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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인 사 말

존경하는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 회원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자
문단회, 대학생 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2021년
11월 4일(목)~6일(토) 3일간 개최합니다.
우리 학회는 환경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한 환경과학기술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문제의 고찰과 해결책의 제시 등을 위해 1992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는 약 3,000여명의 다양한 환경 분야와 관련된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아울러 20년 이상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
술지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12권의 온라인 학술지를 발간하
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봉
사와 배려를 해주신 여러 회원님들의 노고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속에 코로나정국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학회의 정기학술행사 및 정기총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동시에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학회의 행사준비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각 위원회와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학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를 위한 노력과 학술발표를 하시는 회원님들께 감
사를 드리며 그 외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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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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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2021년 11월 4일 (목)
)

더케이호텔경주(신관) 3층 로비

축 사 및 기 조 강 연 (14:00 ~ 15:00)

화랑 A홀

표 (15:10 ~ 16:10)

화랑 A홀

평 의 원 회 및 정 기 총 회 (16:30 ~ 18:00)

화랑 A홀

회 (18:00 ~ 20:00)

화랑 B·C홀

록 (13:00 ~

등
산

학

관

간

발

친

2021년 11월 5일 (금)
)

더케이호텔경주(신관) 3층 로비

학 술 위 원 회(학술위원, 좌장) (09:00 ~ 09:20)

화랑 A홀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발표 (09:20 ~ 10:20)

화랑 A홀

록 (09:00 ~

등

구

두

발

표 (10:30 ~ 12:30)

화랑 A·B·C홀

구

두

발

표 (14:00 ~ 16:00)

화랑 A·C홀

대 학 생 경 연 대 회 발 표 (14:00 ~ 16:00)

화랑 B홀

2021년 11월 6일 (토)
온 라 인 발 표 및 전 국
(10:00 ~ 14:00)
대 학 생 경 연 대 회 심 사

정기총회(11월 4일(목) 화랑 A홀 16:30~18:00)
진행 : 박근태(총무이사)
1.
2.
3.
4.
5.
6.
7.
8.
9.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상장 및 상패 수여
경과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의결사항
연구윤리교육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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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세부일정
2021년 11월 4일(목) ~ 11월 6일(토) 더케이호텔경주, 학술대회 홈페이지
11월 4일(목) *오프라인 행사는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온라인(www.ekenss.or.kr)

오프라인 (더케이호텔경주)
시 간

내 용

13:00~

등

장 소

록

신관 3층 로비

14:00~15:00

축사 및 기조강연
좌장: 박문기,정희태
축사: 김동연(前경제부총리)
/ 유재천(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기조강연: 장윤석(前국립환경과학원장)

15:10~16:10

산학관 발표
좌장: 김희만,황용식
- 정덕영(㈜신대양) / 오진우(㈜젠라이프)
- ㈜SGR테크, 신라환경컨설팅㈜, ㈜에코브레인,
㈜금송ENG, 벽산엔지니어링㈜, ㈜에니스환경건설,
㈜ 에코비트, ㈜지엔에스엔지니어링

16:30~18:00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

18:00~20:00

간 친 회

11. 4(목) 13:00∼ 11.6(토) 14:00
장 소
내 용

화랑 A홀

학술대회 홈페이지
온라인구두,
온라인포스터

대기환경
ONA1~ONA8
OPA1~OPA23

좌장: 박근태

화랑 B·C홀

11월 5일(금)

수자원·해양환경
ONB1~ONB6
OPB1~OPB22

오프라인 (더케이호텔경주)
시 간

내 용

09:00~
09:00~09:20
09:20~10:20

등

장 소

록

신관 3층 로비

학술위원회(좌장모임)

좌장: 이창한, 최정학

2021년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

구두
10:30~12:30
발표
SessionⅠ

화랑 A홀
좌장: 박문기

대기환경 OA1 ~ OA6

좌장: 이순환

수자원·해양환경 OB1 ~ OB2
폐수폐기·환경화학 OC1 ~ OC2

좌장: 최정학

녹지·생태환경 OD1 ~ OD3
융합환경 OE1 ~ OE2

좌장: 최인학

폐수폐기·환경화학
ONC1~ONC2
OPC1~OPC14

화랑 A홀
화랑 B홀
화랑 C홀

녹지·생태환경
OND1~OND14
OPD1~OPD10

Break Time
대기환경 OA7 ~ OA11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구두
전국대학생 경연대회
14:00~16:00
발표
OUC1 ~ OUC7
Session Ⅱ
녹지·생태환경 OD4 ~ OD6
융합환경 OE3 ~ OE5

좌장: 오인보

화랑 A홀

좌장: 박근태

화랑 B홀

좌장: 오진우

화랑 C홀

11월 6일(토)
오프라인 (더케이호텔경주) / 온라인 (www.ekenss.or.kr)
10:00~14:00

온라인 발표 및 전국 대학생 경연대회 심사

14: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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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환경
ONE1~ONE2
OPE1~OP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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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발표회 안내

※ 2021년 한국환경과학회 정기학술논문 발표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온라인>
1. 온라인 발표는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2. 학술대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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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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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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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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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상 수상자
성

명

이순환

소 속
부산대학교

2. 신진학술상 수상자
성

명

정태호

소 속
중부대학교

3. 산학관 특별공로상 수상자
성

명

김희만

소 속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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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발표일정표

2021년 11월 4일 (목)

Session 기조강연 발표 / 14:00-15:0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정희태(한국과학기술원)

기조강연

최근 환경이슈와 대응전략
장윤석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前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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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발표일정표

2021년 11월 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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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관Ⅰ 친환경 토양·지하수·퇴적물 정화/복원 기술 개발
정덕영
㈜신대양

산학관Ⅱ JAFE 센서를 통해 건강을 보다_㈜젠라이프
오진우
㈜젠라이프/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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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일정표

2021년 11월 5일 (금)

Session 2021년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수상자 발표 / 09:20-10:20 / 화랑 A홀
좌장: 박문기(대구한의대)

학 술 상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수치 예측 성능에 미치는 기상요소의 영향 분석
이순환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신진학술상 펫푸드 시장과 유용 곤충산업
정태호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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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1년 11월 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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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1)

SEM/EDX 분석법을 이용한 대기에어로졸의 개별입자분석
하은지, 박정호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OA2)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 하에서 사쿠라지마 화산 분출이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전병일, 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OA3)

1)

신라환경컨설팅㈜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부산항 대기질 변화 특성
박정호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OA4)

도로 구조 및 상태에 따른 겨울철 기상 및 노면온도의 변화 특성
김백조, 김지완, 김선정, 김건태, 이용희, 남형구1)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

OA5)

1)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울산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분포
오인보, 홍지연, 황용식1), 방진희, 오연서, 김지희, 이지호, 김양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1)신라환경컨설팅(주)

OA6)

해수면 온도 해상도에 따른 연안 안개 발생 메커니즘 분석 연구
이순환, 박순영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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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1년 11월 5일 (금)

Session OA 대기환경 / 14:00-16:00 / 화랑 A홀
좌장: 오인보(울산대)

OA7)

Mass Balance 기법을 활용한 NOx 배출량 보정 연구
문정혁, 전원배1), 박재형, 김동진, 최현식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OA8)

황해상에서 발생한 고농도 황산염 형성 매커니즘 분석 연구
박재형, 전원배1), 문정혁, 김동진, 최현식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OA9)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플라즈마 아크를 이용한 금속 절단 시 절단 조건에 따른 에어로졸 특성 분석
부현진, 김종현, 한화정, 박병기, 조대원1), 김동현1), 이민호2), 구희권2), 신상훈2), 정우영2)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한국기계연구원,

2)

미래와도전

OA10) 경상남도의 미세먼지 농도 특성과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고찰
박종길, 호승모1), 김은별2)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기초과학연구소/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OA11) 계절관리제 전과 후의 경남도 미세먼지 특성
김은별, 호승모1), 박종길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1)
2)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기초과학연구소/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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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5일 (금)

Session OB 수자원·해양환경 / OC 폐수폐기·환경화학 10:30-12:30 / 화랑 B홀
좌장: 최정학(부산가톨릭대)

OB1)

급경사지 주민대피 권역별 강우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OB2)

