내부, 토양수분은 군락 내부>군락 가장자리, 토양온도는 군락 가장자리>
군락 내부로 측정되었다. 화학적 특성의 경우 EC는 군락 내부>군락 가장자리, pH는 군락 내부=군락 가장자리
로 측정되었다. 비내섬 습지를 대상으로 식생유형과 토양특성을 조사한 결과, 습지 내의 식생유형별 및 조사지
점별로 토양특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4. 참고문헌
권기진, 2006, 습지식물의 적정 서식 환경 : I. 줄과 애기부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9(1), 72-88.
김귀곤, 2003, 습지와 환경, 서울 : 아카데미서적.
Cronk, J. K., Fennessy, M. S., 2001, Wetland Plants-Biology and Ecology, Florida : CRC Press.
Cylinder, P. D., Bogdan, K. M., Davis, E. M., Herson A. I., 1995, Wetlands Regulation : A Complete Guide
to Federal and California Programs, Point Arena : Solano Press.
Mitsche, W. J., Gosselink, J. G., 2007, Wetlands(4th. ed.), John Wiley &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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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구시 공원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기초
연구
허대겸 ․ 노백호1) ․ 배헌균1)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공원수요가 증가되어
왔다. 과거 도시 공원은 녹지공간의 보전 ․ 활용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경관 ․ 문화 등을 포괄하는 공간으로 변화
하고 있다(우경숙, 2018). 특히 그린인프라 및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도시열섬 완화 및 바람길 조성(차재규
등, 2007). 가로녹지(한봉호 등, 2014)에 있어 공원은 도시공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맺김하고 있다. 기존 많은
연구들이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도시 공원 네트워크를 접근하였으나, 주민의 요구, 사회 ․ 경제적 특성이나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목적의 도시공원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대구시 도시공원의 다양한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공원이용행태를 분석하는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
이닝 기법에 의거하여 대구시 공원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공원 네트워크를 조성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인 “Textom”을 활용하여 최근 3년(2017-2019)간 대구 공원에서 일어난 주요
이용 행태를 파악하였다. 최근 3년간 블로그 글, 카페 글, SNS 글에 언급된 대구공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문헌 고찰을 토대로 대구공원을 키워드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 곳의 도시공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세 곳의 공원과 관련된 행태분석을 실시
하였다. 목적성 ․ 장소성 등을 기준으로 행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 접미사 ․ 접두어 등의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구공원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송해공원(1,573건), 달성공원(1,041건), 두류공원(976건)이 가장 많이 도출
되었다. 각각의 공원별 행태분석 결과, 송해공원은 산책‧나들이, 달성공원은 동물원 ․ 주변 명소, 두류공원은 피
크닉 ․ 놀이공원 등에 관한 키워드가 많이 도출 되었다. 송해공원은 산책, 나들이 등의 행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변의 명소와 녹지를 활용한 다양한 도보 네트워크 조성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달성공원은 주변
명소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조성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의 주요 결절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류공원
은 피크닉과 놀이공원을 활용한 여가생활 중심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주변 녹지와의 연계를 통하여 피크닉
등에 관한 이용 행태의 반경을 넓히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활용은 공원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써, 공원의 조성 ․ 관리
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공원 네트워크 조성 시,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의 도시공원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Han, B. H., Kwak, J. I., Park, S. C., Hur, J. Y., 2014, A Study on Planning of Street Tree and Roadside Green
for Enhancing Urban Green Network, Korean J. Environ. Ecol., 28(2), 128-141.
Jung, E. H., Ryu, J. W., Kim, D. W., Cha, J. G., 2007, Constructing a Green Network and Wind Corridor to
Alleviate the Urban Heat-Islan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10,
1, 102-112.
Woo, K. S,, Suh, J. H., 2018, Time Series Analysis of Park Use Behavior Utilizing Big Data- Targeting Olympic
Park-,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6(2),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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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
양순미 ․ 이기호1) ․ 허철구1)
㈜산들엔,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적 ․ 행정적 제도와 절차적 특성 및 대상
사업 범위를 국가 및 타 지역과 비교 ․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제주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와 협의이행실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사
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증진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에 그간 적용되었던 관련 법령, 조례, 행정지침 등의 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제주도 환
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이에 대한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국가 및 타
지역과 비교 ․ 분석하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간 제주도에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료를 수집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변천과정
과 함께 대상사업 확대, 사후조사단 운영 등 제주만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1년 12월 3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주도 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자치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대상사업 범위,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제주
특별자치도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 조례-2006년」(현재는 2011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
례」적용) 등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특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크게 4단계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
(Scoping), 평가서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협의내용관리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제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평가서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까지는 평가법의 절차와 대동소이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협의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협의내용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조사단 구성 ․ 운영 등 타 시도와는 차별성
있는 절차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3.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철도의 건설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체육시
설의 설치사업,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은 제외한 반면 건축물의 설치사업 등을 추가한 특징이 있으며,
특히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점차 강화해 평가대상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4. 참고문헌
Cho, E. I., Hu, C. G., 2014,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nservation First Development Later’ Principle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in Jeju Are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3(1), 113-128.
Lee, S. W., Kim, J. G., Seo, J. K., 2018,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Evaluation in an operator Viewpoint,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7(5), 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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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경관 구조 특성 연구
염정헌 ․ 吴迪1) ․ 박상혁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 서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규모의 도시들도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고 있
다. 중소도시들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개발 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토
지이용의 변화 분석은 도시 경관의 구조 특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릉시를 대
상으로 하여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경관 구조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대상지는 ‘20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강릉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받은 1980~2010년까지의 토지피복현황도(대분류, 1:50,000)를 활용하였다. 경관 구조 해석을 위해
FRAGSTATS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시기별 토지피복별 면적 비율(PLAND), 패치 수(NP), 경관형태지
수(Landscape Shape Index), 응집지수(Clumpiness Index), 통합지수(Cohesion Index), 군집지수(Aggregation
Index) 등을 분석(https://www.umass.edu)하고 시계열별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경관형태지수는 경관 내에 속한 모든 가장자리의 길이(m)의 총합을 클래스(class)면적의 평방근으로 나
눈 값을 의미하는 지수이며, 파편화에 따라 경관이 복잡 해 질수록, LSI값은 커진다(Heo et al., 2007).

3. 결과 및 고찰
주요 분석 결과, 2010년의 강릉시 토지피복 유형 면적비율(%)은 산림이 85.28%, 경작지 8.87%, 시가화지역
3.09%, 나지 1.06%, 초지 0.96%, 수역 0.59%, 습지 0.16%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토지피복 변화 중 경작지는
1980년 11.56%, 1990년 11.77%, 2000년 9.17%, 2010년 8.87%, 초지는 1980년 1.65%, 1990년 1.83%, 2000년
0.94%, 2010년 0.96%로 각각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가화지역은 1980년 1.06%, 1990년 2.02%, 2000년 2.34%,
2010년 3.09%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관형태지수(LSI) 분석결과, 토지피복유형 중 파편화가 가
장 많이 진행된 유형은 경작지, 초지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계열 상 경작지의 경우, 1980년 LSI 120.5457,
1990년 LSI 115.9675, 2000년 LSI 96.704, 2010년 LSI 94.6386 등이었고, 초지는 1980년 LSI 95.2996, 1990년
LSI 95.4041, 2000년 LSI 76.0667, 2010년 LSI 74.5687 등이었다. 경관이 하나의 정사각형 패치 값으로 적용되
어 두 유형에 대한 경관형태지수의 시계열적 변화가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각 시기 별 경작지, 초지에 대한 경
관형태지수가 다른 토지피복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파편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응집지수, 통
합지수, 군집지수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Heo, S. K., Kim, K. S., Ahn, J. H., Yoon, J. S., Lim, K. J., Choi, J. D., Shin, Y. C., Lyou, C. W., 2007,
Landscape Analysis of the Forest Fragmentations at Doam-Dam Watershed using the FRAGSTATS Model,
Journal of the KAGIS, 10(1), 10-21.
https://www.umass.edu/landeco/research/fragstats/documents/fragstats_docu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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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봉&수월봉 식물상
정기수 ․ 이선희 ․ 문성필 ․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당산봉과 수월봉은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오름으로서, 당산봉과 수월봉은 물과 마그마의 폭발적인 반응에 의해
형성된 수성화산체로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 중 하나이다. 특히 수월봉의 지형은 서쪽 해안절벽을 따라 노
출된 화산쇄설암의 노두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화쇄난류라고 불리는 독특한 화산재 운반작용에 의해 쌓인 화산체로
서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역의 기후는 평균기온이 15.6℃, 연강수량이 1142.8
㎜, 연일조량이 1989.2 hr, 습도가 74.5%인 기후로 최근에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본 조사는 제주도 서부 해안에 가까운 당산봉과 수월봉을 대상으로 식물상을 파악하고, 제주도 서부지역 해
안에 자생하는 식물분포의 특징을 추정하고자 수행하였다. 2020년 2월 03일부터 2020년 07월 08일까지 총 8회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표본을 채집하고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산봉과 수월봉의 식물은 총 78과 210
속 255종 36변종 3품종 1아종 등 총 295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양치식물이 6과 9속 8종 1변종 등 9분류군, 나자
식물이 2과 2속 3종, 피자식물은 쌍자엽식물 62과 159속 198종 27변종 3품종 1아종 등 229분류군, 단자엽식물
8과 40속 46종 8변종 54분류군으로 70과 199속 244종 35변종 3품종 1아종 등 283분류군이었다. 이 중 한국특
산식물은 2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7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Ⅳ등급 11분류군
Ⅲ등급 29분류군 Ⅱ등급 6분류군Ⅰ등급 27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적색목록 식물은 위기(EN) 1분류군, 준
위협(NT) 1분류군, 취약(VU) 1분류군, 관심대상(LC) 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당산봉과 수월봉의 귀화식물 48분
류군(약 16%), 생태계교란식물 4분류군 등이 확인되었고, 식재된 식물은 4종으로 다정큼나무, 먼나무, 워싱턴야
자, 은백양이 확인되었다.
당산봉과 수월봉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차귀도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어
관광객 출입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주변의 농경지이고 마을 과 연결되어 있어 인위적 간섭이 많은 지역으로
귀화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오름의 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Key words : 아열대기후, 귀화식물, 종다양성, 오름, 제주 서부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P002062)”으로 수행된 연
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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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오름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식물상
이선희 ․ 정기수 ․ 문성필 ․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저지오름(楮旨岳)은 ‘닥몰오름’ 또는 ‘새오름’이라고도 불리며, 남북으로 뻗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
로 경사와 거리가 비슷한 둥근 산체를 이루고 있으며, 둘레가 약 900 m, 깊이가 약 60 m쯤 되는 매우 가파른
깔대기형 산상분화구를 갖고 있는 화산체이다.
본 조사는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저지오름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상을 조사하여 자원화와 보
호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1월 03일부터 2020년 08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통하여 표본을 채집하고
기록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저지오름에 자생중인 식물은 양치식물 11과 16속 25종 1변종 26분류군, 나자식
물 3과 3속 4종 4분류군, 피자식물 80과 201속 263종 32변종 4품종 299분류군으로 쌍자엽식물 70과 173속 229
종 27변종 2품종 258분류군, 단자엽식물 10과 28속 34종 5변종 2품종 41분류군을 구성되었으며, 총 94과 220
속 292종 33변종 4품좀의 총 329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이 중 환경부 멸종위기식물은 대흥란 1종이 확인되었으
며, 한국특산식물은 3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7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Ⅴ등급
1분류군 Ⅳ등급 12분류군 Ⅲ등급 26분류군 Ⅰ등급 3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적색목록 식물은 위기(EN)
3분류군, 취약(VU) 1분류군, 준위협(NT) 2분류군, 관심대상(LC) 2분류군, 미평가(NE) 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저지오름에는 귀화식물 37분류군, 생태계교란식물 3분류군 등이 확인되었고, 식재된 식물은 배롱나무, 참꽃나
무로 2종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에서 저지오름의 식물은 산방산, 주변의 저지곶자왈 등에 비해 인위적인 훼손이 많은 지역이라 사료
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오름 보호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식물종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발
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Key words : 멸종위기종, 종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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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봉 식물상
이선희 ․ 정기수 ․ 문성필 ․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지미봉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한라산 동쪽해안)에 위치한 측화산으로 오름꼭대기에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북서로 왕가(往哥), 남동으로 성산(城山)봉수와 교신하였다. ‘지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제주섬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어 한자로 地尾峰이라 표기하며, 속칭은 ‘땅끝’이라 부른다. 이지역의 기후는 평균기온이 15.4℃,
연강수량이 1966.8 mm, 연일조량이 1944.76 hr, 습도가 71.7%인 기후로 최근에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본 조사는 제주도 동부 해안에 가까운 지미봉을 대상으로 식물상을 파악하고, 제주도 동부지역 해안에 자생
하는 식물분포의 특징을 추정하고자 수행하였다. 2020년 2월 11일부터 2020년 08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표본을 채집하고 기록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지미봉의 식물은 총 96과 249속 319종 38변종
4품종 1아종 등 총 362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양치식물이 8과 17속 22종 1변종 등 23분류군, 나자식물이 4과 4
속 4종, 피자식물은 쌍자엽식물 74과 186속 242종 29변종 3품종 1아종 등 275분류군, 단자엽식물 10과 42속
51종 8변종 1품종 등 60분류군으로 84과 228속 293종 37변종 4품종 1아종 등 335분류군이었다. 이 중 환경부
멸종위기식물은 대흥란 1종이 확인되었으며, 한국특산식물은 4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97분류군이 확인
되었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Ⅴ등급 2분류군 Ⅳ등급 9분류군 Ⅲ등급 45분류군 Ⅱ등급 3분류군Ⅰ등급 38분
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적색목록 식물은 위기(EN) 3분류군, 관심대상(LC) 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지미봉에는 귀화식물 53분류군(약 15%), 생태계교란식물 4분류군 등이 확인되었고, 식재된 식물은 11종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산간의 오름보다 인위적 간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름이라 판단되었으나 곰솔림 하층
에 많은 부식층이 형성되면서 부생식물인 대흥란 등이 희귀식물이 나타나는 등 지속적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식
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해질 것으로 사료되었다.
Key words : 아열대기후, 멸종위기종, 종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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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Activity of the Extracts
and Fraction from Osmanthus insularis
Gi Soo Jung ․ Sun Hee Lee ․ Soo-Kyung Yang ․ Min Jung Lee ․ Gwanpil Song
Sung Pil Moon ․ Ji Young Kim
Jeju Biological Resource Co., Ltd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utilization of Osmanthus insularis extract for the
development of natural cosmetics ingredients. We evaluated the 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effect of leaves of
70% ethanol and solvent fractions from O. insularis. Antimicrobial activities of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and Propionibacterium acnes strains including two antibiotic resistant strains were
observed in paper disc method and MIC showed inhibition of bacterial growth. In antibacterial activity by the
disc diffusion assay against S. aureus, S. epidermidis and P. acnes, the dichloromethane fraction showed stronger
antibacterial activity than other fractions and the extract. Antioxidant activities of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screened for the 70% ethanol and solvent fractions,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was
exhibited by the dichloromethane and ethylactate fractions. In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70% ethanol and
fraction of O. insularis may be utilized as an efficient material in cosmetics to prevent contamination by human
skin microbes.
Key words : Osmanthus insularis, Antibacterial, Antioxidant,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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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무와
월동배추의 생산성 및 무기성분 함량의 변화
오서영 ․ 문경환 ․ 신민지 ․ 이성은 ․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토양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유효 양분과 적절한 양의 수분을 보유하면서 기체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
건을 갖추고 있을 때, 작물의 생육 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토양의 물리적 성질은 토성과 토양
구조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토성이 불량한 토양이라 할지라도 토양의 1차 입자들이 입단을 이루어 구조가 잘
발달한 경우에는 작물 생육에 유리한 물리적 성질이 발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십자화과 작물의 생산성 및 품
질 향상을 위한 토양 개선과 작물 재배 시 관리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토양유형별(흑색 화산회토
양, 농암갈색 화산회토양, 암갈색 비화산회토양)로 월동무와 결구형의 월동배추를 재배하여 생산성 및 무기성분
함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공시작물인 무(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는 근장이 짧고 근미 비대가 우수한 품종인 “영동무”를, 배추
(Brassica campestris L. subsp. napus var. pekinensis)는 뿌리혹병에 잘 견디며, 추대가 비교적 늦고 저온 약광
조건에서도 결구력이 양호한 “대통”(cv. Detong)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N33°28′ E126°31′, 200 m above sea level, Jeju, Korea) 내 화산회토양(흑색 및 농암갈색) 또는
비화산회토양(암갈색)이 채워진 라이시미터(1.8×1.8×0.8 m)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생육특성은 토양유형
별로 각각 6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수확하고, 초장, 뿌리의 길이와 직경, 바이오매스, 엽수와 엽면적, 가용성
고형물 함량과 경도 등을 조사하였다. 식물체내 전질소, 유효인산과 무기성분 함량은 수확한 시료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표준분석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NIAST, 2000).