농업용저수지의 홍수조절량 확보를 위한 사전방류 검토
양준석, 안승섭, 박기범1), 최은혁2)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OC1)

1)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2)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공정모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하수처리장 운전 개선 연구
김태욱, 조선주, 조대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OC2)

석탄비산재와 스코리아를 이용한 제올라이트 물질의 결정화 특성 평가
임우리, 감상규1), 함세영2), 이창한3)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3)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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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1년 11월 5일 (금)

Session OD 녹지·생태환경 / OE 융합환경 / 10:30-12:30 / 화랑 C홀
좌장: 최인학(중부대)

OD1)

염처리가 한국산 개정향풀의 종자발아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김조훈, 이재면, 최지윤, 박예근1), 김도원, 박형우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OD2)

한국산 개정향풀 꽃의 향기분석 및 대사체분석
김조훈, 이재면, 최지윤, 박예근1), 김도원, 박형우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OD3)

1)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NaCl처리에 따른 한국 자생 개정향풀의 유리아미노산 및 항산화 성분 분석
김조훈, 이재면, 최지윤, 박예근1), 김도원, 박형우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OE1)

1)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환경오염·화학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연구
오주연, 김은별, 김현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OE2)

효소에 의한 셀룰로오스 분해 모델링 : 음식물 생분해의 기초 수리학
조선주, 김태욱, 조대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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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일정표

2021년 11월 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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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4)

경북지역 대나무숲 현황 및 활용 정책의 중요도 분석 연구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OD5)

생태자원 관련 행정조직 개선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 -대구광역시를 사례로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OD6)

Effects of Dietary Curcumin Nanospheres on Growth, Hematology, Proteomics
and Fecal Pathogenic Bacteria and Malodors in Weaned Piglets
Mohammad Moniruzzaman, Taesun Min
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Jeju International Animal Research
Center (JIA) &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SARI), Jeju National
University

OE3)

아미노산제를 함유한 사료첨가제를 모돈에 급여시 포유전·후 등지방 두께와 발정재귀에
미치는 영향
최인학, 김창만1), 류효승2), 오종훈2)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OE4)

1)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아미텍

동애등에 사료 급여가 반려견 품종별 단백질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
정태호, 최인학, 최성업, 정연우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OE5)

2)

경북지역 한우농가의 한우분 특성에 대하여
최인학, 최성업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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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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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목) ~ 11월 6일 (토)

Session ONA, OPA 대기환경 / 학술대회 홈페이지 스트리밍

ONA1)

PTR-TOF-MS를 이용한 폐수처리업체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발생특성 조사 연구
황인자, 서용수1), 정용현2)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공학연협동과정,
2)

ONA2)

1)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양자 전이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다성분 미량 악취물질 동시분석 연구
황인자, 서용수1), 정용현2)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공학연협동과정,
2)

ONA3)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대기경계층 모수화 방법에 따른 WRF-CMAQ 미세먼지 모의 농도 차이 분석
정소연1), 김철희1),2)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ONA4)

1)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동아시아 에어로졸 광학 깊이의 장기변동 특성과 기후 요인 분석
이나미1), 김철희1),2)
1)

ONA5)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폭염대응 정책 지원 연구
김수란, 김도우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NA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기후예측시스템(CFS) 모형에서 대서양 해수면 온도와 엘니뇨-남방진동의 상관성
양우현, 국종성1), 윤현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NA7)

1)

1)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지형적 특성에 따른 칼만필터의 정확도 개선 효과 분석
김지선, 이순환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ONA8)

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기상모델과 점근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 남부지역의 안개 예보
김은지, 박창현1), 이순환2)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2)

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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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1)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세정집진장치 내부 유동 해석
장경민, 정은상, 서정민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OPA2)

경남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민감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최윤희1),2), 박지인1), 류재용1),2)
1)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2)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측정분석센터

OPA3)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조사 및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박진영, 배유진, 김교영, 심우형, 권다솔, 이경수, 최종규, 최상인, 곽완순, 권문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OPA4)

팔공산에서 관측한 산풍의 발생 특성과 여름철 고온 경감 효과
안은지, 김해동1)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1)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전공

OPA5)

여름철 대구광역시 도심지와 교외지역 간 열환경 분석
김하영, 김해동1)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OPA6)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한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백연･악취 저감
문혜식, 김학윤1), 배헌균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OPA7)

조간대 기상관측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원기, 강동환, 이동현1)
부경대학교 지질환경연구소,

OPA8)

1)

㈜더푸른내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서울지역의 구름-미세먼지-강수 상호작용 분석
한수지, 엄준식1), 이승수2), 정창훈3)
부산대학교 BK21 지구환경시스템 교육연구단/지구환경시스템학부 대기환경과학과,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Earth System Science Interdisciplinary Center,
University of Maryland, 3)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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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9)

에어로졸 연직 특성 분포 분석: KORUS-AQ 항공기 관측 자료를 중심으로
이윤서, 장성현, 엄준식1), 정창훈2), 이승수3)
부산대학교 BK21 지구환경시스템 교육연구단/지구환경시스템학부 대기환경과학과,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3)

2)

Earth System Science Interdisciplinary Center, University of Maryland

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OPA10) 지상 PM2.5 농도 추정에 미세먼지 후방산란 연직 분포와 기상조건이 미치는 영향
정희정, 엄준식1)
부산대학교 BK21 지구환경시스템 교육연구단/지구환경시스템학부 대기환경과학과,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OPA11) 태풍이 한반도 대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PM10을 대상으로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OPA12) 급변하는 한반도 영향 가을태풍 : 미래의 위험성은 ?
나하나,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OPA13) 석탄비산재를 활용한 암모니아 제거용 흡착소재 특성분석
박종원, 이창한, 김문일, 곽주영1), 곽상희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삼두종합기술㈜,

2)

싸이텍코리아㈜

OPA14) 한반도 태풍 시기 강풍영향평가를 위한 시군구별 위험수준 평가
윤희성,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OPA15) 무인 이동체를 이용한 대기 가스 센서 측정 시스템과 다변량 기법을 이용한 정량
분석 기법 개발
박선기1), 조원보1), 김성준1),2)
1)

주식회사 우리아이오,

2)

전북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LANL-JBNU 한국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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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16) 2020-2021년 부산 항만 주변지역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변화와 성분 특성
강나연, 현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OPA17) 부산지역 해수 중 방사성 세슘 모니터링
채진욱, 이유정, 정한희, 임용승, 유은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OPA18) 부산 사하구 하수관거 및 하천 악취 발생 현황 조사
이유정, 정화숙, 이범구, 채진욱, 정한희, 한상민, 임용승, 유은철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OPA19) 제주시 도심지역 도로변 에어로졸 성분의 입경분포 특성
이기호, 허철구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OPA20) 살모넬라 검출용 자가조립 나노구조체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 멀티 어레이 컬러센서
김예지, 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OPA21) 금 나노 입자 기반 3차원 플라즈모닉 클러스터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조기
안과질환진단 시스템
장민수, 김원근1), 최은정2), 이종민2), 오진우3)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1)부산대학교 BIT 융합기술연구소,
2)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 3)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OPA22) M13 박테리오파지 컬러센서 기반 심장 줄기세포 분화 모니터링 및 환경 유해물질
검출 분야로의 적용
이유진1), 박지혜2), 이종민3), 최은정4), 권상모2), 오진우1),4),5)
1)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2)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3)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 4)부산대학교 BIT 융합기술연구소, 5)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OPA23) Intermediates Confined AuCu Nanoporous Tandem Catalyst to Enhance the
Selectivity of CO2 Reduction
김예솔, 정희태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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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1)

우수저류 수용비율을 통한 물공급 방안 연구
황주하, 윤현철, 원창희,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NB2)

가뭄 관리 특성을 고려한 국가가뭄정보통계 개발
김원범, 윤현철, 원창희, 황주하, 김미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NB3)

지자체 가뭄상황 예측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
김미정, 윤현철, 원창희, 황주하,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NB4)

국가가뭄정보서비스(NDIS) 개요 및 주요기능 소개
윤현철, 원창희, 황주하, 김원범, 김미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ONB5)

실측기반 농업용 저수지의 비퇴사량 기준 최적경험식 산정
원창희, 윤현철, 황주하, 김미정,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ONB6)

제주도 해안대수층의 수리인자와 대수층 특성의 연관성 고찰
임우리, 함세영1), 이창한2), 박윤석3)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2)

OPB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3)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환경기초시설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 조사
배헌균, 노백호, 정응호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OPB2)

고랭지 배추 재배지의 토양피복 상태에 따른 토양유실 특성
김서준, 백계령, 김민우, 정희주, 이은경, 강민우1), 이정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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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3)

대구시 물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진승우, 김학윤1), 배헌균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OPB4)

영산강수계 지류·지천의 유량 및 수질특성
김대훈, 정재운1), 최동호1), 엄진용1), 서현영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OPB5)

1)

㈜네이처앤플랜

섬진강수계 지류·지천의 유량 및 수질특성
김대훈, 정재운1), 박서준, 이재춘, 이재영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OPB6)

1)

㈜네이처앤플랜

소규모 농업용저수지의 방류유무에 따른 하류지역 홍수피해분석 비교 검토
양준석, 고진석1), 박기범, 최은혁2)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1)해동기술개발공사,

OPB7)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폐수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평가
김선진1),2), 문은비1), 한태준1),3)
1)

OPB8)

2)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2)

㈜시드파트원,

3)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하절기 충주댐 유입하천 관리를 위한 평창강 유역 수질특성 분석
정광민, 김승원, 최정동,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OPB9)

남한강 상류의 홍수기 수질-유량 관계 특성 분석
김승원, 정광민, 최정동,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OPB10) 강우기준 개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지역의 위험수준평가
서창우, 김진성, 이상민, 김보현, 서현덕,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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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11) 급경사지 피해지역 강우의 주민대피 위험기준 평가
김진성, 서창우, 이상민, 김보현, 서현덕,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OPB12) 충주댐 일원 주요 수위국에 대한 홍수기 수위-유량 관계식 유도
전성수, 차준서, 최정동,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OPB13) 원서천 하류 부수동교 지점에 대한 유량-수질 관계 분석
전성수, 차준서, 최정동,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OPB14) AQUATOX 모델을 이용한 낙동강 하구역의 총일차생산량 및 생물체 호흡량 산정
모델링
이태윤, 호앙티란안, 응우엔트린, 이준엽, 남광희1)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OPB1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지하수 유동 특성 연구
최광복, 박기범1), 안승섭1)
㈜에싸,

1)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OPB16) 강릉 연곡천 하구 주변 해역에서 산란 회유하는 연어(Chum salmon, Oncorhynchus
keta)의 이동 특성
김범식, 정용우, 이충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OPB17) 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강우 특성 분석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OPB18) 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확률강우량 산정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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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19) 농업지역 소유역에서의 지하수 수질 변화 특성
전항탁, 윤설민1), 임우리2), 김현구3), 김문수3), 함세영1)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2)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3)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과

OPB20) 진주지역의 월별 지하수위 경향성 분석
김일환, 김민규, 정일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OPB21) 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지역의 지질별 강우 특성 분석
박기범, 안승섭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OPB22) 고령 측정소 지점의 클로로필-A 및 일반 수질 모니터링
곽세훈, 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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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1)

페놀폐수 바이오가스화 유용균주 조사
정성윤1), 이주윤2), 김민재1), 신주희3), 신승구3), 이준엽1),2)
1)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공학전공, 2)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3)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공학과

ONC2)

자철석 투입을 통한 소화조 축적 고농도 아세트산 분해 메탄생성반응 개선 효과 조사
김민재1), 손영준2), 정성윤1), 신주희3), 신승구3), 이준엽1),2)
1)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공학전공, 2)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3)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공학과

OPC1)

에폭시수지 공정의 고염폐수로부터 무기 응집제에 의한 응집 및 고액분리 조건 최적화
이창한, 문성현1), 안갑환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제일화성

OPC2)

Effect of Polyethylene Microplastics on Methanogenesis of acetate in Anaerobic
Digestion Process
Le Thi Nhu Trang, Sungyun Jung, Minjae Kim, Taeyoon Lee, Joonyeob L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PC3)

다양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바나디아-티타니아 담지 촉매를 이용한 황화수소 제거능 비교
김문일, 안갑환, 이창한, 박종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OPC4)

염기도가 다른 PAC 응집제를 이용한 상수원수에 포함된 조류의 부상분리효율 비교
민성기, 김기은1), 박종원2), 윤철종3), 이창한2)
EFT㈜, 1)㈜태정케미칼, 2)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OPC5)

NaOCI 주입방법에 따른 도금폐수의 처리특성
윤권감, 이승원, 정병길, 황지애, 성낙창1), 정진희1), 권민지1), 최경식2), 최영익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2)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OPC6)

SO3H 작용기 적용 Cr-MOFs를 이용한 수중 Cd(II) 이온의 흡착 제거
최정학, 이준엽1), 이광원2), 윤건곤, 노찬우, 김주섭, 김명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시드파트원, 2)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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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7)

Cu 기반 금속-유기골격체를 이용한 수중 Pb(II) 이온의 흡착 제거
최정학, 이준엽1), 이광원2), 윤건곤, 김주섭, 노찬우, 변영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시드파트원, 2)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OPC8)

Ti 기반 다공성 금속-유기골격체 합성 및 특성 분석
이준엽, 최정학1)
㈜시드파트원,

OPC9)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NH2 작용기 적용 Ti 기반 다공성 금속-유기골격체 합성 및 특성 분석
이준엽, 최정학1)
㈜시드파트원,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0) Box-Behken Design을 이용한 폐감귤박 자성활성탄의 항생제 Trimethoprim 흡착
특성 해석
이창한, 이민규1), 감상규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1) UV 광촉매 반응에 의한 매립장 침출수 중 유기물 제거의 최적 조건 검토
이창한, 감상규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2) 제주 조릿대숯-활성탄의 특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창한, 지용하1), 감상규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씨엔케이바이오㈜,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OPC13) 장기방청성이 우수한 공용 기화성 방청제 화합물 개발
곽주영, 박종원1), 이창한1)
삼두종합기술㈜,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OPC14) 국내 고령토를 이용한 Na-A 제올라이트의 합성과 중금속 흡착
임우리, 이창한, 함세영1)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1)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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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1)

강릉의 전통 마을숲의 분포특성
김서영, 장순영, 한갑수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ND2)

논 기반 사료작물-벼 작부체계에서 토양의 화학적 특성과 조생종 벼의 생육 및 미질
특성 분석
오서영, 오성환, 서종호, 최지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OND3)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태도 분석
한재경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안전학부 환경안전학전공

OND4)

Developing a GIS based Method for Estimating the Risk of Bird Strike
Jin Hyeong Seo, Sukmo Lee, JeongChil Yoo1), Dongjoo Lee2)
Department of Ecolog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l University,
1)

Department of Biology and Korea Institute of Ornithology, Kyung Hee
University, 2)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OND5)

실내도시농업에서 콩과와 꿀풀과 엽채식물의 혼합파종 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
특성 비교
진효정, 박제민, 민경민, 김태연, 채예지, 김원태1), 주진희2),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OND6)

시비처리에 따른 조경수목의 뿌리발달과 생육평가연구
김효진, 강건1), 김의찬1), 임현민1), 김민정2), 이은수2), 손혜림, 이상훈, 이명훈3),
김정호2), 윤용한2), 김원태4)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3)당진시청 산림녹지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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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7)

거리협곡 유형별 종횡비에 따른 복사에너지 비교분석
이동재, 김동환1), 박경수1), 박귀남1), 심규서1), 이건희1), 이상훈, 김정호2), 윤용한2),
김학기3), 이명훈4), 김원태5)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OND8)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4)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5)

3)

(유)엘에스디,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도시공원의 토지피복별 시간에 따른 수직적 구조의 기상 변화에 관한 연구
-충주연수자연마당을 대상으로김한결, 장아서1), 이준용1), 박채림2), 이수미2), 이상훈, 이명훈3), 김원태4),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원 녹색기술융대학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3)당진시청 산림녹지과,
4)