3. 결과 및 고찰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은 토양산도가 pH 5.63∼5.87로 무와 배추의 생육에 적합하며, 유기물과 유효인산, 토양
내 치환성 양이온(K, Ca, Mg 등) 함량도 높은 편이다. 월동무는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였을 때 직경
이 더 굵고 길이가 긴 흰색의 뿌리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생체중과 건물중도 흑색 화산회토양과 암갈색 비화
산회토양에 비해 1.7배 이상 더 무거웠다. 그러나 T-N, P, K, Fe, Mn, Zn, Cu 함량은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월동무에서 모두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월동무의 외관상 상품성과 생산성을 감안하였을 때에는 농암갈
색 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다소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식부의 상품성을 높이면서 기능성을 가미한 고품질의 월동무를 생산하
기 위해서는 생육에 최적인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을 기준으로 시비기준을 달리하여 무기성분의 변화를 분석하
여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구형 월동배추의 길이와 폭, 생체중과 건물중, 엽수와 엽면적은 흑색 화산회토
양과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 비해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였을 때 더 높았다. 그리고 배추의 무기성분
들 중에 T-N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낮았으나, Mg을 제외한 모든 다량원소들과 미량원소 중 Cu의 함량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배추에서 더 높았다. 따라서 월동배추의 결구 크기나 무게, 미량원소 함량 등
상품성과 생산성을 감안했을 때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4. 참고문헌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NIAST), 2000, Analytical methods of soil and plant,
NIAS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Suw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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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구배터널 내 생육온도 상승에 의한 양파
(Allium cepa L.)의 광합성 특성 및 인경 발달의 변화
오서영 ․ 문경환 ․ 신민지 ․ 이성은 ․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양파(Allium cepa L.)는 월동작물로 재배기간이 길고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
상변화에 예민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작황의 변화가 심한 작물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파의 생육기간
동안 온도구배터널에서 재배하면서 광합성 특성, 지상부 생육과 인경 발달, 생리장해 등을 조사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양파 생육 전반에 미치는 기온상승의 영향을 살펴보고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양파(Allium cepa L.)는 극조생품종인 “싱싱볼”을 사용하였으며, 종자를 파종하여 40일간 균일하게 키운 후,
2015년 10월 12일에 온도구배터널(25×3×3 m) 내의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 정식하여 7개월간 재배하였다. 온도
는 터널의 입구, 중앙부, 후미부에 지면으로부터 2.5 m 높이에 설치한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터널
입구에 비해 중앙부, 후미부에서는 온도가 각각 3°C와 6°C 더 높게 유지되도록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어하였다. 광합성 특성은 LCpro+ Portable hotosynthesis System(ADC Bio Scientific Ltd., UK)을 사용하여
20oC 조건에서 1,500 μmol·m-2·s-1의 포화광을 조사하여 광합성률(A), 기공전도도(gs), 증산률(E) 등을 측정하였
다. 그리고 초기 생육특성과 더불어 수확기에 재배온도별로 각각 10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인경경, 인경고,
인경무게 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터널 중앙부와 후미부의 온도는 입구의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각각 3℃, 6℃가 높게 유지되었다. 지상부의 생
장은 대기온도와 대기온도+3℃에서 생육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높고, 대기온도+6℃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
였으며, 인경은 초기 생육이 재배온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생육후기의 인경 생체량과 건체량은
대기온도와 대기온도+3℃에서 생육하였을 때 높았다. 광합성률(A), 기공전도도(gs), 증산률(E)은 터널 입구에서
겨울철 대기온도에 적응된 식물보다 중앙부인 대기온도+3℃에서 재배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추대
기와 개체당 최대 엽수에 도달하는 시기는 대기온도에서 보다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나타났으며, 추대 발생률
도 상승온도 조건에서 높았다. 대기온도 및 대기온도+3℃에서 인경 발달이 더 왕성하여 크기가 크고 상품성이
높은 인경을 수확할 수 있었으나 대기온도+6℃인 고온에서는 인경의 크기가 다소 작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3℃ 정도의 기온 상승 조건에서는 양파의 생장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경 크기가 커져 생산량이 증가하겠으나 이보다 더 높아져 3℃ 이상의 기온 상승 조건에서는 인경
발달이 저조하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
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양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육단계별로 온도의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Oh, S. Y., Moon, K. H., Song, E. Y., Koh, S. C., 2019, Photosynthesis, growth, and clove formation of
southern-type garlic in response to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 regimes, Hortic. Sci. Technol., 37,
696-707.
Oh, S. Y., Moon, K. H., Song, E. Y., Shin, M., Koh, S. C., 2019, Photosynthesis and growth of southern-type
garlic (Allium sativum L.) in response to elevated temperatures in a temperature gradient tunnel, Korean J.
Agric. For Meteorol., 21, 25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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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의 광합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주야간 온도의 영향
오서영 ․ 문경환 ․ 신민지 ․ 이성은 ․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온난한 기후로 인해 겨울철에도 노지에서 무, 배추와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특히, 무는 제주농업에 있어 감귤에 이어 단일품목 조수입 2위의 중요 작물이며, 제주산 무가 전국 생산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에 달할 만큼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야간 온도(14/8℃,
19/13℃, 24/18℃, 29/23℃, 34/28℃)를 달리한 조건에서 무(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를 파종하여 재배하
였을 때, 광합성, 생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무(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는 근장이 짧고 근미 비대가 우수한 품종인 “영동무”를 사용하였으며, 농
암갈색 화산회토양으로 채워진 20개의 대형포트(100×70×60 cm)에 30 cm 간격으로 종자를 파종하였다. 동일한
광량(800 μmol·m-2·s-1, 16 h light/8 h dark)과 상대습도(60-70%) 하에서 주야간 재배 온도를 14/8℃, 19/13℃,
24/18℃, 29/23℃, 34/28℃로 설정된 배양실(2.7×5.0×2.2 m, GR96, USA)로 4개의 대형포트를 각각 옮겨서 12주
간 배양하면서 종자 발아, 작물의 생육 및 광합성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무 종자의 발아는 주야간 24/18℃ 이상의 온도에서 일찍 이루어졌으며, 주야간 29/23℃ 이상의 온도에서는
하배축 신장이 빠르게 나타나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만곡되는 양상을 보였다. 파종 30일 후 유아와 유근의 생장
은 주야간 24/18℃에서 가장 길고 무거웠으며, 엽수도 많고 엽면적도 넓었다. 그러나 주야간 24/18℃ 이상의 온
도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유근의 길이와 굵기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주야간 24/18℃ 이하의 온도에서는 생
장 속도가 다소 느리게 나타났다. 이는 BBCH (Biologische Bundesanstalt, Bundessortenamt and CHemische
Industrie) 코드로 살펴보면, 주야간 24/18℃ 이상의 온도에서는 잎의 발달이 파종 후 30일에 최대가 되지만
주야간 19/13℃와 14/8℃에서는 각각 50일과 57일로 늦게 나타나 낮은 온도에서는 생장 속도가 늦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하부의 직경은 주야간 24/18℃에서 파종 후 80일 이내에 10cm 이상으로 굵어졌으며, 주야간
24/18℃ 이하의 온도에서는 그 보다 7일 늦은 수확기(85일)에 이르러서 완성되었고, 주야간 24/18℃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확기에도 5 cm 이하로 가늘었다. 무의 최대광합성률(Amax)은 주야간 24/18℃에서 23.5 μmol
CO2·m–2·s–1로 높았으며, 호흡률(Rd)은 주야간 29/23℃ 이상의 온도에서 높았다. 수확기(85일)에 주야간 24/18℃
에서 가장 무거우면서 굵고 길게 뻗은 품질이 양호한 무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주야간 24/18℃ 이상의 온도에
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고 구부러진 기형의 무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주야간 24/18℃ 이하의 온도에서는 외
형적으로는 정상적인 무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무는 주야간 24/18℃에서 재배하였을 때 엽면
적도 넓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무의 외형적인 상품성과 크기나 무게 등 생산성을 감안하였을 때 무
의 재배는 주야간 24/18℃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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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tic. Environ. Biotechnol., 56, 159-166.
Oh, 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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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tic. Sci. Technol., 37, 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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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와 RS를 활용한 고성산불 산림피해 분석
이한나 ․ 강정구1) ․ 한갑수1)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공간정보협동과정,

1)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산불은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 미생물, 토양, 경관, 입지환경, 식물의 생리과정과 수목생장 등 산림생태계 전
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산림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홍수, 토사유출 및 어장 피해 등 2차 피해를 유발
한다(이복수, 2019). 강원도는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성지역은 피해 면적이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게 나타난다. 지난 2019년 4월 4일 19시경 고성·속초경계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익일 18시
까지 약 23시간에 걸쳐 산림 700 ha를 포함하여 총 1,227 ha의 면적에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은 752억원으로
추정되었다(산림청, 2019). 하지만, 이 금액은 재산상의 손실로서 생태적 가치, 토양 등에 대한 피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현황을 GIS와 RS를 이용하여 산림, 토양, 경관적 관점
에서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산불 전 ․ 후의 LANDSAT-8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식생지수를 산정하고, 식생지수차를 이용하여 피해지역을
특정하였다. 산림의 피해는 임상도와 위성영상, 수치지도를 통해 임목 재적량을 산정하여 목재의 경제적 피해
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식생유형 및 영급별 CO2 저장계수를 통해 수목의 탄소저장능을 산출하였다. 토양은 산불
전(2018.07.21)과 후(2019. 06.22)의 위성영상을 기초로 토양안정성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경관은 수치지도와 위
성영상을 기반으로 주요 도로에서의 조망점을 선정한 후, 가시권분석을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경관훼손의 정도
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의 발생 전과 후 위성영상을 통해 산불피해 지역을 추출한 결과, 총 면적
은 7,473,349 m2이었다. 이 중, 소나무림이 5,129,354 m2로 가장 넓은 면적이 소실되었으며, 이어서 침활혼효림
1,058,603 m2, 기타활엽수림 582,034 m2 등의 순이었다.
산불 피해지역의 임상을 토대로 산정한 임목재적량은 소나무림이 46,400 m3였으며, 이어서 침활혼효림
8,485 m3, 기타활엽수림 4,270 m3의 순이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원료재급 목재 기준으로 소나무림
은 2,923,217,000원, 침활혼효림에서는 551,511,000원, 기타활엽수림은 268,989,000원으로 총 3,743,717,000원으
로 나타났다. 소나무 등은 원료재급 보다는 조경식재용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경제
적 손실액은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진다.
산불피해 지역의 산림탄소저장량은 소나무림이 123,713 ton, 침활혼효림은 24,834 ton, 기타활엽수림은
15,339 ton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4월 기준 탄소배출권 기준 1 ton 당 40,100원을 적용하면(조선일보.
2020) 약 6,571,828,600원에 달한다. 산림피해지는 산불로 인해 토지피복이 변화되고, 이는 토양안정성의 약화
로 이어진다. 산불 전과 후의 토양안정성이 가장 약화되어 4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총 2.3 ha로 나타났다. 이
들 지역의 경우, 사면안정화를 위한 복구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조망점에서의 가시권분석 후,
조망등급을 7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조망빈도가 높은 1등급 지역은 약 12.8 ha였는데, 이는 주로 산 정상이나
능선에 분포하였다. 이는 산불로 인한 훼손지역이 도로상에서 쉽게 노출되어, 경관 형성을 위한 중요한 곳임을
나타낸다. 향후 훼손지역 복구 시 우선적인 복구가 요구되며, 식생수종 선정 등 복구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산림청, 2019, 2018년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이복수, 2019, 동해안 산불 원인과 대책, 월간 공공정책, 163, 59-63.
조선일보, 20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25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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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이용한 수원시 장기미집행 공원의 조성 우선순위 분석
김범수 ․ 한갑수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며, 도시형태의 골격을 구성함과
동시에 도시의 발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이다솜, 2015).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며, 상당수의 공원이 미조성된 상태로 남아있어, 이 공원에 대한 난개발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조점임, 2000).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해 수원시의 공원 분포 변화를 분석하
고, 장기미집행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향후 공원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수원시의 수치지도, 토지피복도, 행정구역도, 공원분포 등의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토대로
시계열별 토지이용, 공원 개소 및 면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원별 유치
거리를 기준으로 기조성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하고, 중복도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과와
미조성 공원의 유치권을 중첩하고, 토지피복을 고려하여, 공원조성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조성
된 공원유치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주민이용도가 높은 곳의 미조성 공원을 우선순위로 설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원시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시가화 건조지역과 농업지역은 47.2%, 21.1%에서 38.6%, 14.7%로 감소했
고, 초지와 나지는 0.9%, 4.0%에서 9.1%, 1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지역은 23.5%에서 24.6%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영통구는 산림 및 농업지역이 29.9%, 16.4%에서 18.2%, 4.5%로, 나지와 초지는 5.8%,
1.4%에서 22.2%, 12.8%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변하였다.
공원은 2001년 소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87개소, 근린공원 17개소, 주제공원 1개소 등 107개소, 면적
1,390,539 m2에서 2018년도에는 소공원 35개소, 어린이공원 205개소, 근린공원 77개소, 주제공원 29개소 등 총
346개소, 7,889,145 m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권선구는 어린이공원과 주제공원이 부재했지만 각각 21개소,
23개소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21개소, 5개소에서 73개소, 30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기조성공원의 유치권분석 결과, 어린이공원 유치권 중복도가 ‘0’인 경우는 전체 면적의 71.4%, 근린공원은
약 27.2%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미조성공원은 69개소, 면적은 2,312,807 m2이며, 공원 유치권의 중복도가
'0'인 경우가 어린이공원은 4개소, 근린공원은 0개소로 나타났다. 이 결과와 토지피복도를 고려한 미조성공원의
조성 우선순위 분석결과, 어린이공원에서는 공원 2, 공원 1, 공원 14, 근린공원은 공원 4. 공원 10, 공원 1의 조
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중복도와의 중첩
공원중복도와의 중첩
미조성 어린이공원 분포

공원중복도와의 중첩
공원중복도와의 중첩
미조성 근린공원 분포

4. 참고문헌
이다솜, 2015, 수원시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분포의 적정성 평가,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점임, 2000, 도시공원조성에 있어서 AHP를 이용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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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piphytic Diatom on Microcystis aeruginosa
Colony in the Nakdong River
Shin, Jae-Ki ․ Yongeun Park1) ․ Youngsung Ki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1. Introduction
A bloom of Microcystis aeruginosa (MA) have been steadily reported from the phytoplankton history of the
Nakdong River, highly eutrophic ecosystem. The cyanobacterial colonies were in turn colonized by the diatom
species. This co-occurrence has been previously reported only fourth in the literature and this study will be the
first in Korea.