OND9)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하천변 버드나무 군락 내 입지 특성
신용진, 고영준1), 이성훈2), 이아현2), 이명훈3), 이주승, 이상훈, 김원태4), 김정호1),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3)당진시청 산림녹지과,
4)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10) 충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실증 연구
이상훈, 강수민1), 김지우1), 이석준2), 이재승3), 이명훈4), 김원태5), 김정호2),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건국대학교 영어학과, 4)당진시청 산림녹지과,
5)

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OND11) 옥상도시농업에서 공영식물 식재비율에 따른 생육 비교
민경민, 김준석1), 이하늘1), 정세양1), 황지은1), 김원태3), 주진희2),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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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12) 실내도시텃밭에서 광도조절에 따른 상추의 생장특성
김태연, 김수현1), 김성수1), 김진우1), 서동민1), 전민중2), 김원태2), 주진희3), 윤용한3)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OND13) 저관리 옥상녹화 멀칭재에 따른 식물 생육과 토양 수분 함량 및 열환경 상관관계 분석
최승용, 채예지, 조희준1), 허원석1), 유준우2), 정민정2), 이윤재2), 윤도윤2), 김원태3),
주진희4), 윤용한4)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3)

1)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녹색환경시스템전공,

4)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OND14) 가로수하부의 지피초화류 식재 시 식재밀도에 따른 식물생육 평가
이선영, 서종옥1), 홍시우1), 권유진2), 박수현2), 박현아2), 김원태3), 주진희4), 윤용한4)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OPD1)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4)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3)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Antioxidative and Antibacterial Effects of Rhynchosia volubilis extracts
Ji Hyun Kim, Gi Soo Jung, Gwanpil Song, Sung Pil Moon, Ji Young Kim
Jeju Biological Resource Co., Ltd

OPD2)

Analysis of Polyphenol Compound and Antioxidative Activity in the seasonal
variation of Hedera japonica Tobler
Ji Young Kim, Jung-A Lee1), Ji Hyun Kim, Sook Young Park1), Gi Soo Jung,
Sung Pil Moon, Gwanpil Song
Jeju Biological Resource Co., Ltd,
1)

OPD3)

Human Interface Media Center, Jeju National University

돝오름 식물상
정기수, 문성필, 이성권, 이민정, 송관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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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4)

민오름 식물상
이민정, 정기수, 문성필, 이성권, 송관필
농업회사법인제주생물자원㈜

OPD5)

국외사례 분석을 통한 습지의 탄소격리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동향 고찰
신지영, 김나경, 박예지1), 노백호1)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과학과,

OPD6)

1)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 전공

강릉원주대학교내 토지피복에 따른 열쾌적성 분석 연구
염정헌, 박상혁, 임형균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PD7)

열시율을 활용한 가로수 부후 예측 시범 연구
염정헌, 정다훈, 장재영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PD8)

강릉시 경포호의 변천과 정자에서의 조망특성
한갑수, 이호창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OPD9)

도시형 학교숲의 교육활용도 및 교과목과의 연계성 분석 -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이현지, 이주영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OPD10) 스마트가든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생리심리학적 효과
윤초혜, 정이봄, 강민지, 김수진, 최효빈, 이주영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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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1)

삼척 죽서루를 통해 본 도시환경 변화와 도시 내 문화유산의 보존
김순기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전공

ONE2)

콘크리트에서의 중금속 용출 및 저감방안
우정현1), 이강혁1),2), 한상국1), 김찬승2)
1)

OPE1)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2)

㈜엘앤더블유

Green Synthesis of Silver and Gold Nanoparticles using Sargassum horneri
Extract and Evaluation of Catalytic Capacity for Degradation of Synthetic Dyes
Woo Chang Song, Beomjin Kim, Sun Young Park1), Jin-Woo Oh, Geuntae Park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1)

OPE2)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Nano-graphene Oxide Triggered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in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s
Sun Young Park, Woo Chang Song1), Beomjin Kim1), Jin-Woo Oh1), Geuntae Park1)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1)

OPE3)

Department of Nanofusion Techn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국내 발생 가지검은마름병균의 유전적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 분석
함현희, 박동석, 양수인
국립농업과학원

OPE4)

벼 대체 논 이모작 작부체계를 적용한 논 생태계에서 밀 생산성 분석
오서영, 오성환, 서종호, 최지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OPE5)

발전·증기업 중심 국내 통합환경허가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최영훈, 김선진, 이동현, 이준엽
㈜시드파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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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6)

통합환경허가절차에 따른 주요 사전협의 검토결과 조사
최영훈, 김선진, 이동현, 이준엽, 신승호1), 최정학2)
㈜시드파트원, 1)지구환경측정(주), 2)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OPE7)

냉각 및 흡착시스템을 이용한 악취물질 제어 연구
신승호, 김명량, 이현철1), 김지훈2), 이준엽3)
지구환경측정㈜,

OPE8)

1)

㈜지구이앤씨,

2)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3)

㈜시드파트원

LSTM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유입 BOD 예측 모델 개발 연구
이상민, 정용현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OPE9)

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마늘의 생장, 광합성 및 무기성분 함량의 변화
오서영,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OPE10) 5종 후각기준취를 이용한 남자대학생의 냄새평가
유미선, 이서림1), Mistuda megumi2), 양성봉3)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3)

1)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2)

일본 다이도대학교 건축학과,

울산대학교 화학과

OPE11) 여대생을 중심으로 후각기준취를 이용한 냄새평가
이서림, 양성봉1), 미츠다메구미2), 유미선3)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1)울산대학교 화학과,
3)

2)

일본 다이도대학교 건축학과,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OPE12) Chronic UVB-irradiation to the Skin Dysregulates Dopamine Metabolism Via
Adrenal Medulla Toxicity
임혜선1), 윤경노2), 장유미1), 정진호2),3),4),5), 이용석6), 이동훈2),3),4),5), 박건혁1)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과,
3)
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5)

4)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환경경계생물연구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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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13)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Isosorbide-based Biopolycarbonate
Yujin Kwon, Gayeon Kim, Won-Ki Lee
Department of Polym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PE14) 도장/도포 산업체 실내 공기오염물질 노출평가
신승호, 김명량, 이현철1)
지구환경측정㈜,

1)

㈜지구이앤씨

OPE15) Bimetallic Cu Catalyst with High Step-sites Density for CO2 Electroreduction
김국보, 김주예1), 정희태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1)

한국화학연구원

OPE16) 낙동강 강정고령보 지점의 유해남조류 변화 추이
곽세훈, 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OPE17) Grifola Frondosa Inhibits the ERK and NF-κB Signaling Pathway Responsible
for the Skin Apoptosis Induced by Environmental Hormones in Human
Dermal Fibroblasts
Seong-Ryeong Lim, Ju-Ha Kim,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OPE18) Nanosphere Form of Melatonin Improves the Process to Wound Restitution
by Increasing Proliferation and Migration in the Ameliorating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Do-Wan Kim,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OPE19) Acceleration of Skin Damage by Extracellular Basic pH in Human Dermal
Fibroblasts and 3D Skin Equivalent System
임혜선, 김용웅1), 박문기1), 박건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1)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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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경연대회 발표일정표

2021년 11월 5일 (금)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전국 대학생 경연대회 / 14:00-16:00 / 화랑 B홀

OUC1)

열수축 필름을 이용한 비닐 제조
참가자_권유진, 김동은, 김승미, 최재혁
지도교수_이원기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OUC2)

개인별 Wearable 기기를 이용한 PM2.5 흡입량의 실시간 예측 앱 개발
참가자_김가영, 윤재란, 임유경
지도교수_박정호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OUC3)

오리사내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아미노산제재의 활용
참가자_김초은, 이다현, 현승원, 이민주
지도교수_최인학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OUC4)

득량만 상부 해역 해수와 패류의 위생학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결과와 오염원과의
상관관계 분석
참가자_서동욱, 한재선, 이명규, 이종석
지도교수_안삼영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OUC5)

조리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농도에 따른 후드풍량자동조절
참가자_안초원, 이영섭
지도교수_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OUC6)

유해환경 유래 안구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한 전이 금속 기반 대사체 검출 센서
참가자_장원석, 윤재석, 강민승
지도교수_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OUC7)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미래 도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부산광역시)
참가자_정민경
지도교수_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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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
친환경 토양 ․ 지하수 ․ 퇴적물 정화/복원 기술 개발 ··························································································· 36
JAFE 센서를 통해 건강을 보다_㈜젠라이프 ····································································································· 37