2. Results and Discussions
This diatom (identified as Nitzschia palea) had selectivity on MA and the phytoplankton biotic habitat of
epiphyton was related to colony size and density. Field observation as well as a literature revision, suggest that
the association of between the two types of organisms is symbiotic, assuring a continuous supply of nutrients
of exogenous and endogenous origin. Besides obtaining nutrients, an epiphytic diatom also benefits from
suspension in the upper part of the photic zone, where availability of light and nutrients is higher. The species
was observed up to 2.0×105 cells/mL only from Hapcheon-Changnyeong weir to the mouth barrages of Nakdong
River, and during that time, the inorganic silicate was dramatically depleted. The epiphytic diatom observed this
study could be recommended as an ecological pollutant species with Microcystis population col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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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하류 하천의 생태학적 오염도 비교
신재기 ․ 박용은1) ․ 김영성2)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1)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2)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1. 서론
본 연구는 2019년 몬순 전후에 대청호의 유입(하구), 방류(하류)되는 하천과 저수지 지점에서 돌부착조를 이
용하여 오염도를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부착조는 저수지 내부를 제외하고 유수 구간에서 채집하였고, 기초 수리수문, 수질 및 하천환경을 동시에 조
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하천과 저수지에서 수폭, 수심, 유속 및 유량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하였다. 수온의 평균값은 몬순 후에 5℃ 이
상 높았으며, 댐하류에서 가장 낮았다. DO는 대부분 포화 또는 과포화된 상태이었으며 식생이 덮힌 하천과 수
위가 급격히 내려간 시기에 저수지 하류의 조사지점에서 비교적 낮았다. 전기전도도는 131.2~426.0 μS/cm범위
로서 폭 넓은 분포를 보였으며, 지류와 몬순 후에 높았다. 하천의 탁도는 < 6.0 NTU이었으나, 저수지의 상류는
몬순 후 남조 발생에 의해 181.0 NTU를 기록하였다. 부착조 chl-a 함량의 범위(평균값)는 몬순 전후에 각각
4.9~271.0 (38.5) μg/cm2, 11.7~53.9 (27.6) μg/cm2로서 대비되었다. 부착조 생물량은 수온이 낮은 시기에 소도
시와 인공 구조물의 영향이 지배적인 하천에서 극심하였고, 수온이 높은 시기에는 전 지점에서 부영양 수준
(6~10 μg/cm2)을 훨씬 초과하였다. 특히 보청천, 안내천, 옥천천(금구천 포함), 회인천, 품곡천 및 금강(댐하류)
에서 오염 취약성을 보였다. 주요 하천의 생태학적 오염도는 수리수문학적 특성과 연계하여 대청호 유해남조의
공간적 발생양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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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oom Potential of an Epiphytic Pseudoanabaena
on Microcystis colonies in the Nakdong River
Shin, Jae-Ki ․ Yongeun Park1) ․ Youngsung Kim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1)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1. Introduc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cyanobacterium Pseudoanabaena population in 13
weir pools in the Nakdong River during the summer of 2018 and 2019.

2. Results and Discussions
The cyanobacterium Microcystis aggregates into colonies with a mucilaginous sheath that constitutes a special
microhabitat for many microorganisms that associate to it. Here, we examine the notorious, yet scarcely studied
case of epiphytic association by the cyanobacterium Pseudoanabaena sp. to colonial Microcystis. In decades,
Pseudoanabaena species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as cyanobacterial bloom components. However, these
species are always overlooked because they cannot be observed easily owing to their small sizes. The observed
species composition was P. limnetica and P. mucicola. The observation of Pseudoanabaena started from the
upstream and the amount increased exponentially toward the downstream. Maximum density was 4.5×106
cells/mL. The dynamics pattern of Pseudoanabaena was similar to that of Microcystis. In terms of their density,
it could be attributed to sufficient potential sources of toxin and off-flavour (especially 2-MIB) due to harmful
cyanobacterial bloom in the Nakd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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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미만 축산사업장 부산물의 수질오염 경로
박용은 ․ 신재기1)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1)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1. 서론
국내 축산사업장 중 규모미만 농가는 오염원 조사에서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법적 또는 제도적 관리 범
주에서 다소 취약한 실정에 있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북지역의 상주시와 군위군을 중심으로 규모(신고)미만 표본 사업장에
서 축종별 축산시설과 분뇨폐기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하천과 저수지 등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
치는 오염 경로를 자세하게 파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규모(신고)미만 축산농가의 사육시설은 가옥 내, 주거지 인접 및 농경지에서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사육 규
모가 작을수록 축분뇨 폐기물의 자가 또는 공동 퇴비화에 의한 농경활동이 우세하였다. 축종별 분뇨의 사후처
리는 크게 소(우사)와 돼지(돈사) 계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사 계열의 퇴비화는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자가,
공동 및 위탁처리 되었고, 돈사 계열은 축분뇨 특성상 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후 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전량
위탁처리 하였다. 퇴비화는 자가(공동), 민간공장 및 공공처리장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개
별 농가의 경작지에 시비된 후 토양의 환원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점오염원의 근원에 해당
하였다. 반면에 공공처리장에서 축분뇨는 단독 및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점오염원으로서 두
처리시스템의 최종 방류수에 대해 인과 질소 영양염 배출농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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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반응형 부처손속의 흡습기작과 형태적 변화
배해진 ․ 이유란 ․ 문새로미 ․ 김진희
국립생태원 생태정보연구실 생태모방연구팀

1. 서론
주위 환경의 상대습도량에 따라 식물 부위 중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곳은 주로 식물의 잎이다. 흡습기
작을 나타내는 식물은 대기의 습도 변화에 따라 잎의 형태가 늘어지거나 휘어지면서 형태가 변하는 특징을
가진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처손(Selaginella involvens)과 구실사리(Selaginella rossii)를 대상으로 잎의 수분 흡수 및 탈
습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식물 구조의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컴퓨터단층촬영기(Moricro-CT)로 검증
하였다. 또한, 잎 표면의 기공 분포도와 흡습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공률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두 종 모두 수분 흡수율이 포화가 되어 잎의 수분 함량이 높을 때는 식물 본래의 모습을 나타냈다가 잎의
수분 함량이 낮아져 건조해지면 중심축을 향해 잎이 오므라들며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식물의 흡습 ․ 탈습기
작에 의한 효율적인 형태학적 구조 변화와 움직임은 인위적인 에너지 투입 없는 자연적인 식물의 생리학적
현상이므로, 이러한 식물 특성 기작을 응용하거나 모방하여 향후 기술 개발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Dahlen, M., 2008, Taxonomy of Selaginella: a study of characters, techniques, and classification in the Hong
Kong species, Bot. J. Linn. Soc., 98, 277-302.
Valdespino, I., 2015, Two New Species and a New Record of Selaginella (Selaginellaceae) from Bolivia, Novon,
J. Botanic. Nomencl., 24, 96-105.
Valdespino, I., Lopez, C., Goes-neto, L., 2014, Additions to Cuban Selaginella (Selaginellaceae), Phytotaxa, 84,
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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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모방지식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서현진 ․ 김선중1) ․ 심승우 ․ 김진희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

1)

㈜호모미미쿠스

1. 서론
생태모방은 생태계나 생물자원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환경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사회
신기술로, 오랜 시간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최적화된 구조나 물질 ․ 에너지 사용의 효율적인 전략 등을 모방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접근법을 내포한다. 생태모방 연구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생태모방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춰 생태모방 원리 및 사업 아이디어를
추천,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방위적 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모방지식을 수집 및 서비스하는 오픈 플랫폼의 구축 방안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분석 자료는 전문가 17명의 인터뷰 자료(대면 및 서면)와 국 ․ 내외 6개의 생태모방 DB 구축 및 운영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먼저, 국 ․ 내외 생태모방 DB 구축 및 운영 현황을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장
․ 단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생태모방 관련 전문가 인터뷰 자료를 통해 생태모방정보 탐색 방법의 개선을 위
한 사용자 멘탈 모델을 작성하여 기능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향후 플
랫폼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내 ․ 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생태모방 DB (AskNature, NatureTech, DANE, IDEA-INSPIRE, Bio-TRIZ
MIMICUS)의 생물 DB 종류와 정보량, 검색 및 활용기능, 기술개발 지원 가능성 등 11개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 폭넓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모방의 홍보 및 흥미로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
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제공되는 생물 ․ 생태 원리 정보의 편협성과 생태모방 기술 실증화 및 사업화를 위한
사전 ․ 사후 관리 서비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생태모방지식 서비스 플랫폼은 서비스
의 목적, 제공 정보의 관계적 정보, 정보 탐색 시나리오 지원, 서비스 포지션의 단기적 ․ 장기적인 전략에서 기존
의 생태모방 DB와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가 인터뷰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7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태모방 정보 및 지식을 탐색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탐색 유형(온라인
검색 뿐만 아니라 단행본, 논문, 주변 지인 탐문 등)시 어떤 정보의 입출력을 원하고 기대하는지 탐색 방법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여 각기 선호하고 있는 방법들을 요약하여 사용자 멘탈 모델을 작성하였다. 사용자 멘탈
모델에 따른 요구 사항을 요약하면, 초기에는 전문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되, 네트워킹 중에 발생하는 지
식 탐색 패턴을 수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협업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로운 지식 탐색
기능, 지식 요약 제공 기능, 정보 검증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가시스템 구축 및 생태모방 지식기반 제공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생태모방지식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초기-중기-장기적인 단계
로 구분하여 목표 모델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생태모방 기술
실증화를 위한 모든 단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생태모방지식 검색-보육 및 교육-실증화-확
산 및 공유의 5단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참고문헌
국립생태원, 2018, 생태모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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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미생물 군을 활용한 음식쓰레기 생 분해 연구
조선주 ․ 김태욱 ․ 조대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서론
오늘날 국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오랫동안 잠재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음식물쓰레기(생분
해성 유기물)를 생분해하는 기초모델을 도입하여 실제 생 분해 파라미터를 획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생 분해 반응속도 식으로 각 성분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또한, 식(1)~(4)로부터 구한 해를 다음 그림
1에 예시하였다.
2.1. 모델링

 
,







A : 유기물, B : 중간물질, C : 최종 생성 gas

  ∙    ∙ 



  ∙    ∙ 



  ∙    ∙ 



       

(1)
(3)
(2)
(4)

2.2. 생분해 실험
토양 미생물과 나무기생 버섯(부후균)을 이용해생유기물 분해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생 분해 모델링 결과.

Fig. 2. 토양 미생물의 생 분해 결과.

4. 참고문헌
육종오, 1995, 리그닌 분해에 유용한 백색 부후균 선정 및 생육조건 최적화 연구 = Study on the screening
and optimum growth conditions of the white-rot Fungi for the Lignin biodegradation, 학위논문(석사), 한
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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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및 환경 유해 물질 감지를 위한 3차원 광학 클러스터
김원근1) ․ 이종민2) ․ Vasanthan Devaraj2) ․ 오진우1),2),3)
1)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2)

부산대학교 BIT 연구소,

3)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1. 서론
금속 나노입자들이 수~수십 나노미터 수준의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두고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나노입자들이
가지는 모드들 간의 간섭으로 인해 강한 근접장 증강이 발생할 수 있다(Romo-Herrera et al., 2011). 이러한 플
라즈모닉 클러스터의 특성에 힘입어 플라즈모닉스 기반의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 센서, 광촉매, 광전자소자, 광
도파로, 메타 물질 등의 응용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Ye et al., 2012).

2. 자료 및 방법
플라즈모닉 클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탑다운 및 바텀업 공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탑다운 공
법의 경우 나노미터 수준의 입자간 간격을 제작하기 위해 전자 혹은 이온빔 리소그래피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
가 필요 하며 3차원 구조체의 제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바텀업 공법의 경우 비교적 경제적으로 플라즈모
닉 클러스터를 합성 및 제작하는것이 가능하지만 기판상의 원하는 곳에 구조체를 배치하는 것에는 역시 어려움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나노프린팅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3차원 플라즈모닉 슈퍼클러스터를 제작하였으
며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을 클러스터의 핫스팟에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프린팅 기술을 통해 그림 1과 같은 나노입자 클러스터를 3차원 형태로 제작하는데 성
공했다. 특히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잉크를 사용해 3차원 플라즈모닉 클러스터를
제작하여 다양한 광학 성질을 유도하고 관찰하였다. 가까운 미래에는 환자의 혈액, 소변, 눈물 등의 검체나 폐
수 등의 환경 지표 물질을 하이브리드 잉크에 도입하여 플라즈모닉 클러스터의 프린팅 및 측정을 빠르고 간단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센서 플랫폼의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균 혹은 질병을 적은 양의 검체
로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거나 현장에서 환경 유해 물질의 유무를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Fig. 1. 3차원 나노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플라즈모닉 클러스터.