[학술상]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수치 예측 성능에 미치는 기상요소의 영향 분석 ························································· 38

[신진학술상]
펫푸드 시장과 유용 곤충산업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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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최근 환경이슈와 대응전략
장윤석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前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2018~2019년에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인해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정부는 다양한 대
응방안을 제시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였다. 중국과의 외교협상과 더불어 국
내에 많은 실증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대기오염을 연구하는 인력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4대
강 보의 개방문제가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질과 수량관리를 환경부로 일임함
에 따라 총량제 도입과 조직개편 등 큰 정책변화가 수반되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의료폐
기물을 포함한 일회용 폐플라스틱이 크게 늘었고 또한 필리핀 등 제 3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불법 폐
기에 의한 사회문제 발생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폐
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
립지의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대체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코로나와 거의 동
시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코로나와 함께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돼지농장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울타리 설치와 포획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
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이 탄력을 받아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되어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2050년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 실정이다. 본 발표에
서는 최근의 다양한 환경이슈를 되돌아보고 과학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35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산학관발표Ⅰ]

친환경 토양 ․ 지하수 ․ 퇴적물 정화/복원 기술 개발
정덕영
㈜신대양

1. 서론
1.1. 토양 ․ 지하수 정화
- 오염부지 평가/관리
- 토양환경평가
- 토양오염정화
- 지하수오염정화
<㈜신대양 보유 반입장>

부산광역시 구평동

경상남도 김해시

1.2. 토목 ․ 건설 사업
- 산업환경설비
- 토목/토공사업
- 상하수도설비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1.3. 기술연구소
- 토양/지하수 정화기술
- 해양/연안환경 연구
- 수질개선/정화 연구
- 해양퇴적물 연구
1.4. 해양환경 사업
- 해양퇴적물 정화
- 연안/수변 환경개선
- 해양생태계 복원
- 해외 준설 및 정화

해양퇴적물 정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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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발표Ⅱ]

JAFE 센서를 통해 건강을 보다_㈜젠라이프
오진우
㈜젠라이프/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에너지공학과

1. 회사소개(www.jen-life.com)
저희 젠라이프는 2020년 11월 13일 창립한 회사로 부산대 기술지주 33호 업체입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삼성
산학협동관 701호에 자리 잡고 젠라이프의 JAFE (Jinwoo Acurate Fast Easy sensor)를 통해 전 인류 건강복지
를 위한 체외 조기 의료진단기기 및 kit를 임직원 4명이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부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등록 (’20.12.09.)
∙ ㈜젠라이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1.01.21.)
∙ 울산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울산시-(주)젠라이프 MOU 체결(’21.06.01.)
∙ 벤처기업인증 (’21.07.28.)
∙ 매출액 75백만원 (창업~‘21 3Q)
∙ 법인설립 이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과제를 진행(약 3.3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우수기업 선정 (‘21. 05.)
∙ 부산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특허 7건 양도(’20.11.17.)
∙ 회사로고 및 오레온 상표 등록(’21.05.04.)
∙ 기술보증 20억 투자유치(‘21. 08. 11.)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본선(’21. 10. 26.)

2. 기술 및 제품소개
저희 젠라이프 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크게 2가지로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한
M13 박테리오 바이러스 센서(JAFE-2)를
통한 기상형 질환 센서, 플라즈모닉스 기
술과 슈퍼 나노 구조체 3D 압출 성형법
을 활용한 액상형 질환 센서입니다. 2가
지 기술은 이미 우수 논문 및 특허로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의료 진단
분야 외 식품 신선도, 유해환경 모니터링,
친환경 에너지 등 많은 센서 활용 및 응
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향후 비젼
안질환 체외 조기의료 진단기기를 시작으로 신경계, 각종 암질환 등의 질환을 동시에 연구 개발하여 2025년
체외조기 의료진단기기 인허가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B2B 비즈니스를 시작으
로 B2C, 그리고 건강검진 항목으로 채택되어 전 국민이 저희 제품으로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B2G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5세대 BT 사업의 선두주자로 일상을 저희 젠라이프 센서와 함께 건강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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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수치 예측 성능에 미치는 기상요소의 영향 분석
이순환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서론
대기중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배출원 및 기상상태 그리고 화학적 반응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측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한반도 동남지역은 산악과 해안선 등에 복잡
하게 분포하고, 이들에 의하여 중규모 대기 순환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
도 예측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중규모 기상장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 현
황을 제시하고 수치모델 상에서 이들 농도와 부산지역의 기상 특성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환경부에서 관측한 부산지역 초미세 먼지 농도 자료와
지역 내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자료이다. 또한 종관적인 기상 영향 분석을 위하여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재분석 자료인 NCEP/FNL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FNL (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NCEP/FNL 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
시하고 부산 지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종관 상황과 서울의 고농도 사례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
하여 부산지역에서 나타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의 발생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차원 대기역학모형(WRF: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과 광화학 오염 모형(CMAQ, :The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ing System)을 활용하여 여름철 부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상황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중규모 기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산악
을 따라서 흐르는 기류가 명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기류는 부산지역의 동서방향으로 분명한 초미세먼지 농도
특성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관측 자료를 통한 대기오염 물질 분석의 경우,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오존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박 등 비도로 점오염원에 의한 SOX와 NOX의 발생량이 육
지 보다 많으며, 전체 각각 68%, 52%를 점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여름철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 방안은
항만에서 방출되는 황산화물의 관리가 중요해 보인다.
군집 분석의 결과,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이 다르며, 이들의 차이는 종관기상학적인 차이에
의하여 유발된다. 특히 봄철의 경우 종관적인 기상장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관적인 변화는 서울지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메커니즘 보다는 단순해 보인다. 부산지역은 여름철 미세
먼지 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안지역의 산업 시설과 항만에 기인한다. 그리고
남서풍이 지배적인 기상장의 경우 해안지역을 따라 이동하는 바람에 의한 초미세먼지의 이류가 부산지역 초미
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

4. 참고문헌
Che, D. E., Lee, K. Y., Lee, S. H., 2020, Cluster Analysis of Synoptic Scale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on High
PM10 Concentration Episodes in the Southea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J. Korean Earth Sci. Soc., 41, 447-458.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2020R1A6A1A03044834)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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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술상]

펫푸드 시장과 유용 곤충산업
정태호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1. 서론
세계 인구증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요구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곤충산업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7년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7년 2조 3,322억 원에서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1.500만 인구, 시장 규모는 6조 시장으로 가늠된다.

2. 자료 및 방법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의 발전 방향은 “국민과 반려동물의 행복 증진”을 토대로 수의보건사업, 서비스산업,
그리고 사료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료
시장은 최근 펫푸드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국내 펫푸드 시장규모는 2020년 7억 5,318만 달러이며, 2023년에는 18.3% 증가한 8억 9,077백만 달러로 전
망되었다. 반려견 사료/간식 시장은 2023년 6억 5,662만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2020년 추정치인 5억 5,422억
원 대비 18.5% 증가한 것이다. 반려묘 사료/간식 시장은 2023년 1억 8,821만 달러로 전망되며, 2020년 추정 규
모인 1억 5,798만 달러 대비 19.1%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 고조로, 반려동물을 인간
으로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으로 펫푸드도 고급 프리미엄화, 연령 및 종별 맞춤형 식품,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따른 기능성식품이 증가하고 있다.

4. 참고문헌
장홍석, 문석란, 백진화, 홍혜수, 2017,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1-216.
Jang, W. W., Chung, T. H., Choi, I. H., 2019,. Growth performance and economic evaluation of insect feed powder-fed
duck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8(8), 709-712.
Ji, S. Y., Park, K. H., Kim, K. H., Lee, H. S., Choi, G. S., Lim, Y. J., Chung, T. H., 2018, Influence of Hermetia
illucens larvae-derived functional feed additives on immune function of broiler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7(12), 1305-1307.
Kim, T. H., Choi, I. H., & Chung, T. H., 201,. Effect of Ptecticus tenebrifer extract on the growth of juvenile
Litopenaeus vannamei and water qua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8(1), 1-6.
Son, S. J., Bae, J. M., Park, S. J., 2017, A New area of food industry; companion animal market, Food Science and
Industry, 50(4), 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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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DX 분석법을 이용한 대기에어로졸의 개별입자분석
하은지 ․ 박정호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대기에어로졸 입자는 크기, 형상, 화학적 조성 및 그 혼합 상태가 복잡한 다분산계를 구성하며, 다양한 배출
원 특성과 대기 중 물리화학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SEM/EDX 분석법은 짧은 시간내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
및 형태 등 물리적 정보와 화학적 조성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입자상물질의 배출원 분리 및 그 기여
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하고 경제적인 분석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옥상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황사 현상 발생
시에 채취한 대기에어로졸을 SEM/EDX으로 개별입자 분석하고 물리 ․ 화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입자를 분
리함으로써 입자상물질의 배출원 및 기여도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기에어로졸 개별입자의 분석을 위해 우선 URG PM10 sampler와 pore size 8 ㎛ 및 0.4 ㎛의
Nuclepore filter를 2단으로 장착한 후 입경 1∼2 ㎛ 기준으로 조대입자(coarse)와 미세입자(fine) 영역으로 2단으
로 분리 포집하였다.
2단으로 분리 포집된 시료는 SEM/EDX 분석법으로 각각 개별입자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15
kV 그리고 Working Distance(WD)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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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조대입자 영역(×2,000배)

a) 조대입자 영역(×2,000배)

b) 미세입자 영역(×10,000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b) 미세입자 영역(×10,000배)
(황사현상 발생시)

Fig. 1.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현상 발생시 조대 및 미세입자 영역의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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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 하에서 사쿠라지마 화산 분출이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전병일 ․ 황용식1)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화산은 잘 알려진 자연오염원으로서, 거대한 화산 분출은 화산재와 화산가스를 대류권 상부 또는 성층권으로
진입시켜 항공기 운항 장애와 취소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부산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남부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환태평양화산대에 인접하여 백두산과 일본 화산들의 분화에 의한 피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
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남남동쪽으로 430 ㎞ 떨어진 일
본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하였을 때 수송된 입자상 황산염이 부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크게 기상자료와 대기질자료로 나눌 수 있다. 기상자료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측
정한 일기상통계표와 AWS 측정 그래프 그리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행한 인쇄 지상일기도를 이용하였다. 그리
고 화산분출 시의 공기괴의 추적을 위해 미국의 해양기상청에서 제공하는 HYSPLIT-4 모형으로 backward
trajectory와 forward trajectory를 사용하였다. 대기질 자료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시간별
PM10, PM2.5, O3, CO, 초미세먼지 (PM2.5) 중의 NH4+, NO3-, SO42- 농도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8년 7월 16일 15시 38분의 폭발적 분화로 인해 다량의 분연이 화구 위 4,600 m까지 상승하였고 (Fig. 1
(우측)), 탄도를 그리며 비산한 큰 분석이 4부 능선 (미나미다케 산정 화구 1,300 m부터 1,700 m)까지 도달하였
다. 미나미다케 산정 화구 및 쇼와 화구로부터 약 2 km 범위에서 분화에 동반되어 비산하는 큰 분석 및 화쇄류
가 관측되었고, 풍하측에서는 화산회뿐만 아니라 작은 분석 (화산력)이 멀리까지 바람에 흘려 내려갔다. 미나미
다케 산정 화구 및 쇼와 화구로부터 약 2 km 범위에서 분화에 동반되어 비산하는 큰 분석 및 화쇄류가 관측되
었고, 풍하측에서는 화산회뿐만 아니라 작은 분석 (화산력)이 멀리까지 바람에 흘려 내려갔다. 그리고 Fig. 1(좌
측)와 같이 도로면의 백선이 보이지 어려울 정도로 다량의 응회가 확인되었다

Fig. 1. (좌) 사쿠라지마 7월 16일 15시 38분 미나미다케 산정 화구의 분화 상황
(우) 사쿠라지마 7월 16일의 가고시마 시가지의 응회의 상황(16일 16시 4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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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부산항 대기질 변화 특성
박정호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선박의 배기가스는 항만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으로, 2010년 기준 전세계 NOX 및 SOX의 총 배출량 중 선
박 기여율이 NOX 15%, SOx 4~9%를 차지한다. 이 중 약 70%가 해안 400 km 이내 그리고 60~90%가 선박 접
안 중 보조 엔진 작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의 통상적 운행 및 우발적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을 정하고 선박 배출가스 중 SOX, NOX, PM (Particulate Matter)의 배출제한과
오존층 파괴물질의 고의적 배출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에, 선박 SOx 배출저감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
항해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는 “IMO 2020”을 시행하고 있다(IMO, 2021). 이
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항만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을 통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강화(3.5%→0.5%)를
’20년부터 외항선박에, ’21년부터 내항선박으로 의무 적용과 주요 항만인근에 선박의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을 지정하여 황 함유량 0.1%까지 강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및 경남일원의 신항 및 북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
준 강화에 따른 전후의 대기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항구 및 배후지역에 위치한 대기측정소의 측정 자
료를 수집하고 시 ․ 공간적 농도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의 대기측정소는 신항의 경우 항만지역에 위치한 신항 측정소(SP), 신항과 인접한 녹산산단에 위치
한 녹산동 측정소(NS), 창원시 진해구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화동(GW) 등 3개 지점이다. 북항의 경우 항만지
역에 위치한 북항 측정소(NP), 북항과 인접하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광복동(GB) 및 대연동(DY) 등 3개 지점이
다. 또한, 대기질 측정자료는 신항(SP) 및 북항(NP)의 각 측정소에서 최초가동 개시일인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에서 시간별 및 일별 최종 확정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신항, 북항 및 각 배후지역에서 SO2, NO2의 일변화 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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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 및 상태에 따른 겨울철 기상 및 노면온도의 변화
특성
김백조 ․ 김지완 ․ 김선정 ․ 김건태 ․ 이용희 ․ 남형구1)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

1)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1. 서론
최근 도로살얼음은 도로 위 대형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도로살얼음 발생 메
커니즘 규명 및 예측정보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로기상 및 노면정보(온도, 상태)에 대한 집중관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중관측을 통하여 도로살얼음 취약구간에 대한 기상 및 노면온도의 시 ․ 공간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도
로살얼음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도로기상 및 노면온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도로 구조 및 상태에 따른 기상 및 노면온도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도로기상 및 노면온도 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경상남북도 내륙지역의 주요 고속도로 220 km를 대상으로 국립
기상과학원과 부산지방기상청의 기상관측차량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가 활용되었다. 도로기상 집중관
측은 한반도에 한파가 예상될 때 3회 수행되었으며, 관측 시 강수는 관측되지 않았다.

3. 결과 및 고찰
도로기상 및 노면온도 집중관측 기간 동안 터널 안을 통과할 때 기온과 노면온도는 각각 평균 2.3℃와 5.7℃
가 상승하였으며, 2020년 12월 22일에 관측된 기온과 노면온도 분포를 나타낸 Fig. 1에서 것처럼 도로결빙은
교량, 터널출입구, 골짜기 지형에서 주로 관측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Lee et al., 2011; Lee et al., 2013)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기온이 낮았던 2차 관측 시에 노면온도가 낮음에도 결빙이 1차 관측보다 많이
관측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강한 바람(9.5 m/s)와 낮은 습도(41.3%)로 도로 위 수막이 증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기상/노면 온도 관측 자료를 축적 ․ 활용하게 되면 종관기상패턴별 ․ 도로별 도로살
얼음 위험구간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 도로기상 집중관측(2020년 12월 22일)에서 관측된 기온(좌) 및 노면온도(우) 분포.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 감시 ․ 분석 ․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KMA2018-00123)와
2020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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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분포
오인보 ․ 홍지연 ․ 황용식1) ․ 방진희 ․ 오연서 ․ 김지희 ․ 이지호 ․ 김양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1)

신라환경컨설팅㈜

1. 서론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도시지역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서 다양한 인위
적, 자연적 배출원으로부터 대기중으로 유입된다. VOCs는 도시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중요한 전구물질이
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이기도 하다. VOCs의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시
설들이 밀집된 울산에서는 도시 대기질 관리 및 환경보건문제 측면에서 VOCs는 매우 중요한 대기오염물질이
다. 특히 울산은 산업단지와 근접하여 도시역이 형성되어 있고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의 VOCs
농도분포를 공간적으로 상세히 파악하는 부분은 VOCs 노출과 건강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 연
구에서는 동시측정을 통해 울산지역 VOCs 공간분포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역 내 다수의 지점에
서 확산포집기(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주요 VOCs 농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내 16곳과 인구노출을 고려한 도시 주거지역 53곳을 선정하여 확산
포집기(SKC-VOC 575 passive sampler)를 설치하고 전형적인 여름철 맑은날(2020년 8월 13일부터 총 5일간)
VOCs 시료를 포집하였다. 포집된 시료의 분석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 - Mass
Selective Detector, GC-MSD, Thermo trace 1310 - ISQ LT)를 이용하였으며, MS의 이온화방식은 전자충격이온
화(electron impact)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컬럼은 HP-1ms UI(30 m×0.25 mm×0.5 ㎛)를 사용하였으며, 벤젠, 톨
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을 포함하여 11종의 VOCs를 대상으로 정성 및 정량하였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
라 수행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 2016).