4. 참고 문헌
J. M. Romo-Herrera et al., 2011, Controlled assembly of plasmonic collodial nanoparticle clusters. Nanosacle, 3,
1304.
J. Ye et al., 2012, Plasmonic nanoclusters: Near field properties of the Fano resonance interrogated with SERS.
Nano Lett., 12,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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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을 위한 스마트 환경 측정 시스템 개발
조운석 ․ 노대일1) ․ 조성호2) ․ 윤진아 ․ 남윤경3)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1)

동영,

2)

코드코리아,

3)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서론
환경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교육에는 환경 측정 및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에 사용 가능한 환경측정기기는 학생이 직접 사용하기에 비용이 높고, 조작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학교현장에
서 활용하기에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환경 측정기기를
제작하고, 제작된 측정기기와 상호 연동되는 사용자 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시스템 구성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 측정 시스템은 환경 측정 센서, 아두이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환경
측정 기기는 여러 개의 센서를 동시에 연결하여 제어하기 용이한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보드를 기반으
로 제작하였다. 환경측정센서는 측정 대상 환경에 따라 센서를 선택하여 구성하고, 정밀도 검사결과를 거쳐 최
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대기환경(온도·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수환경(온도, pH, 탁도, 용존산소량), 토
양환경(토양 pH, 토양 수분)의 센서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와 스마트폰은 블루
투스를 통해 연결되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환경측정기기를 제어하고 측정값을 출력
할 수 있게 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교사 및 학생이 환경 측정기기를 직접 조작하기 쉽게 UI를 구성하여 개발
하였으며, 목적에 따라 측정 값 확인하고 기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상하는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Fig. 1. 스마트 환경 측정 시스템.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 측정 시스템은 기존의 교육용 환경 측정기기 보다 저렴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을 사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조작하고 기록할 수 있는 등의 기존의 환경측정기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 교육 시스템을 통해 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 문제 해결 능력 등 필수 환경 역
량을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임
(2019R1A2C109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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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styrene Biodegradation Using Zophobas morio
최인학 ․ 기예림 ․ 양수정 ․ 이서하 ․ 이의정 ․ 이준협1) ․ 정태호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생물다양성연구소,

1)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weight of Zophobas morio larvae and mass of
polystyrene foam when the larvae were fed polystyrene for 27 days. Fourier-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metry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polystyrene was broken down by the larvae. Forty Z. morio
larvae (four replicates with 10 larvae per replicate) were reared in a chamber under controlled conditions with
polystyrene foam blocks as their sole diet. The weight of the Z. morio larvae and mass of the polystyrene foam
decreased as a function of time. The average weight of the larvae and mass of the polystyrene foam blocks
decreased by 16.3 and 6.5%, respectively, over the 27-day period. The FTIR spectrum of Z. morio larvae fed
with polystyrene foam did not reveal the unique peaks associated with polystyren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using Z. morio larvae as a management technology for degrading waste plastics
without a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 Key words : FTIR spectra, plastic biodegradation, polystyrene foam,
Zophobas morio larvae.
Key words : FTIR spectra, plastic biodegradation, polystyrene foam, Zophobas morio larv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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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축분분해능력을 활용한 깔짚의 특성 평가
문상철 ․ 최인학1)
청도고등학교,

1)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 서론
오늘날 축산업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경영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축의 대량사육에서 발생되는 축산
분뇨로 인한 문제는 축산경영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자원을 접목
한 융합연구로 알려진 생물자원인 곤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학문이 곤충생물공학(insect
biotechnology, IBT)이다(Choi et al., 2015). 예를 들면, 곤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축분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Park et al., 2013).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 지
향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학문이 융합되는 것처럼 교과과정이 학생의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의 접목점이 무엇인지 찾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곤충의 축분분해 능력을 활용하여 가금류에서 발생되는 깔짚의 특성을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하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선발된 곤충인 갈색거저리, 굼벵이 그리고 동애등에 유충을 육계와 오리깔짚에 일정한 비율로 처리(6처리구) 후 이
들 유충의 축분 분해능력이 끝난 시점을 선택하여 깔짚 샘플을 채취하였다(Fig. 1). 깔짚분석 항목은 수분, pH, 총 질소
(TN) 및 휘발성지방산(VFA)을 측정하였다.

Fig. 1. 3종류의 곤충의 유충이 첨가된 육계깔짚과 오리깔짚(갈색거저리, 굼뱅이, 동애등에 유충).

3. 결과 및 고찰
갈색거저리, 굼벵이 그리고 동애등에 유충이 첨가된 육계깔짚의 수분함량은 평균 26.6~44.5%였다. 오리깔짚에서는
수분함량이 58.9~65.6%로 육계깔짚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pH는 육계깔짚(8.4∼8.7)보다 오리깔짚(7.2~7.3)이 낮았다.
TN 함량은 오리깔짚(0.9~1.3%)에서 측정된 값보다는 육계깔짚(3.5~4.6%)이 높은 경향이었다. VFA 함량은 오리깔짚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육계깔짚에서는 acetic acid가 평균 2.8~4.7%, Iso-butyric acid의 경우 평균 2.1~3.1%의 범위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종류의 유충이 첨가된 깔짚 오리깔짚의 경우 수분함량이 높고, pH와 TN은 낮았다. 또한 VFA 함량이
검출되지 않았다. 육계깔짚은 오리깔짚과는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육계깔짚
과 오리깔짚의 성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3종류의 유충이 관여할 때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여진다. 이결과를 바
탕으로 한다면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결과를 유발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의 접목점을 찾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Choi, H. S., Kim, S. A., Shin, H. J., 2015, Present and perspective on insect biotechnology, Korean. Soc. Biotechnol.
Bioeng. J., 30, 257-267.
Park, S. O., Park, K. H., Park, B. S., Nam, S. H., Choi, Y. C., 2013, Effect of dietary black soldier fly (Hermetia
illucens (Diptera: Stratmyidae) pupa on egg production in laying hens, Korean J. Nat. Conserv., 7, 1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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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미생물 활성을 증진시키는 사료첨가제가 돈분
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저감에 미치는 영향
김창만 ․ 오종훈1) ․ 류효승1) ․ 최인학2)
대구대학교 화학교육과,

1)

㈜아미텍,

2)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 서론
일차적적으로 생균제를 사용하는 주요인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 증강(질병으로부터 보호)
과 장의 대사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다(Gibson and Roberfroid, 1995; Salminen et al., 1999). 최근에는 면역력과
증체량이 향상과 더불어 악취제거가 향상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료첨가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현재 악취제거용 사료첨가제는 대부분 프로바이오틱스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가축에 미생물을 직접 주
입하는 방법이 아닌 가축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에게 배지와 효소를 직접 주입하여 장내 미생물 활성화를
통한 악취저감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내 미생물 활성을 증진시키는 사료첨가제
를 비육자돈에게 급여하여 돈분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발생량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35두의 3원 교잡종([Yorkshire x Landrace x Duroc]) 비육돈을 공시하여 경북 영주에 위치한 단산농장에서
양돈사양시험을 4주간 실시하였다. 양돈사양시험은 총 3처리구(대조구, 1%와 2% 처리구), 3반복, 반복당 비육
자돈 15마리를 배치하고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으로 실시하였다. 돈분 슬러리에서 암모니
아 분석은 매주 마다 슬러리 피트 위 10 cm를 기준으로 다른 4곳 지점에서 gas-tech을 이용하여 검지관으로 측
정하거나 multi-gas 분석기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료첨가제를 비육자돈에게 급여하여 돈분 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는 0주차의
경우 모두 처리구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1주차에서 4주에서 측정한 1% 처리구는 23~53% 암모니아 저감 효
과가 있었으며, 2% 처리구는 52~67% 암모니아 감소율을 보여 주었다. 이는 비육자돈의 사료첨가제 함유된 미
생물이 장내에서 활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참고문헌
Gibson, G. R., Roberfroid, M. B., 1995, Dietary modulation of the human colonic microbiota: Introducing the
concept of prebiotics, J. Nutrition., 125, 1401-1412.
Salminen, S., Ouwehand, A., Benno, Y., Lee, Y. K., 1999, Probiotics: How should they be defined?, Trends Food.
Sci. Technol., 10,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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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을 활용한 축분의 분해능력과 생존율
허정원 ․ 박원규 ․ 정민우 ․ 문상철
청도고등학교

1. 서론
곤충은 소나 돼지보다 온실가스와 암모니아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 시 단점
으로 지적되어온 침출수와 악취에 대한 오염이 없어 경제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가금류의 축분을 활용하여 선발된 곤충을 중심으로 축분의 분해능력과 생존율을 평가하는 것
이다. 이는 고등학교 수업현장에서 추구하지 않은 현장연구를 통해 STEAM의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육계농장과 오리농장에서 계분을 수거하여 실험실 연구(Container study)에 적용하였다. 선발된 곤충은 갈색
거저리 유충, 굼벵이 유충 및 동애등에 유충 3종류였다(Fig. 1). 처리구는 6처리구로 하여 임의로 배치하였다.
6처리구는 갈색거저리 50마리/계분 100 g(처리구 1), 갈색거저리 50마리/오리분 100 g(처리구 2), 굼벵이 10마
리/계분 100 g(처리구 3), 굼벵이 10마리/오리분 100 g(처리구 4), 동애등에 50마리/계분 100 g(처리구 5) 그리고
동애등에 50마리/오리분 100 g(처리구 6)이었다. 곤충사양시험은 2020년 7월 10일부터~8월 7일까지 주말을 제
외하고 매일 무게를 측정하고 축분의 분해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실험종료 후에는 각 처리구로 별로 곤충의
생존율을 구하였다.

갈색거저리 유충

굼벵이 유충

동애등에 유충

Fig. 1. 선발된 곤충의 유충 모습.

3. 결과 및 고찰
모든 처리구에서의 축분분해 능력은 서서히 감소되는 계단식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분해능력을 보게 되
면 처리구 1에서는 8월 4일, 처리구 2과 6는 8월 5일, 그리고 처리구 4와 처리구 6의 경우 8월 3일에서 감소되
는 능력이 멈추었다. 흥미로운 점은 처리구 3에서 분해능력이 실험종료인 8월 7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생
존율은 0%로 나타났다. 생존율은 처리구 1이 92.67%로 가장 높았으며, 처리구 2와 4에서는 50%와 40%의 생
존율을 보였다. 동애등에 처리구인 5와 6은 0%와 14.67%의 생존율을 보여 선발된 곤충 유충 중 가장 낮은 생
존율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들 결과는 선발된 곤충의 유충이 축분 분해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참고문헌
Lee, S. H., Yoon, I. S., Kim, I. D., Kim, M. K., Baek, S. I., Choi, Y. C., Hwang, S. J., Kim, J. K., Choi, J. Y.,
Kim, W. T., Park, B. D., Yoo, D. J., Jang, B. K., Kim, J. H., Kim, D. W., 2009, Development of manure solids
conversion system using the Black Soldier Fly (BSF), Repor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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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구배터널을 이용한 마늘(Allium sativum L.)의 생육
전반에 미치는 기온상승의 영향 분석
오서영 ․ 문경환 ․ 신민지 ․ 이성은 ․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마늘(Allium sativum L.)의 생육기간 동안 온도구배터널에서 재배하면서 인편의 발아, 광합성, 지
상부 생육과 인경 발달, 무기성분 함량의 변화 등을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마늘 생육 전반에 미치
는 기온상승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마늘(Allium sativum L.)은 난지형인 “남도”이며, 5~6 g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건전한 인편을 2016년 8월 29
일에 온도구배터널(25×3×3 m) 내의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 20×10 cm 간격으로 직파하였다. 온도는 터널의 입
구, 중앙부, 후미부에 지면으로부터 2.5 m 높이에 설치한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터널 입구에 비해
중앙부, 후미부에서는 온도가 각각 3℃와 6℃ 더 높게 유지되도록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광합성 특성은 LCpro+ Portable hotosynthesis System(ADC Bio Scientific Ltd., UK)을 사용하여 20℃ 조건에서
1,400 μmol·m-2·s-1의 포화광을 조사하여 광합성률(A), 기공전도도(gs), 증산률(E) 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
확기에 재배온도별로 각각 10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엽초경, 총포경, 인경경, 인경고, 인편 수 등을 조사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파종한 마늘 인편의 발아에는 터널 입구에서 19.2일이 소요되었는데 반해 중앙부와 후미부에서는 각각 23.5
일과 25.0일이 소요되어, 터널 입구에서 재배하였을 때보다 중앙부와 후미부에서 저조하고 늦었다. 그러나 추대
기간과 개체당 최대 엽수에 도달하는 기간이 터널 입구에서 보다 중앙부와 후미부에서 짧게 나타났다. 지상부
의 생장은 터널 입구에서 생육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높고 중앙부와 후미부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인
경 발달은 터널 내부의 온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생육후기에 인경 생체량과 건체량은 터널 입구
와 중앙부에서 생육하였을 때 다소 높았다. 광합성률(A), 기공전도도(gs), 증산률(E)은 터널 입구에서 보다 중앙
부에서 재배하였을 때 증가하였다. 또한 최대광합성률(Amax)은 중앙부에서 생육하였을 때 높았으며, 호흡률(Rd)
은 낮았다. 터널 입구 및 중앙부에서 인경발달이 더 왕성하여 크기가 크고 상품성이 높은 인경을 수확할 수 있
었으나 터널 후미부인 대기온도+6℃에서는 인경의 크기가 작아지고 소인편들이 생겨서 상품성이 낮았다. 또한
인편을 감싸고 있는 겉표면도 대기온도+3℃에서 자색의 정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 진한 색깔을 보였다. 그리
고,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인편 내 Ca, Zn 함량은 감소하지만 K, Fe 함량은 증가하여 온도 상승이 마늘의 양분흡
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기온도보다 기온이 상승하였을 때에는 파종 전에 인편 발아에 필
요한 저온 요구도를 미리 충족시키거나 파종시기를 늦춘다면 인편 발아율을 높이면서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경 발달 단계에서 고온에 의한 상품성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확시기를 앞당
겨 수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Oh, S. Y., Moon, K. H., Song, E. Y., Shin, M., Koh, S. C., 2019, Photosynthesis and growth of southern-type
garlic (Allium sativum L.) in response to elevated temperatures in a temperature gradient tunnel, Korean J.
Agric. For. Meteorol., 21, 250-260.
Oh, S. Y., Moon, K. H., Song, E. Y., Koh, S. C., 2019, Photosynthesis, growth, and clove formation of southern
-type garlic in response to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 regimes, Hortic. Sci. Technol., 37, 69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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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ysicochemical, Photocatalytic,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Silver Nanoparticles conjugated

Cudrania Tricuspidata
Sun Young Park1) ․ Beomjin Kim2) ․ Woo Chang Song2) ․ Geuntae Park1,2)
1)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ano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

1. 서론
Silver nanoparticles (SNPs) have been shown to possess potential biological properties, such as antibacterial,
antioxidant, antitumor,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ver the past decade, rapid-green synthesis approaches
and methods for producing SNPs have been an interesting area in “green” nanotechnologies. Currently,
SNP-mediated biogenic sources that are chosen to substitute toxic chemical methods have shown great potential
in reducing polluting reaction by-products. The “green” nanotechnologies are advantageous over physical and
chemical methods and exploit economical and ecofriendly methods by using an available and non-toxic medium
such as medicinal plants that leads to the green synthesis of SNPs. The application of medicinal plants in the
formation of SNPs has prompted numerous investigations in the field of “green” nanotechnologies. Compared to
other biogenic sources including bacteria and fungi, medicinal plants appear to be more facilitative and faster,
which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roductivity of this green-synthetic approach.

2. 재료 및 방법
We quantified the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reducing capacity, and antioxidant activity of all four
extracts. The facile and optimum synthesis of CT-SNPs was visualized using UV-vis spectra. Surface
morphology and crystallinity of CT-SNPs were assessed using UV-Vis spectra analysis, DLS, HR-TEM, EDS,
XRD, and FT-IR. The photocatalytic capabilities of MT-GNPs were evaluated by measuring the reduction of
methylene blue and rhodamine B.

3. 결과 및 고찰
In this study comprehensively applied, compared, and analyzed the composite extracts of CT on SNPs and
performed multiplex assessment of their physicochemical, photocatalytic, and biological properties. To study the
powerful antioxidant and reducing capacity of CT extracts, we investigated the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 and reducing power and performed free radical ABTS and DPPH scavenging assays. The
physicochemical examination of CT-SNPs was performed by UV-Vis spectra analysis, DLS, HR-TEM, EDS,
XRD, and FT-IR. UV-Vis spectra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methyl orange, rhodamine B, and Reactive Black 5. The biological properties were evaluated to
prove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gram-positive and gram-negative bacteria, as well as antiapoptosis against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s.

4. 참고문헌
Paul, B., Bhuyan, B., Purkayastha, D. D., Dhar, S. S., Photocatalytic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gold and silver
nanoparticles synthesized using biomass of Parkia roxburghii leaf, J Photochem Photobiol B, 15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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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ynthesis of Noble Nanoparticles from
Sargassum serratifolium Extract for Catalytic
Reduction of Synthetic Dyes
Beomjin Kim1) ․ Woo Chang Song1) ․ Sun Young Park2) ․ Geuntae Park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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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hese days, discharge of hazardous dyes from many industries in water has become a significant
environmental issue, which increases water pollution seriously. Hence, it is significantly desirable to develop an
eco-friendly method for degradation of synthetic dyes in water. Sargassum serratifolium (SS), a brown algae,
extract was used as the reducing, capping, and stabilizing agent for green-synthesis of silver and gold
nanoparticles. We developed SS extract-capped silver and gold nanoparticles (SS-AgNPs and SS-AuNPs) and
investigated their antibacterial against human pathogenic bacteria and catalytic properties in a 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rhodamine B, and methyl orange for environmental remediation.