3. 결과 및 고찰
분석된 VOCs 농도는 물질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산업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산업단
지로부터 도시역으로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벤젠의 경우 산업단지 지역 평균농도
가 인근 1 km 이내 지역과 1 km 밖 도시주거지역의 농도에 비해 각각 약 6배, 8배 높았다. 이 연구는 다수의
지점에서 동시 이루어진 측정값을 기반으로 산업도시 울산의 VOCs 농도분포를 상세히 파악한 의미가 있다. 향
후 대기질 모델링결과와 함께 VOCs 농도정보의 해상도를 높이고 인구집단 노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
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Horizontal distributions of benzene and toluene concentraions measured by passive samplers at 69 points.

4.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2016,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2016), NIER-GP20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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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온도 해상도에 따른 연안 안개 발생 메커니즘 분석
연구
이순환 ․ 박순영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해수면 가까이 발생하는 해무는 1 km 미만의 시정으로 항공 및 해상 운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무의 생성과 발달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관측자료가 부족하여 기상 수치 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기온과 SST의 차이로 인해 해무가 발생하며, 한반도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른 여름
철에 해무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SST 변동 현상 중 하나인 냉수대(cold water mass)는 6월에서 8월 사이 한반
도 남동연안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남서풍이 불 때 용승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모델에 추가적인
고해상도 SST 자료를 사용하여 SST에 따른 냉수대 발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냉수대 발생이 한반도 여
름철 해무의 발생과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해무를 모의하기 위해 기상 수치 모델인 WRF 모델을 이용하였다. 도메인은 총 3개 도메인으로 설정하였으
며, 연안 지역의 SST 차이에 따른 해무 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해무가 발생한 한반도 남동지역을 포함하
여 수평 해상도를 1 km로 설정하였다. 6월 30일에 부산과 울산 기상대에서 해무가 관측되었으므로 해무 발생
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WRF의 초기 및 경계 자료인 FNL은 별도의 SST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skin
temperature의 바다에 해당하는 값을 SST로 사용한다(FNL_1/4° 실험). SST 자료의 해상도 차이에 따른 해무 모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1° 수평 해상도를 가지는 FNL 자료의 skin temperature만 추출하여 하부 경계조건을
저해상도로 변경한 FNL_1°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해상도의 SST 자료를 수치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NOAA/NCEP의 RTG-SST 자료를 활용하여 RTG_1/12° 실험을 추가하여 해상도에 따른 해무 발생 특성을 비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냉수대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WRF 기상수치모델의 하부경계 자료로 서로 다른 해상도의 SST자료를
적용하고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냉수대에 의한 해무를 모의할 수 있는 실험은 고해상도의 SST를 사용한
RTG_1/12° 실험으로 나타났다. 냉수대의 유무뿐 아니라 냉수대의 수평 범위가 넓은 특징이 강한 해기차를 유
발하여 대기 하층의 응결에 의한 해무를 모의할 수 있었다. 한반도 남해의 먼바다에서 수증기 공급원이 되는
warm-pool의 규모와 강도에도 차이를 보여 남동 연안으로 수송되는 수증기의 양과 방향에도 차이를 보였다. 해
무의 연직 구조를 살펴본 결과 6월 29일과 30일 동안 지속적인 남서풍으로 수증기가 유입되어 30일 새벽과 야
간에 안개를 생성하고 최소 30 m에서 최대 450 m 높이까지 발달하였다. 또한, 남동 연안을 따라 발생한 해무
는 국지 수증기 공급이 아닌 수송된 수증기가 냉수대를 만나 응결되어 발생한 해무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른 여름철 높은 기온과 냉수대로 인해 한반도 남동연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낮은 가시성의 해무의 정확한
수치모의를 통해 선박 안전 사고의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Gultepe, I., Tardif, R., Michaelides, S. et al., 2007, Fog Research: A Review of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erspectives. Pure appl. geophys. 164, 1121–1159, https://doi.org/10.1007/s00024-007-0211-x.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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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Balance 기법을 활용한 NOX 배출량 보정 연구
문정혁 ․ 전원배1) ․ 박재형 ․ 김동진 ․ 최현식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대기 중 NOX는 대류권 오존의 생성 및 소멸, 질산염 및 SOA 생성에 크게 관여하는 물질로 대기 화학적 측
면에서 핵심적인 오염물질이다. NOX의 배출원은 공장, 자동차, 선박, Biomass burning, 번개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도 높은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배출량 산정 방법에는 크게 상향식
(Bottom-up) 방법과 하향식(Top-down)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배출원별 조사를 통해 배출량을 산정하는 상향
식 방법과는 달리 하향식 방법은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배출량을 산정
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최근 국외에서는 위성 자료를 활용한 배출량 보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 관측 자료인
TROPOMI NO2 컬럼(Column)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질 모델에 필요한 NOX 배출량을 보정하였다. 또한,
배출량 보정 전/후의 모델 결과 차이를 바탕으로 하향식 방법에 대한 활용성과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대기질 수치모델과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하향식 방법을 적용하여 NOX 배출량을 보정하고자 하
였다. 수치 모델로는 중규모 기상 수치모델인 WRF 3.8.1 버전과 대기질 모델인 CMAQ 5.0.2 버전을 이용하였
고, 2019년 6월 한 달을 대상으로 기상 및 대기질 모의를 수행하였다. 배출량은 MICS 2010 인벤토리에 2017년
CAPSS 자료를 사용하였다. 관측 자료로는 ESA에서 운영하는 S5P (Sentinel-5 Precursor) 위성에 탑재된
TROPOMI (Tropospheric Monitoring Instrument) 센서에서 관측하는 NO2 컬럼 자료를 이용하였다. S5P 위성은
극궤도 위성으로 한반도를 기준으로 일 1-2회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이후 고해상도(7 km × 3.5
km) NO2 컬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향식 배출량 보정 방법으로는 모델 NO2 컬럼과 관측 NO2 컬럼의 비율
을 토대로 NOX 배출량을 보정하는 Mass Balance (MB)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관측 자료를
적용하기 앞서, 기존 배출량으로 모의한 NO2 농도를 Pseudo-Observation으로 두고, 배출량에 섭동을 적용한 모
델 결과를 바탕으로 MB 방법을 적용 후 배출량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Pseudo-Observation 실험(P 실험)을 구성
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제 TROPOMI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NOX 배출량을 보정하는 실험을 통해 배출량 보정
전/후의 모델 결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 실험 결과 보정된 배출량의 NME (Normalize Mean Error)가 일정 수치 이상 나타났으며, 이는 번짐 효과
(Smearing effect)로 인한 오차인 것으로 추정된다. 번짐 효과는 오염물질의 수송으로 인해 관측과 모델의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과 배출원이 일치 하지 않는 현상으로, 배출원 지역의 배출량 과소 평가 및 풍하 지
역의 배출량 과대 평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번짐 효과는 모델 및 관측 자료의 해상도, 대
기 중 NOX의 life time, 기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MB 방법은
계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번짐 효과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후 배출량
민감도를 활용한 방법, Adjoint model을 활용한 방법 등을 활용하여 번짐 효과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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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상에서 발생한 고농도 황산염 형성 매커니즘 분석 연구
박재형 ․ 전원배1) ․ 문정혁 ․ 김동진 ․ 최현식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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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남한의 황산염(SO42-) 농도는 국내 배출량에 의한 영향도 존재하나 국외로부터의 수송 영향도 크게 받으며,
그 수송의 형태가 단순하지 않아 농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SO42- 농도 특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O42-와 SO42-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이 수송될 때 나타나는 복합적인 화학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Jeo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동중국 에서 배출된 SO2가 황해를 거쳐 남한으로 수송될 때
황해상에서의 SO42- 생성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모의 결과, 특히 해상의 SO42-농도에 대한
정확도 검증이 다소 부족했고, 결과의 분석에 있어 해양배출량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의를 통해 중국에서 황해를 거쳐 남한으로 수송 될 때 발생한 고농도 SO42-의
화학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해상의 SO42- 농도를 검증하였으며, 해양배출량이 모델링에
반영 되었을 때 나타나는 SO42-의 생성, 소멸 및 수송 특성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황해상에서의 발생한 고
농도 SO42- 현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장거리 수송 중 발생한 고농도 SO42-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광화학모델인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v5.0.2)를 활용해 KORUS-AQ 기간 동안 모의하였다. 배출량은 동아시아 규모를 포함하는 a
Mosaic Asian anthropogenic emission inventory (MIX) 2010과 남한의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2016 배출량을 활용하였으며, CAPSS 자료에 포함된 해양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BASE case)
와 고려하였을 때 (OCEAN case) 사례를 각각 모의하였다. SO42- 분석에는 CMAQ 모델 내 제공하는 Integrated
Process Rate (IPR)과 Sulfur Tracking Model (STM) 모듈을 활용해 해양배출량 고려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
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모의 결과를 활용해 PM2.5 구성성분 농도를 확인한 결과 공통적으로 중국 내륙과 한반도 서부 내륙을 중심으
로 고농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SO42-의 경우 다른 물질과 대비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육지에 비해 제한된 배출
량에도 불구하고 SO42-는 황해상에서 고농도 분포를 보였다. 고농도 SO42- 분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5월 29일 (Day 1)에는 수평 수송에 의해 SO42- 농도가 증가하
였으며, 30일 (Day 2)과 31일 (Day3)에는 에어로졸 과정에 의해 SO42- 농도가 증가하였다. 에어로졸 생성과정에
의해 농도가 증가한 Day 2와 Day 3 사례에 대해 해양배출량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양배출량이 추가되더라도
황해상에서의 SO42- 생성 매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남한 주변 해상의 대부분 영역에서 SO42-농도가 증
가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SO42- 농도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해상의 SO42- 농
도가 단순히 해양배출량 분포와 양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으며, 복잡한 비선형적 화학 반응에 의해 일부지역에
서는 오히려 농도가 감소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4. 참고문헌
Jeon, W., Choi, Y., Mun, J., Lee, S. H., Choi, H .J., Yoo, J. W., Lee, H. J., Lee, H. W., 2018, Behavior of sulfate
on the sea surface during its transport from Eastern China to South Korea. Atmos. Environ., 186,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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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아크를 이용한 금속 절단 시 절단 조건에 따른
에어로졸 특성 분석