2. 재료 및 방법
Sargassum serratifolium extract was obtained from JEJU Technopark Inc. (Jeju, KR). For green-synthsis, 1
µL of aqueous AgNO3 or HAuCl4·3H2O (1 M) solution was put into the filtered extract of 1mL SS (2 mg/ml)
and incubated in water for 15 min at 80°C. After 15 min, a tube that contains AgNPs or AuNPs was put in
ices for 5 min. Agar disk diffusion method was employed to investigate antibacterial activity.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S. aureus), Bacillus subtilis (ATCC 10783, B. subtilis) and Escherichia coli (ATCC
25922, E. coli) were obtained from the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nited States). The
catalytic potential for reduction of dyes was studied using the UV-Visible spectrophotometer with ice cold
NaBH4.

3. 결과 및 고찰
SS-AgNPs and SS-AuNPs displayed maximum absorption at 435 and 530 nm in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respectively. Dynamic light scattering assessment revealed that diameters of SS-AgNPs and
SS-AuNPs were 120.0±3.85 and 17.47±0.13 nm, with zeta potential values of -34.3±0.47 and -31.9±0.75 mV,
respectively. High resolution–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confirmed the spherical shape and crystalline
structure of the NPs in optimal conditions was determined as face centered cubic (fcc) by X-ray powder
diffraction. The presence of elemetal silver and gold were confirmed by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scopy confirmed SS extracts’ role as a reducing and capping agent by
comparing bands observed. Antibacterial activities noted that only SS-AgNPs have inhibition zones against two
gram-positive strains (S. aureus and B. subtilis) and a gram-negative strain (E. coli). Methylene blue, rhodamine
B, and methyl orange were degraded completely with the presence of NaBH4 in the study of catalytic activities
of the prepared nanoparticles. The reduction of organic dyes followed the pseudo-first order kinetics.

4. 참고문헌
Ram, P., Vivek, K., Kumar, S. P., 2014, Nanotechnology in sustainable agriculture: Present concerns and future
aspects, Afr. J. Biotechnol., 13, 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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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ynthesis of Nanoparticles Using Extract of
Ecklonia cava and Catalytic Activity of Synthetic 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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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everal attempts about the green synthesis of nanoparticles have been made due to its eco-friendly, nono-toxic,
simple and low-cost nature.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silver and gold nanoparticles using an extract of the marine
seaweed Ecklonia cava (EC). This extract of Ecklonia cava acted as both stabilizing and reducing agents for the
growth of the nanoparticles. The formation of silver nanoparticles (AgNPs) and gold nanoparticles (AuNPs) was
confirmed by the observation of UV-Vis absorption spectrum. Various properties of NPs were demonstrated using
characterization techniques, such as DL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EDX, X-ray diffraction, and 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scopy. The synthesized Ag and Au NPs were found to have important catalytic activity for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dyes, including the azo dyes methylene blue, rhodamine B, and methyl orange.

2. 재료 및 방법
Chemicals and reagents
Ecklonia cava was obtained from JEJU TECHNOPARK Inc. (Jeju, Korea). Hydrogen tetrachloroaurate (III)
trihydrate (HAuCl4·3H2O), silver nitrate (AgNO3), methylene blue, rhodamine B, methyl orange, and NaBH4 were all
purchased from Sigma-Aldrich Inc. (St. Louis, USA).

Green synthesis of AgNPs and AuNPs
1 mL of the filtered EC extract (2 mg/mL) was added to 1 µL of 1 M AgNO3 solution and incubated in a water
bath at 80°C. After 15 min, the suspension was moved to an icebox filled with ice for 5 min. Likewise, AuNPs were
synthesized by this proceeses(1 M HAuCl4·3H2O solution).

Characterization of EC-AgNPs and EC-AuNPs
The synthesized EC-AgNPs and EC-AuNPs were characterized by UV-vis, DLS, HR-TEM, EDX, XRD and FT-IR
analysis.

Catalytic activity of AgNPs and AuNPs
The catalytic activity of the synthesized AgNPs and AuNPs was analyzed based on the UV-Visible spectra of three
dyes (MB, RB, and MO) in the presence of ice cold NaBH4.

3. 결과 및 고찰
Ag and Au NPs were synthesized using EC extracts. UV-Vis spectroscopy and EDX analysis confirmed the
formation of Ag and Au NPs. The size and morphology of EC-AgNPs and -AuNPs were determined using DLS and
HR-TEM. Bragg’s reflections from the (111), (200), (220) and (311) planes in XRD and SAED pattern confirmed that
EC-AgNPs and EC-AuNPs were FCC in structure. FT-IR spectra suggested that EC extracts have an important role in
synthesis and stabilization of NPs as a reducing and capping agent. The green-synthesized NPs were used as good
nanocatalysts on the reduction of MB, RB and MO by NaBH4. The order of the reaction was found to be pseudo-first
order reaction. The rate constant of decomposition of dyes was determined by studying the reduction kinetics. In
conclusion, algae-based synthesized NPs have excellent catalytic activity and reactivity as a cheap and environmentally
safe catalysts for the degradation of various dye pollutants. Therefore, they may be highly useful for water purification
and textile industries, and especially for environmental remediation.

4. 참고문헌
AlHamedi, F. H., Rauf, M. A., Ashraf, S. S., 2009, Degradation studies of rhodamine B in the presence of UV/H2O2,
Desalination, 239, 159-166.
AL-Thabaiti, S. A., Khan, Z., Hussain, S., 2015, Biogenic silver nanosols: Flavonol based green synthesis, and effects
of stabilizers on their morphology, J. Mol. Liq., 212, 3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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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 박테리오파지 컬러센서 기반 심장 줄기세포 분화
모니터링 및 환경 유해물질 검출 분야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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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줄기세포 체외 증폭 배양시, 세포의 증식, 노화, 분화 등 세포 거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 실험
기법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심장질환, 암 등의 질환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질병 예후가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에 적용하는 기능성 세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
지만 세포 모니터링 기술이 부재하므로 우리는 간단하고 시간 소요가 짧은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간단한 풀링(Pull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 조립(self-assembly)을 통해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
를 제작 외부 화학 물질이 컬러센서에 결합하면 M13 박테리오파지 나노 구조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이러한
원리로, 20가지 다양한 특성의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능성 펩타이드를 발굴하였다.
특정 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 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발현시켜 높은 민감도와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M13 박테
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를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 센서 시스템은 센서 어레이와 외부 물질 사이의 반응에 의해 발생된 색 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센서 어레이에 분화된 세포 호흡을 가해주어 색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계층적 군집 분석에
의해 특정 표적 물질을 분리 하였다. 이에 20개 아미노산 중에 분화된 세포호흡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센서를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바이오 센서 시스템이 저렴하고 공급이 용이한 분석 키트 개발에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응용하여 ppb 수준의 환경 호르몬 물질, 폭발물 및 세포 호흡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발현시켜 기능성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를 개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컬러센서가 질병 진단, 식품 원산지 판별 및 환경 호르몬 검출과 같은 유해물질 검출을 위한 상용 제품
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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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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검출용 자가조립 나노구조체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 멀티 어레이 컬러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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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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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BIT 융합기술 연구소

1. 서론
최근 인수공통 유래 유행성 감염질환 및 유해물질은 공공 보건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지역 사회 보건 및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 의료계 및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유행성 감염질환
및 유해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개발에 주력하고 이다. 특히, 최근 성해한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가장 흔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살모넬라균 검출은 다량의 시료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전통적인 미생물 배양법에 따
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량의 살모넬라균을 빠르게 검출할 수 있고 휴대가 쉬우며 비용이 저렴한 바이오센
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우리 바이오센서는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자가조립 나노구조체 컬러 필름을 이용해 살모넬라균을 검출
하고자 한다. M13 박테리오파지는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자가복제 물질로 일반 고분자 합성에 비해 매우 균일
한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고분자 합성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우리는
유전자 공학을 통해 M13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 VIII 표면에 20개 아미노산 서열을 발현시켜 멀티 어레이 센
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멀티 어레이 센서에 살모넬라균에서 생성되는 기체
분자를 노출시켜 M13 박테리오파지 사이의 간격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컬러 변화 패턴을 이용하였다. 하나의
단일 센서가 아닌 멀티 어레이 센서 시스템은 기존 센서 시스템보다 고감도 및 고선택성의 효율 증가를 보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해 살모넬라균에서 검출되는 특정 표적 성분인 부탄올, DMDS, 에탄올 등에 대한 센싱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단일 센서로 검출이 어려웠던 극소량의 살모넬라균이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 멀
티 어레이 센서 시스템을 통해 검출될 수 있었고, 검출 시간 또한 짧고 간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멀티 어레이 센서가 살모넬라균 검출 센서로서의 역할이 가능함을 검증하였고, 실제 환경
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더 간편하고 실용적인 센서로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 건강 모니터링 등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참고문헌
Chung, W. J., Oh, J. W., Kwak, K., Lee, B. Y., Wang, E., Hexemer, A., Lee, S. W., 2011, Biomimetic
self-templating supramolecular structures, Nature, 478, 364–368.
Oh, J. W., Chung, W. J., Heo, K., Lee, B. Y., Wang, E., Zueger, C., Wong, W., Kim, C. T., Lee, S. Y., Kim,
W. G., Zemla, M., Auer, M., Hexemer, A., Lee, S. W., 2014, Biomimetic virus-based colorimetirc sensors,
Nature communication, 5, 3043.
Srisa-Art, M., Boehle, K. E., Geiss, B. J., Herry, C. S., 2018, Highly Sensitive Detection of Salmonella
typhimurium Using a Colorimetric Paper-Based Analytical Device Coupled with Immunomagnetic
Separation, analytical chemistry, 90, 103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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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axanthin Inhibits Autophagic Cell Death Induced
by Environmental Hormones in Human Dermal
Fibroblasts
Seong-Ryeong Lim ․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Astaxanthin, a natural antioxidant carotenoid, has been thought to provide health benefits by decreasing the
risk of oxidative stress?related disease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n astaxanthin during
the autophagic cell death induced by bisphenol A (BPA) which is known major environmental pollutants. We
found that astaxanthin significantly blocked the autophagic cell death via inhibition of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s. Astaxanthin significantly inhibited the
phosphorylation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and nuclear factor-kappa B (NF-κB) responsible for
the expression of LC3-II and Beclin-1 in BPA-treated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s. We suggest that
astaxanthin blocks autophagic cell death induced by BPA via the inhibition of ROS-mediated signaling events
in human dermal fibroblasts.
Key words : Astaxanthin, Bisphenol A,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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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y Effect of Kaempferol on Apoptosis Induced
by Phorbol Ester via the Reduction of ROS in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
Su-Ji Park ․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Kaempferol (3,4′,5,7-tetrahydroxyflavone), a flavonoid found in beans, broccoli, garlic, etc., has been used in
natural medicine as an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anti-apoptotic effect of kaempferol in 12-O-tetradecanoylphorbol 13-acetate (TPA)-treated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 (NHDF). Kaempferol inhibited the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duced by TPA in NHDF. Kaempferol significantly blocks the phosphorylation of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responsible for the activation of nuclear factor-kappa B. In addition, kaempferol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Bax and cleaved caspase-3 as regulated by the phosphorylation of nuclear factor-kappa B
during its blockage of TPA-induced apoptotic cell deat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aempferol protects the
apoptotic signaling pathway induced by TPA through modulating intracellular ROS in NHDF.
Key words : 12-O-tetradecanoylphorbol 13-acetate, Apoptosis, Kaempf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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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sphere Form of Astaxanthin Restores the Mucin
Depletion Induced by V. vulnificus
Ji-Yun Kim ․ Ju Ha Kim ․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Astaxanthin, a natural carotenoid component of shrimp, has been used as a food additive for the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but a functional role of Astaxanthin Nanosphere (AN) in the regulation of intestinal mucin
(Muc) 2 production during bacterial infection has not described yet.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N prepared from astaxanthin during Muc2 repression elicited by the Gram-negative bacterium V.
vulnificus in human gastrointestinal epithelial (HT-29) cells. AN significantly inhibited the level of ROS
production and PKC activation in recombinant protein (r) VvpE-stimulated HT-29 cells. Moreover, AN inhibited
the PKC-mediated phosphorylation of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and nuclear factor-kappa B responsible
for region-specific hypermethylation in the Muc2 promoter in rVvpE-treated HT-29 cells. In the mouse models
of V. vulnificus infection, treatment with AN maintained the level of Muc2 expression in the intestin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AN blocks the hypermethylation of the Muc2 promoter to restore the
level of Muc2 production in HT-29 cells infected with V. vulnificus.
Key words : Astaxanthin nanosphere, Mucin, Vibrio vulnif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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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sphere Form of Curcumin Stimulates the
Migr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Do-Wan Kim ․ Ju Ha Kim ․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Curcumin, a hydrophobic polyphenol derived from turmeric, has been used a food additive and as a herbal
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In the present study, we found the functional role of a
nanosphere loaded with curcumin (CN) in the promotion of the motility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hUCB-MSCs) during the wound closure. We found that the efficacy of hUCB-MSCs
migration induced by CN was 1000-fold higher than that of curcumin powder. C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motility of hUCB-MSCs by activating c-Src,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hosphorylation of protein kinase C
(PKC) and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CN induced the expression levels of α-actinin-1,
profilin-1 and filamentous-actin, as regulated by the phosphorylation of nuclear factor-kappa B during its
promotion of cell migration. In a mouse skin excisional wound model, we found that transplantation of
UCB-MSCs pre-treated with CN enhances wound closure, granulation, and re-epithelialization at mouse skin
wound sit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N is a functional agent that promotes the mobilization of UCB-MSCs
for cutaneous wound repair.
Key words : Curcumin nanospheres, Motility, Wound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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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anagement for Preventing Resalinization in
Reclamation Agricultural Land
Young-Joo Kim ․ Hyun Seong ․ Ha-Gyeong Kim
Department of Cadastre & Civil Engineering, VISION College of Jeonju

1. Introduction
Reclaimed tidal lands that locate mainly in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of Korean peninsula are
approximately 350,000 ha and the importance of reclaimed tidal lands is increase gradually in Korea. Soil
salinity at reclaimed tidal land in Korea is highly variable and depending on soil characteristics and weather
condi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ptimum water management for preventing resalinization
after early desalinization in reclaimed tidal lands west south Korea. Water management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s three method, the non-irrigation, the furrow-irrigation and the subsurface drip-irrigation. Regression
equations were obtain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electrical conductivity after the early
desalinization of the reclaimed tidal lands and to estimate preventing effects of resalinization.

2. Materials and Methods
Three sampling sites were selected at each reclaimed tidal land and three cores of soil samples were taken
by a hand spiral auger from surface (0~20 cm) and sub-surface (20~40 cm) layer weekly from April to
November, 2016. The part of collected soil samples were used for mass water content by oven drying at 110℃
and the rest of samples were air-dried, passed through a 2-mm sieve, and then used for the chemical analysis.
Soil pH and Electrical Conductivity (EC) was determined with pH electrode and conductivity meter (Orion
162A, USA) from 1:5 soil/water suspension. Soil EC of a saturation paste extract was estimated from the EC
using 1:5 soil/water suspension and an estimate of soil texture. Organic matter content was measured by Tyurin
method (NIAST, 2000).

3. Conclusion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Electrical Conductivity (EC) had widely ranged from 0.1 to 5.2 dS/m in
reclamation agricultural land. This result is supported that soil EC was highly correlated with soluble Na
contents in soil and standard deviation of soluble Na at reclaimed tidal soil. With the increase of the water
requirement for desalinizatio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decreased with high degree of interrelationship and the
effects of preventing resalinization were remarkable in furrow-irrig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oil
moisture contents could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salinization of reclaimed tidal lands. Therefore, for
preventing resalinization of reclaimed tidal lands, it is suggested that soil management by applying blocking of
capillary and soil moisture would be required. In the end this study results can be provide some useful
information for deciding management plans for diverse utilization or to reduce salt damage for stable crop
production at reclaimed land.

4. References
Ministry of Environment, Chemistry Safety Clearinghouse, https://csc.me.go.kr/.
NIAST, 2000, Methods of Soil Crop Plant Analysis,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Suwon.

- 222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PE11)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생명표를 이용한 비래 흰등멸구의 지역별 집단 차이 분석
최낙중 ․ 김현주 ․ 손효영 ․ 최수연 ․ 김현주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1. 서론
아시아 지역에서 이동성 해충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흰등멸
구는 매년 중국 남부지역에서 6월 중순~7월 중순에 장마철의 저기압 기류를 타고 날아오며, 우리나라에서 3~4
세대(벼 포장에서는 2~3세대) 증식하여 피해를 준다. 흰등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흰
등멸구의 생태적 정보가 방제 시기와 방제 수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를 위해 흰등멸구의 생존,
발육 생식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명표를 활용하면 흰등멸구 집단의 증감과 해충군관리전
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벼에 큰 피해를 주는 흰등멸구의 성충 수명과 산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생명표를 이용하여 국내 집단간 생물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흰등멸구는 2019년 전남 신안, 진도, 경남 하동, 고성 등 4지역에서 채집한 개체군을 사용하
였다. 흰등멸구는 국립식량과학원 해충사육실(25±2℃, 60±5% RH, L:D=16:8)에서 파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2
∼3엽기 벼 유묘를 먹이로 공급하여 아크릴 사육 상자(가로 21.5 cm, 세로 41.5 cm, 높이 21 cm)에서 누대 사
육하였다. 흰등멸구의 생명표 통계량을 추정하기 위해 약충의 발육기간, 사충률, 성충수명, 산자수 등을 구하여
생명표를 작성하였으며 (Maia et al., 2000), 매개변수 추정은 Meyer et al.(1986)이 제시한 JackKnife 방법으로
각각의 생명표 통계량을 작성하였다. 생명표의 매개변수인 순증가율 (net reproductive rate, R0:다음 세대에 미치
는 암컷의 순기여도로 전체 산란 기간 동안 암컷 당 총 암컷 자손의 수), 평균세대기간 (generation time, T: 출
생부터 출산시까지 경과되는 기간), 내적자연증가율 (intrinsic rate of increase, rm), 기간자연증가율 (finite rate
of increase, λ: 일정 단위시간당 개체군의 증가율), 배수기간 (doubling time, DT: 개체군 밀도가 두배가 되는
때까지 요구되는 기간)을 구하였고, SAS (SAS Institution, 9.4)를 이용해 분산분석 (PROC GLM)과 Tukey's
Studentized Range (HSD) Test를 이용한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흰등멸구의 발육기간 조사결과, 약충기간은 진도(16.6일)와 신안(15.5일) 집단이 하동(13.9일)과 고성(13.9일)
집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성충기간은 차이를 보이기 않았다. 산란전 기간은 진도
(5.5일)와 신안(6.4일)이 하동(3.5일), 고성(3.6일)보다 길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자
수는 집단 간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흰등멸구 각 집단별 생존, 발육, 생식력 정보를 포
함하여 생명표 제작 결과, 순증가율을 제외한 다른 파라미터 값에서 진도, 신안 집단과 하동, 고성 집단과의 통
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동과 고성 집단의 내적자연증가율이 높고 배수기간이 짧아 진도, 신안 집단
보다 세대기간이 짧고 밀도가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래해충인 흰등멸구는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발생시 집단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제를 실시해야 효과적인 방
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확실한 흰등멸구의 집단 간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기류, 유전 분석 등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Maia, A. H. N., Luiz, A. J. B., Campanhola, C., 2000, Statistical influence on associated fertility life table
parameters using Jackknife technique: Computational Aspects, J. Econ. Entomol., 93, 5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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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오기능 연구를 위한 딱정벌레목의 표면구조 분석
김지영 ․ 김진희
국립생태원 생태정보연구실 생태모방연구팀

1. 서론
딱정벌레목(Coleoptera)에 속하는 곤충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들은 생태모방(Biomimicry)의 주요대상이 되어
왔다.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종들은 겉날개의 구조색(structural coloration), 초소수성(superhydrophobic)과 탈착성
(anti-adhesion)의 성질 등 독특한 특징을 많이 지니기 때문에 (Sun& Bhushan, 2012) 생태모방적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딱정벌레목의 표면구조는 대체로 매끄럽지 않으며, 볼록형, 오목형, 물결형, 비늘형로 다양하
며, 이러한 표면구조들은 soil adhesion(토양 부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Li et al., 2004). 본 연구는 생태모방
기반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의 목적으로 곤충의 방오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딱정벌레목 중에서
토양과 관련이 깊은 사슴벌레과(Lucanidae)와 소똥구리과(Scarabaeidae)의 종들을 대상으로 표면구조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종은 사슴벌레과에 속하는 톱사슴벌레, 홍다리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참
넓적사슴벌레, 사슴벌레, 다우리아사슴벌레를 포함하는 8종과 소똥구리과에 속하는 뿔소똥구리, 깨알소똥구리,
소요산소똥풍뎅이, 흑가슴검정소똥풍뎅이, 황소뿔소똥풍뎅이, 렌지소똥풍뎅이를 포함하는 6종이었다. 총 14종
을 대상으로 정확한 종 동정을 위해 COI과 16S rDNA유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자분석을 통해 획득한 염기서
열은 DNASTAR computer package 5.05(Lasergene, Madison, WI, USA)를 이용해 시퀀스 정리(edit) 및 정렬
(alignment)을 진행하였으며, MEGA6(Tamura et al., 2013)를 이용하여, Neighbor-joining 방법으로 계통수를 작
성하였다. 또한 곤충의 표면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실체현미경,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자분석을 통해 확보된 염기서열을 NCBI에서 Blast해 본 결과 사슴벌레과에 속하는 종들은reference염기서
열과 같은 계통군(clade)을 형성하였다. 반면, 소똥구리과에 속하는 종들은 NCBI에올라온 reference염기서열이
없었으며, 뿔소똥구리의 경우에는 염기서열 획득에 실패하였다. 그에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획득한 시퀀스만으
로 계통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종들은 독립된 계통군(clade)를 형성하였다. 표면구조의 형태적 특징을 분
석한 결과 사슴벌레과에 속하는 종의 표면구조는 대부분 작고, 볼록한 돔(small convex domes)의 형태를 나타
내었으며, 소똥구리과에 속하는 종의 표면구조는 작고 오목하게 패인 홈(small concave pits)의 형태를 나타내었
다. 또한, 사슴벌레과에 속하는 4개의 속인 톱사슴벌레속(Prosopocoilus), 왕사슴벌레속(Dorcus), 사슴벌레속
(Lucanus), 산사슴벌레속(Prismognathus)별로 돔의 높이 및 간격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소똥구리과내에
서도 뿔소똥구리가 속하는 Copris속과 깨알소똥구리가 속하는 Panelus속, 4종의 소똥풍뎅이종이 속하는
Onthophagus속 별로 패인 홈의 정도와 간격, 강모(setae)의 유무 및 길이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4. 참고문헌
Li, J., Chui, Z., Ren, L., Sun, J., Yan, Y., 2004, Reduction of sliding resistance between clay and bionic plate,
WIT Press, 73, 10.
Sun, J., Bhushan, B., 2012,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eetle wings: a review, BSC adv., 2,
12606-12623.
Tamura, K., Stecher, G., Peterson, D., et al., 2013, MEGA6:molecular evolutionary genetics analysis version 6.0.,
Mol, Biol, Evol., 30, 272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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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뮤어 시스템을 이용한 이성질체 폴리락타이드/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 블렌드의 상용성 및 가수분해특성
연구
임동혁 ․ 김가연 ․ 김병욱 ․ 진영읍 ․ 이원기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1. 서론
Poly(lactide)s (PLAs) 및 Poly(butylene succinate) (PBS) 블렌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Langmuir 단분자막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물 계면에서 블렌드의 상용성과 가수분해
거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l-PLA/PBS 블렌드의 상용성은 PBS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반면, dl-PLA/PBS 블렌드 단분자막은 전
조성에서 상용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블렌드 단분자막의 상용성과 분해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일정한 표면 압
력의 알칼리 수용액상(pH 10.7)에서 블렌드의 가수 분해 거동을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였다. 상용성을 갖는 블
렌드 단분자막은 각 고분자의 산술 평균보다 훨씬 느린 가수 분해 거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가수분해 지연은
PLA와 PBS 사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빠른 가수분해 특성을 가진 PBS 에스테르 결합에 대한 알칼
리 이온의 공격을 지연시켜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초기분해속도를 제어하
여 제품의 수명을 조절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hydrolyzable polymeric monolayers on the water sub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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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al UV-curable Two Dimensional
hBN/polyurethane Acrylate Nanocomposite Coatings
Vishal Gavande ․ Donghyeok Im ․ Bong Lee ․ Won-Ki Lee
Division of Polym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Multifunctional nanocomposite coatings with excellent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have been
increasingly demanded by many pioneering fields. This study deals with the organic-inorganic hybrid
nanocomposite coatings based on the UV-curable polyurethane acrylate as a matrix and hexagonal boron nitride
(hBN) as reinforcement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2. Result and Discussion
In this study, modified hBN added into the oligomeric formulation with different amounts, such as 0.1, 0.2,
0.5, 1, and 2 wt% to increase mechanical properties, thermal properties, hardness, and adhesion properties. The
main interest has been focused on polymer-based nanocomposites with diverse nanoparticles. Furthermore, the
addition of nanoparticles can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anticorrosiv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organic
coatings, even at low loads because of the inherent small sizes and the particle morphologies. In summary, the
incorporation of hBN into PUA exhibited superior tensile strength at the break as compare to PUA, which was
probably attributed to more uniform dispersion. For 0.5% of modified hBN in PUA films achieved 35.81%
enhancement in tensile stress at the break without sacrificing % elongation. However, the addition of modified
hBN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transmittance of UV-cured PUA coatings. Adhesion of nanocomposite
coatings with the pre-coated metal sheets was evaluated from the cross-cut tape test and cross-cut Erichsen
cupping test, which confirmed the addition of hBN (up to 2 wt%) in the PUA coatings exhibits superior
adhesion properties.

Fig. 1. Schematic presentation of UV-curable modified hBN/PUA nanocomposite film fabr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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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합성 광반응 나노소재를 이용한 광원별
휘발성유기화합물 분해효율 평가
이준엽 ․ 최영훈 ․ 최정학1) ․ 신승호2)
㈜시드파트원,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3)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1. 서론
다양한 광반응 나노소재 중 2.0∼2.2 eV의 밴드갭을 가진 Cu2O 소재는 높은 촉매 활성도, 화학적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다. 하지만, 단독소재로서의 환경적 활용에는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광원에 조
사되었을시 전자와 정공간 재결합률이 높아 광촉매로서의 단독사용의 한계성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촉매와 결합
을 통해 광촉매 활성도를 향상시키는 활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합성법인 초음파를 이
용하여 Cu2O/TiO2를 합성시켜 광학적 효율과 촉매로서의 활성도를 개선하여 가스상 toluene과 o-xylene을 대상으로 광
원에 따른 분해효율을 평가하여 광촉매로서 실내환경 응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초순수에 Copper(II) acetate monohydrate과 titanium(IV) isopropoxide을 첨가한 후, 750W 초음파기를 이용하여 합
성 후 세척 및 소성과정을 거친 후 최종 Cu2O/TiO2 나노소재가 합성되었다. 또한 100 ppb의 toluene과 o-xylene의 광촉
매 분해효율 확인을 위한 광원별로 분해효율 평가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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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catalytic oxidation efficiency(%) of gaseous
toluene according to light sources.

Fig. 2. Photocatalytic oxidation efficiency(%) of gaseous
o-xylene according to light sources.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합성법을 통해 가시광 유도 광반응 나노소재를 합성한 후 toluene과 o-xylene에 대한 광원
별 분해효율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시광 8W 일반램프 조사 조건에서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분해효율이 가장 높았으
며, 이어서 violet, white, blue LEDs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8 W 일반램프에 비해 낮은 분해효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0.32 W의 낮은 에너지 소비율을 가진 LEDs가 일반램프보다 전력(watt) 대비 높은 분해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추후 실내환경에 존재하는 유해공기오염물질 분해를 위한 환경적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Xu, Y. H., Liang, D. H., Liu, M. L., Liu, D. Z., 2008,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u2O-TiO2: Efficient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Mater. Res. Bull., 43(12), 3474-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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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재별 비산먼지 실시간 측정 및 배출 특성 분석
오영탁 ․ 이혜경 ․ 이재건 ․ 구영민 ․ 김인태1) ․ 류호준1)
SBB 주식회사 부설연구소,

1)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1. 서론
도시환경에서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의 주요 배출원 중의 하나인 도로 재비산 먼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Amato et al., 2009). 도로 재비산 먼지는 도로표면에 쌓여 있던 도로먼지가 자동차의 주행이나 바람에 의해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 비산먼지는 재비산 먼지를 포함한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마모 및 도
로표면 마모와 같이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도로부
분 비산먼지 원인 중 87.8%가 도로 재비산인 것으로 나타났다(NIER, 2010).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성 아스팔트
차도, 투수성 포장 차도를 현장에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 하였으며, 각각의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부천시 오정로에 아스팔트 차도는 70 m, 투수성 포장 차도는 80 m길이로 설치하여 각각에 실시간으로 차도
온도, 습도 PM10(Particulate Matter 10 ㎛), PM2.5(Particulate Matter 2.5 ㎛) 및 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각각의 차종별로 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재비산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차도 표면의 오염물질 퇴적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동식 재비산
먼지 측정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차도에 대한 재비산량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불투수성 아스팔트 차도와 투수성 포장을 현장에 적용하여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분
석하였다. 차도에 퇴적된 먼지를 흡입하여 측정한 결과 투수성 포장은 0.8229 g 기존 아스팔트 포장은 0.0616
g으로 투수성 포장에서 12.4배의 많은 양의 퇴적물이 나왔다. 재비산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아스팔트 포장
에서는 70.14 ㎍/m3으로 나왔으며 투수성 포장에서는 53.05 ㎍/m3으로 나타났다. 도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투수성 포장의 공극사이에 축적되지만 차량에 이동에 따른 재비산 먼지는 낮게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투수성 포장의 공극에 축적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비점오염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Amato, F., Pandolfi, M., Viana, M., Querol, X., Alastuey, A., Moreo T., 2009, Spatial and chemical patterns of
PM10 in road dust deposited in urban environment, Atmospheric Environment, 43, 1650-1659.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arch), 2010, Generation Process of PM2.5 in Urban Areas,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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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분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을 위한 축분분해제 개발
참가자_이서하 ․ 김유진 ․ 김민경 ․ 정예람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지도교수_최인학
중부대학교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사육과정에서 과잉의 사료와 밀집 사육이 일차적 원인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미부
숙 액비를 토양에 살포 할 때 염류축적과 악취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 방안은 돈사내에
서 발생되는 돈분슬러리로부터 악취를 최소한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축분분해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돈분슬러리 악취저감 시험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단산농장에서 실시한다. 공시축은 3 품종 교잡종인 암컷
비육자돈 90두를 완전임의 배치법에 준하여 두 처리구로 구분하여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축분분해제는 발생되
는 돈분슬러리를 기준으로 0.1% 첨가한다. 측정항목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악취를 매주 마다 측정한다. 또
한 악취와 온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 현장애로 사항 문제 해결
- 정책 반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제품판매를 위한 사업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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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3모델을 이용한 축사시설의 악취피해 예방을 위한
리플렛 작성 및 배포
참가자_천성우 ․ 박효진 ․ 김가영 ․ 윤재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은 ’17년 기준 총
800여건으로 매일 2~3건 꼴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시 ․ 군의 조례에서는 축사 신축 시 주
택가와 350 m 이내에 허가를 불허하고 있을 뿐, 악취 발생량 둥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거리로만 제한하고 있
어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은 도돌이표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축사(돈사) 시설에 대해 SCREEN3 확산모델로 복합악취 발생량(농도 X 유량)에 따른 이격거
리별 악취 피해수준을 예측한 리플렛을 제작하고 축사농가에 배포함으로써 악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피
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①
②
③
④

축사(돈사)시설의 규격 및 필요 환기량, 복합악취 수준 둥 참고자료 수집 및 정립.
축사시설 현장 사례조사 (복합악취 및 환기량 등 측정)
SCREEN3으로 복합악취의 이격거리별 영향 예측 (기상상태로 대기안정도를 가늠토록).
복합악취 발생량, 대기안정도, 이격거리별 악취피해 예측 리플렛 작성 및 배포.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① 축사(돈사)시설의 악취 특성 및 피해 예측 등 간단 내용이 담긴 리플렛 제작 후
② 본 대학 동물소재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와 연결된 축산 농가에 배포 및 설명
③ 희망 축산농가에 대해 실제 현장 조사 예정 (자료 지속축적 및 리플렛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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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기상관측 이후 한반도 영향태풍 특성변화 분석과
이에 기반한 강풍유발 최대피해액 산정방법 개선 및 적용
참가자_윤희성 ․ 이은지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지도교수_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매년 일정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태풍에 동반된 강풍은 이동경로 및 영향시기
등에 따라서 다양한 범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피해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태풍으로 발생가능한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 한반도 영향 태풍이 과거부터 어떠한 특성변화를 보였는지의 파악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의 속도와 양상이 과거의 경향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들의 경고를 고려해볼 때, ‘세기
(century)’ 단위의 분석과 지점별 분석을 통한 태풍동반 강풍의 장기간, 상세지역별 특성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상청 관할 전 지점 관측자료를 바탕으
로 한반도 영향태풍(361개)에 대한 시·공간별 특성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태풍에 동반
된 강풍으로 유발되는 피해액 관련 선행연구(Jung et al., 2010; Kim, 2013)에 비해 고해상도로 진단 및 예측 가
능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피해액 추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1904년~2019년까지 총 116년간의 한반도 기상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상청에
서 관측한 전 기간 종관기상관측(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해양부이, 등표관측자료를 활
용하였다(2019년 기준 ASOS 102개, 해양부이 18개, 등표 10개 지점).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반
도 영향태풍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모든 관측 지점별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분포에 대한 특성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다양한 기간별 분석과 더불어 엘니뇨·라니냐 현상 발생 시기 등에 따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전 기
간에 대한 시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최근 태풍의 전체 평균풍속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으며 태풍에 동반된 강풍의 강도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태풍피해 관련 연구는 매우 중
요하다. 태풍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태풍의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풍 특성변화양상의 분석과 피해
액 추정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최근 많은 태풍(7개)의 영향을 받은 2019
년을 대상으로 태풍의 내습 시기에 발생가능한 최대피해액을 추정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저해상도
(12 km)의 분석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3 km) 구조로 개선하여 분석결과에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자 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가장 최근의 총조사주택(2018)자료를 태풍사전방재모델에 적용하여 보
다 정확도 높은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
는 것이 사전방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최대순간풍속인 3초 gust를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
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최대피해액을 산정하였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최근 태풍 강도가 강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상청 관측
이래(1904년), 전 기간에 대한 태풍 영향 시기 ‘강풍’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태풍 특성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도별, 월별, 지점별 분포도 자료를 통해 태풍에 의한 방재 측면에서의 활동에 매우 유용하게 활
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해상도 자료, 최신 주택수 자료 등이 적용된 최신의 태풍유발 강풍 피해액 자료
는, 사전방재에서 임계값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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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큐민을 첨가한 사료섭취에 의한 돼지 분뇨 냄새 및 배출
가스 저감
참가자_김나영 ․ 김현수 ․ 진성연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지도교수_민태선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현재 돈사의 악취 문제가 국내 문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의 주민들
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돈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의 수입에 의존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 돈사에서 방출하는 가스로 인해 우리 지구촌에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실험은 커
큐민을 사료에 첨가하여 돼지의 가스 방출을 감소 및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커큐민을 배합한 사료를 먹인 돼지와 일반 사료를 먹은 돼지의 각각의 분변을 채취하여 미생물 검사를 통해
악취 및 가스 관련 미생물의 조성과 비율을 관찰하고 연구한다. 또한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커
큐민을 나노화하고, carrier로 캡슐화하여 체내흡수를 극대화한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악취 저감과 가스 방출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관찰하고, 효과가 있을 시 커큐민을 첨가한 사료를
널리 보급하여 현재 국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악취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결과가 나타
날 시, 위 실험을 활용하여 메탄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 농가에서도 동일하게 실험을 적용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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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제인 단백질과 폐식용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다이어트
참가자_최한은 ․ 김나영 ․ 이은영 ․ 최하엘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지도교수_김문일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통계청에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사태에 따른 음식배달 증가율이 83.7%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배달
음식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현재, 배달 용기인 플라스틱의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6년 EUROMAP(유럽플라스틱 제조자 협회) 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
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예상소비량은 67.41 kg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플
라스틱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치에는 배달 용기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큰 부분을 차지합
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사용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처리할 방도는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보편화되어있는 플라
스틱을 당장 중지 할 수도 업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대체할 수 있는 용기
를 이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이 과제의 첫 번째 핵심은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우유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카제인은 우유 속 단백질의
80%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카제인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식초를 넣고 가열을 하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산성 성분을 가진 알갱이들과 서로 모여 몽쳐지고 더 큰 알맹이를 내기 때문에 접착제, 페인트, 심지어는 단단
한 단추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절약적인 생산을 위해 유통기간이 지난 폐우유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폐 우유로 신소재 포장지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분해가 되고 버릴 때 잘게 부수면 미생물에 의해
100% 분해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D프린터의 레진을 폐식용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3D프린터에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레진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 필라멘트는 폐식용유를 원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심슨교수연구팀은
폐식용유의 분자구조가 3D프린터에 사용되는 레진의 분자구조와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용해 3D프린
터용 광경화성 수지(Stereo lithography(SLA))를 제조하였습니다. 폐식용유를 사용한 레진으로 플라스틱 나비를
만드는 실험을 통해 SLA 수지가 열적 안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온에서 부
수어지지 않으며 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는 지방으로 만들어져있어 생분해할 수 있다는 큰 장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카제인 단백질과 폐식용유의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1. 카제인은 사탕포장지에 사용하는등 구부릴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대신 카제인 플라스틱 파우치 팩으로 대체합니다. 재사용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컵대신 카제인 플라스틱을 이용해 음료 컵을 만들어 음료를 다 먹고 나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2. 폐식용유는 심각한 하수도 오염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폐식용유 수거함을 만들어 하수도 오염을 방지하
고, 바이오 플라스틱 재료를 더 쉽게 수집합니다. 3D프린터는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3D프린터의 레진을 사용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 배달음식(떡볶이, 짜
장면, 닭발 등)의 용기로 대체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폐식용유 레진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으로 분해 기간을 단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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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마이닝이 도입된 전이금속 기반 휴대용 VOCs
검출용 색용액 센서 개발
참가자_윤재석 ․ 최준수 ․ 함지민 ․ 이정근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지도교수_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환경 분야에 있어서 오염물질의 측정·감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규모의 환경오염 이슈 증
가, 화학물질의 사용증대에 따른 신규 오염물질 대두, 환경 규제 강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현황 및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 특히 울산 DMF (dimethyl
formamide) 중독 사망 사고, 삼성 반도체 IPA (iso-propyl alchol) 중독 사망 사고 등 산업사고에 따른 피해정도가 크
게 나타남에 따라 기존 관리차원의 모니터링을 벗어나 오염물질의 거동을 사전에 관측함으로써 산업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기경보 수단으로서의 감시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Table 1. 유해물질 중독 ․ 검출 사고
사고 사례
낙동강 1,4-dioxane 검출 (2009년 1월)
울산 DMF,Pyridine 등 유해물질 중독 사망 사고 (2001년 11월)
삼성 반도체 IPA 중독 사망 사고 (2011년 12월)
삼성전자 methanol 중독 실명 사고 (2016년 1월)

인명피해
보고된 바 없음
사망 1명 / 부상 4명
사망 2명
부상 7명

본 과제의 목적은 체내에 유입된 유해물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게 휴대용 VOCs 검출 센서를
개발하는데 있다. 현재 체내 유해물질을 측정·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 소변검사, 체혈검사는 상당한 분석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체내 유해물질들의 측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장 적용성과 신속성
및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단기기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비용이 저렴하지않고, 상용화의 어
려움 등 해결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전이금속을 기반으로한 유해물질 검출 센서는 기존 검출기의 패러
다임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측정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급효
과를 얻을 수 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전이금속이 착이온인 배위결합화합물을 제작하고, 타겟물질과 반응할 때 색용액의 리간드가 타겟물질로 치
환됨으로써 나타나는 밴드갭으로 특정한 파장대의 색을 내는 다양한 색용액의 구축을 통한 유해물질
(1,4-dioxane, DMF, IPA, methanol, Pyridine)을 검출하는 고감도 센서를 개발한다.
범위는 1. 문헌조사를 통해 동정된 유해물질 5종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색용액의 스크리닝
2. 유해물질을 특이적으로 검출하는 색용액 조합 선정
3. 선정된 색용액을 이용하여 유해물질 별 색 변화 확인
4. 선정된 색용액을 이용하여 유해물질 별 UV-visble 측정
5.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 정상농도와 인체에 유해한 농도를 구분한다.
6. 앙상블 마이닝을 통한 빅데이터화
7. 재연성실험을 통해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센서를 개발한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뇌질환,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질환 질병, 내분기계 교란물질과 같은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 아프리카 돼
지 열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 GHB(무색 무취 히로뽕)과 같은 마약을 색용액의 스크리닝을 통해 타겟물질을 특
이적으로 검출하는 색용액 센서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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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작
참가자_신화령 ․ 전혜진 ․ 임현진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화학안전관리융합전공

지도교수_박종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화학안전관리융합전공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우리 삶에 유용성을 주는 화학물질은 반대로 유해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고 더욱 쉽게 화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10대 이상의 생활화학용품 소비자 층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알아본다.
<애플리케이션 속 정보>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안.
- 화학물질에 관련된 사고와 환경법에 대한 정보제공.
- 생활화학용품 사용 중 발생한 실제 사고 사례.
- 생활화학용품 종류, 대체 가능한 천연제품, 응급조치 등.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화학물질에 전문적이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세이프 플러스”앱을 제작하여 실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와 원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며 비전문적인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쉽게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이 앱은 주기적인 내용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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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의 실효성
참가자_호승모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박종길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 최근 미세먼지는 인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며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연도별로는 점
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PM2.5는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대책
이 절실하다.
- 현재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경우도 고농도 시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계절관리제에 관한 검토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 경남도의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 계절별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고농도 시기(12월~3월)의 농도 특성을 분
석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수도권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남도민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 경남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초미세먼지의 경우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절별로는 하계에 농도가 낮고 동계 및 춘계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경남도내 전 관측지점에서 고농도를 나타내었으며 ‘나쁨’ 수준과 ‘매우나쁨’ 수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미
세먼지 저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경남도민의 의식 조사결과 노후 차량 및 배출등급 5등
급이하 차량의 운행제한을 적극제한 하였으며, 차량 2부제와 노천소각 금지 및 단속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
었으며, 특히 취약계층(노약자, 폐질환자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대책이 마
련될 경우 계절관리제 실효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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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발전을 도입한 교통 에너지 생산
참가자_강세화 ․ 안초원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전세계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영구적이지 않은 에너지의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의존도가 높
은 국가로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에너지를
차량 내부 또는 신호등 아래 설치된 압전 발전 보도블록을 통한 교통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승용차의 좌석, 시내버스의 좌석과 바닥, 손잡이 부분에 압전소자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승용차
의 경우 바닥의 누르는 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승하차시 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압전발전으로 에너지를 생
산한다.
압전발전을 활용한 횡단보도의 경우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보도블록을 누르는 힘이 보도블록 내
부에 설치되어 있는 압전소자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에너지를 신호등에 공급한다.
압전소자를 활용한 에너지는 미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할 뿐만아니라 미래 화석연료가 없는 사회에도 안정
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차량의 경우 전기차의 연비를 높일 수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기를 활용하여 보조베터리와 같은 부가적
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호등의 경우는 신호등의 역할과 자가전기생산 밤의 경우는 조경 및 안전귀가
알림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압전발전을 시작으로 미래 자가발전이 가능한 교통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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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는 플라스틱 수거함
참가자_정민경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보다는 일회용기 사용이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카페에서도
매장 내 취식 금지인 곳이 많아져 앉아서 커피를 먹고 싶어도 테이크아웃하여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
습니다. 이로 인해 정해진 쓰레기통이 아닌데도 길거리에서는 가로등 주변, 우체통 주변, 화단 등 플라스틱 음
료용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있는 모습이 자주보입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플라스틱 음료용기는 미관상
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안에 음료가 남아있는채로 버려진 경우 쏟아지면 바닥을 끈적이게 만들어
불쾌하게 하며, 심하면 악취발생 및 해충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플라스틱 음료용
기는 길거리에서 반드시 줄어들어야 합니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먼저 수거함에는 플라스틱 음료용기 수거함과 안에 남아있는 음료 수거함, 빨대 및 컵홀더를 버릴 수 있는
일반쓰레기 수거함 이렇게 총 3가지의 필수요소들이 필요합니다. QR코드, 바코드 인식기도 달려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캐시백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거함은 플라스틱 음료용기가 많이 발생하는 번화
가나 카페거리 근처 공원 등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먼저 이 수거함에는 광고판을 부착해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미화원의 인건비를 절약해 비용절감으로 인한 수
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거함과 같이 개발한 앱(기존앱 활용가능)을 연동하여 이 앱으로 카페에서 음
료 결제를 하고 다 먹고 난 후 플라스틱 음료용기 폐기 시에 수거함에 달려있는 QR코드 인식기나 바코드 인식
기에 QR코드, 바코드를 찍을 경우 구매인증과 폐기인증이 되므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용자에게 캐시백
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앱에 연동된 카페는 광고료를 내어 캐시백에 드는 수익에 보탬을 해줍니다. 그리
고 카페에서도 구매자가 수거함 이용 시 카페 광고비 절감 등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부
담이 줄어든다면 수거함의 존재를 광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카페에서 알아서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따로 수거함의 광고비는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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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 박테리오파지 기반 컬러센서를 이용한 살모넬라균
검출 연구
참가자_김유환 ․ 김나영 ․ 장원석 ․ 김해정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지도교수_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의한 수질오염 사례는 매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해당 폐수에는 동물의 배설물
에서 비롯된 살모넬라균을 포함하고 있는데, 살모넬라균은 인체에 들어가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균이다. 그
러나 해당 균의 검출은 전통적인 미생물 배양법에 의해 이루어져,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정도를 실시간으로 분
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를 제작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살모넬라균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센서를 제작하고자 한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컬러센서는 특정 표적물질에 반응하여 변색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활용하여 살모넬라균의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특이 가스성분을 표적으로 센서의 RGB intensity 값의 변화를 측
정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앙상블마이닝을 이용해 여러 종
의 기능성 파지 컬러센서를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각 조합의 검출 정확도에 따른 점수를
계산하여 살모넬라균 검출에 최적화된 파지센서 조합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파지조합은 극소량의 살모넬라균을
검출하는데 성공했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살모넬라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원균을 한 번에 검출하는 센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센서를 통해 축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병원균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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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끈에 일어나는 환경파괴완화
참가자_송지현 ․ 정문원 ․ 이혜정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지도교수_박문기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마스크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종량제봉투에서 빠져나온 마스크들이 환경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그중에서 마스크 끈은 동물들에게 올가미가 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마스크 끈을 교체형으로 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마스크 착용에 있어 이점도 가지고 환경문제를 개선 가능
한 방향으로 형태를 계량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급격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마스크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악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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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플라즈모닉 환경센서
참가자_장민수 ․ 박형규 ․ 권준형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지도교수_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성
환경 오염 요인의 다변화와 보건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맞춤형 환경센서(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물질 등을 감지하는 센서)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수한 성능의 환경센서 제작은 반도체
공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 소품종 대량생산에 유리하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3D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환경센서를 제아한다. 환경센서의 검출 기술은 여러 방면에서 검증된 플라즈
모닉 센서 기술을 사용했다. 우리의 이번 제안은 고객 맞춤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로 종합해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출처 : 스마트제
조혁신추진단)기반 환경 모니터링 생태계 구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과제의 내용 및 범위
M13 박테리오파지와 금속나노입자가 혼합된 플라즈모닉 센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이 증명되었다.
여기서는 3D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여 플라즈모닉 기술 기반 환경센서를 제작한다. 과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박테리오파지와 혼합된 금속나노입자가 기판에 안정적으로 프린팅됨을 확인 (SEM 측정 등). (2) 상기 구조
의 플라즈모닉 특성 측정 (LSPR, SERS 측정 등). (3)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시 검출 신호 분석

3.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환경센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을 진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러 유해물질을 검증하기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 공정이 요구되며 우리는 3D 프린팅 기법을 통해 그 목적을 충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알맞게 충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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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3, OPA4, OPA5

김해정 ONUC11
김현수(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OP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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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제주대학교) ONUC4
김현주1(국립식량과학원) OPE11
김현주2(국립식량과학원) OPE11
김현준 OPB24
김형수 OB1
김형준 OD8
김효진 OND8
김희애 OC4, OPC13

ㄴ
나문수
나하나
남윤경
노대일
노두현
노백호

OA12, OA13
OA9, OPA6, OPA7, OPA8
OE3
OE3
OND7
OPD1

노찬우

OPC12

ㄹ
류연수
류정현
류호준
류효승

OD2
OND4
OPE16
OE6

ㅁ
문경환
문상철

OPD8, OPD9, OPD10, ONE1
OE5, OE7

문새로미 OPD17
문성준 OC4, ONC1, OPC8
문성필 OPD4, OPD5, OPD6
문정혁 OA3, OPA13
문혜식 OPA11
민태선 ONU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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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은
박상혁
박서준

OA7
OPD3
OPB8, OPB9, OPB10

서현진
설현윤
성낙창

OPD18
OND2
OPC9

박세경
박수진
박신영
박양진
박영식
박용은
박유진
박윤미
박원규
박은지
박재현
박재형

OND1, OND6
OPE5
OA1, ONA3
OPA18, OPB27
OPC1
OD7, OPD14, OPD16
OPA21, OPA22
OA12, OA13
OE7
OPA21, OPA22
OND2, OND3, OND4, OND5
OA3. OA4, OPA13

소병준
손윤석
손장호
손효영
송관필
송용철
송지현
송창근
송한빈
송희연
신경숙
신경순

OND8
OND9
ONUC9, ONUC10
OPE11
OPD4, OPD5, OPD6
OPB5
ONUC12
OPA19
OND5
OND2, OND3, OND4, OND5
OPC5
OD3

박정수
박정호
박정환
박제민
박종길
박종원

OPB4
OA8, OPA1, ONUC2
OPB5
OND2, OND3, OND4, OND5
OA10, OPA9, ONUC8
OPC14, ONUC7

신재기
신동훈
신민지
신승호
신용진
신화령

OD7, OPD14, OPD16
OND3
OPD8, OPD9, OPD10, ONE1
OPE15
OND10
ONUC7

박주선
박지현
박지혜
박찬호
박창현
박한배
박형규
박효진
박흥재

OA1
OND2
OPE4
OPC20
OA4, ONA9
OPC11
ONUC13
ONUC2
OPA21, OPA22

심승우
심원준

OPD18
초청강연

방진희
배우빈
배해진
배헌균

OPA19
OA12, OA13
OPD17
OPA11, OPA12, OPB3,
OPD1

ㅅ

ㅂ
박경환
박기범

박기헌

OA6
OB2, OPB6, OPB7, OPB11,
OPB12, OPB13, OPB14,
OPB15
OB2

박기형
박문기

OPA18
ONUC12

서동욱
서상일
서수현
서윤경
서창우
서현영

OPC7
OND2, OND3, OND4, OND5,
OND11
OND2, OND3, OND4, OND5,
OND10, OND12
OD8, OD9
OPB12, OPB13
OPB8, OPB9, OP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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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삼영
안승섭
안승원
안영은
안은지

OPC7
OPB6, OPB7, OPB11,
OPB14, OPB15
OD8, OD9
OND9
OPA3, OPA4, OPA5

안초원
안혜연
양수정

ONUC9
신진연구자
OE4

양순미
양 지
엄준식
여혁구
염규진
염정헌
오서영
오영탁
오인보

OPD2
OND2, OND3, OND4, OND5
ONA6, ONA7
OND3
OPC20
OPD3
OPD8, OPD9, OPD10, ONE1
OPE16
OPA19

오종훈
오진우

OE6
OE2, OPE4, OPE5, ONU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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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UC11, ONUC13
OC5
OND10

이승원
이승헌
이영미

윤재란
윤재석

OND4
OC3
OPC12
OPC9, OPC10
OA7
OND5
OPB2, OPC6
OND2, OND3, OND4, OND5,
OND7, OND8, OND9, OND10,
OND11, OND12
ONUC2
ONUC6

윤진아
윤혜선
윤희성
이강열
이광원
이규하

OE3
OND4
ONUC3
OA5, ONA9
OPC11, OPC12
OPB12, OPB13

이영주 OPE5
이영태 OA4
이용순 ONB1
이원기 OPE13
이유란 OPD17
이유정 OPA18, OPB27
이유진(건국대학교) OND9
이유진(부산대학교) OPE4
이의정 OE4
이은영 ONUC5
이은지 ONUC3
이인경 OPB1
이재건 OPE16
이재만 OND2, OND3, OND4, OND5
이정근 ONUC6

이기한
이기호
이나미
이도경
이돈혁
이동재
이동현
이명규
이명훈

OC5
OPD2
OA2
OPB14
OND11
OND11
OPA2
OPC7
OND10, OND12

이민정
이부용
이상무
이상민
이상용
이상학
이상훈
이서하
이성은
이상호
이선희
이수민
이순환

ONC2
OPA10
OPB7, OPB11
OPB12, OPB13
OB1
OPB7, OPB11
OND7
OE4, ONUC1
OPD8, OPD9, OPD10, ONE1
OPB18, OPB25
OPD4, OPD5, OPD6
OA6
OA4, OA5, ONA9, ONA10,
ONA11
OND4

유근제
유병찬
유성훈
유순재
윤건곤
윤권감
윤상후
윤소망
윤영한
윤용한

이승관

OPC9, OPC10
OND8
산학관

이정우
이정은
이정철
이정훈
이종민
이종석

OPB22
OPB26
OPC5
초청강연
OE2, OPE4
OPC7

이종훈
이주승
이주영
이준엽

OPB2
OND12
OD1
OPC2, OPC3, OPC11,
OPC12, OPC15, OPC16,
OPE15

이준혁
이준협
이창우

OND10
OE4
OND10

이창한
이철준

OC4, ONC1, ONC2, OPC8,
OPC13, OPC14
OND12

이태국
이태윤
이한나

OPB4, OPC5
OPC2, OPC3
OPD11

이현지
이형근
이혜경

OD1
OD7
OPE16

이혜정
이효정
이효진

ONUC12
OA1, ONA5, ONA8, OPA14
OP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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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임동혁
임병헌

OPE5
OPE13
OND7

임보성
임선회
임용승
임우리
임현진

OND12
ONB1
OPA18, OPB27
OPC8
ONUC7

ㅈ
장민수
장성현
장원석
장인성
장인수

ONUC13
ONA6, ONA7
ONUC11
OC2, OC3
OPB19, OPB20, OPB21,
OPB23 OPC17

장철현
전병일
전원배
전재영
전정모
전정수
전창헌
전항탁
전혜진

OPA2, ONB1, OPB1
OA11, OPA15, OPA16
OA3, OPA13
OPC11
OND8
OPB21, OPB23
OND7
OB1
ONUC7

정갑섭
정기수
정문원
정민경
정민우
정병길

OPB16, OPB17
OPD4, OPD5, OPD6
ONUC12
ONUC10
OE7
OPC9, OPC10

정성빈
정소연
정예람
정우식
정이봄
정재운
정주성
정주현

OPA22
OA2
ONUC1
OA9, OPA6, OPA7, OPA8,
ONUC3
OD1
OPB8, OPB9, OPB10
OC4, OPC13
OND9

정진희
정창훈
정태호

OPC9
ONA6
OE4

정화숙
조건희

OPA18
O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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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조대철
조범준

OA6
OC1, OE1
OND12

조선주
조성호
조운석
조원기
조유진

OC1, OE1
OE3
OE3
OPB5
OA1, OA2, ONA1, ONA4,
ONA5, ONA8, OPA14
OPC14
OPB16, OPB17
OPB24
OD3
OA1, OA2, ONA4, ONA5
ONA8

조은님
조은일
조재필
조태동
조현영
주재현
주진희
주현우
지용근
진성연
진영읍

OPB18, OPB25
OND2, OND3, OND4, OND5
OND8
산학관
ONUC4
OPE13

ㅊ
차재환
채다은

OPC5
ONA10

채의수 OD9
채진욱 OPA18, OPB27
천성우 ONUC2
최광복 OPB6, OPB7, OPB11
최낙중 OPE11
최다니엘 ONA2
최동호 OPB8, OPB9, OPB10
최병선 OND9
최병철 산학관
최수연
최승용
최영익
최영훈
최예람
최용석
최용재
최용준
최은정
최인학
최정동

OPE11
OND2, OND3, OND4, OND5
OPC9, OPC10
OPE15
OND3
OD8, OD9
OPB5
OPB18, OPB25
OPE4, OPE5
OE4, OE5, OE6, ONUC1
OPB19, OPB20, OP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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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OPB23, OPC17
신진학술상, OPC11, OPC12,
OPC15, OPC16, OPE15

Ji Young Kim
Ji-Yun Kim
John Capitman

최준수
최하엘
최한은
최 혁
추승현

ONUC6
ONUC5
ONUC5
OND5
OPA3, OPA4, OPA5

Ju Ha Kim
OPE8, OPE9
Kara Zografos
OPA20
Keun-Yook Chung OPC18, OPC19
Min Jung Lee
OPD7
S. Katharine Hammond
OPA20
Sang-Wook Park
OPC18, OPC19
Sei-Jung Lee OPE6, OPE7, OPE8,
OPE9
Seok-Soon Han
OPC18
Seong-Ryeong Lim
OPE6
Soo-Kyung Yang
OPD7
Steve Chung
OPA20

ㅎ
하은지
한갑수
한상민
한재경
한재선
함세영

OPA1
OPD11, OPD12
OPA18
OND1, OND6
OPC7
OB1, OPC8

함지민
허대겸
허상영
허정원
허철구
현상민
현성수
호승모
홍순욱

ONUC6
OPD1
OPB4
OE7
OPD2
OPA17
OC4, OPC13
OA10, OPA9, ONUC8
OB1

황국선
황용식

OPB19, OPB20, OPC17
OA11, OPA15, OPA16

ABC
Beomjin Kim
OPE1, OPE2, OPE3
Bong Lee
OPE14
Deok-Hyun Kim
OPC19
Deok-Won Kim
OPC18, OPC19
Do-Wan Kim
OPE9
Donghyeok Im
OPE14
Elizabeth M. Noth
OPA20
Geuntae Park OPE1, OPE2, OPE3
Gi Soo Jung
OPD7
Gwanpil Song
OPD7
Ha-Gyeong Kim
OPE10
Hyun Seong
OPE10
Jae-Ki Shin
OD4, OD5, OD6
OPD13, OPD15
Jaymin Kwon
OP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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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 Park
Sun Hee Lee
Sun Young Park
Sung Pil Moon
Truong Van Tuan
Vasanthan Devaraj
Vishal Gavande
Won-Ki Lee
Woo Chang Song

OPD7
OPE8
OPA20

OPE7
OPD7
OPE1, OPE2,
OPE3
OPD7
OPC4

Young-Joo Kim
Youngsung Kim

OE2
OPE14
OPE14
OPE1, OPE2,
OPE3
OD4, OD5, OD6
OPD13, OPD15
OPE10
OD4, OD5, OD6

Yushin Ahn
吴迪

OPD13, OPD15
OPA20
OPD3

Yongeun Park

KAIST 나노융합연구소
KAIST 나노융합연구소(KAIST Institute for the NanoCentury, KINC)는 KAIST 내의 여러 학과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노과학기술 관련 연구를 집약시키고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2006년 KAIST Institute(연구원) 소속 연구소로 설립되었
다. 나노기술분야는 기술의 특성상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여러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나노융합연구소에서는 최적화 된 융합연구시스템을 갖추고 나노연구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창출과 기술혁신을 선도
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나노융합연구소는 KAIST내 우수한 역량을 갖춘 9개 학과의 75여명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융합연구소이자
국제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드는 대규모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3개의 연구그룹(기후변화
대응 나노기술, 차세대 보건의료 나노기술, 차세대 정보기기용 나노기술)과 3개의 산학연 공동연구센터(KCC-KAIST 산학협력
연구센터, 한국타이어-KAIST 미래타이어 기술 연구센터, 나노종합기술원-KAIST 공동연구센터), 3개의 내부조직(그래핀/2D소
재 연구센터, 자연모사 연구팀, 첨단 나노센서 연구센터)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나노융합연구소 참여교수진

나노융합연구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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