OA9)

부현진 ․ 김종현 ․ 한화정 ․ 박병기 ․ 조대원1) ․ 김동현1) ․ 이민호2) ․ 구희권2) ․ 신상훈2) ․ 정우영2)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한국기계연구원,

2)

미래와도전

1. 서론
원전해체 시 구조 특성상 거대 단일 구조물로 이루어진 부품들이 많아 절단 공정이 필수적이다. 절단 공정
중 발생되는 방사성 에어로졸의 공기역학적 직경분포와 총량은 작업자의 내부피폭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
이다. 따라서, 작업자의 피폭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에어로졸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절단 중 발생되
는 에어로졸의 특성은 이론적으로 금속의 종류와 절단속도, 절단길이, 그리고 절단장비의 전류와 같은 절단조
건에 의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아크를 이용하여 실제 원전해체 시 절단 환경을 모사하였다. 절단
조건 중 절단속도, 플라즈마 아크 장비의 전류 변화에 따른 공기역학적 직경별 수농도를 측정하여 에어로졸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절단 시편은 원전 구조물에 주로 쓰이는 스테인리스강(SUS304)을 사용하였다. 절단조건은 플라즈마 아크 장
비의 전류(80A, 60A), 절단속도(100 mm/min, 200 mm/min)로 설정하여 절단실험을 진행하였다. 절단실험 중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수농도 측정에는 DEKATI사의 HR-ELPI+를 사용하여 공기역학적 직경이 6 ㎚에서 10 ㎛
까지의 직경별 수농도(Number Concentration)를 측정하였다. 또한, 에어로졸 입자의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자분포변수인 CMAD(계수중앙공기역학적직경), GSD(기하표준편차), MMAD(질량중앙공기역학적직경)를 계
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입자분포변수 중 CMAD는 직경에 대하여 누적분포 후 수농도가 50%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하고, GSD는 입
경누적률 50%에 해당하는 입경과 84.1%에 해당하는 입경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MMAD는 앞서 계산된
CMAD와 GSD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절단 속도에 대하여 플라즈마 아크의 전류가 클수록
수농도의 양과 MAD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플라즈마 아크 전류에 대하여 절단속도가
느릴수록 수농도의 양과 MAD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Table 1. 절단조건별 총수농도 및 입자분포변수
60A / 100 mm/min

60A / 200 mm/min

80A / 100 mm/min

80A / 200 mm/min

총수농도

2.79E+09

1.25E+09

3.15 E+09

1.67E+09

CMAD [㎛]

0.105927

0.086059

0.112404

0.092686

GSD

1.240

1.336

1.240

1.249

MMAD [㎛]

0.1217054

0.1106263

0.1291474

0.1075345

연구실험의 결과를 통해 절단공정의 절단조건에 따른 에어로졸의 발생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 환경에서
절단 작업자의 피폭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단
조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Lee, Min-Ho., Yang, Wonseok., Chae, Nakkyu., Choi, Sungyeol., 2020, Aerodynamic diameter distribution of aerosols
from plasma arc cutting for steels at different cutting power levels, J Radioanal Nucl Chem., 323, 613-624.

- 51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A10)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경상남도의 미세먼지 농도 특성과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고찰
박종길 ․ 호승모1) ․ 김은별2)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기초과학연구소/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1. 서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성하였다. 미
세먼지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천식, 폐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고농도 초
미세먼지는 주로 겨울철과 봄철에 나타나고 있다(Jang et al., 2014; Kim et al., 2017; Bae et al., 2019, 2020).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있어서 2020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의
2015~2019, 2015~2020, 2020년의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시간별(2009~2020) 농도자료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중금속
농도 자료(2015~2020)를 사용하였다. 경남도의 미세먼지 농도와 코로나19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2019년, 2015~2020년, 그리고 코로나19 창궐과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의 월평균농도와 비교
하였다. 또한 경남지역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기 중 SO2/NO2 농도비를 분석하였다.
유효자료는 대상 기간 중 75% 이상의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M10 연평균 농도의 시계열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남도내 진주시, 창원
시, 양산시 순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천시가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들 지역 모두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PM2.5의 경우 PM10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양산시, 창원시, 거제시 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 사천시가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어 PM10과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기환경기준은 대체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2019년의 평균 월별 농도와 2020년의 월 평균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하계에 낮고 동계와 춘계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2020년에는 경향은 유사하나 월 평균농도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5월사이에 PM10, PM2.5 모두 농도 감소가 뚜
렷하게 나타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통량과 산업활동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금속 농도의 경우 2015~2019년 평균(5년)과 2015~2020년 평균(6년), 그리고 2020년으로 나누어 월변화를 분
석하였는데 평균값들은 월별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2020년이 포함된 6년의 평균농도가 더 낮게 나타
나 2020년 농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가 창궐한 2~5월 사이 교통과 산업이 둔화되면서 중금속 성분
가운데 자동차에 의해 주로 배출되는 구리와 망간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SO2와 NO2의 비 역시 평균값
에 비해 2020년에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 2~5월 사이에 더 낮게 나타나 코로나 19의 영향이 크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박선엽,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코로나19) 확산과 대기 중 PM10 및 PM2.5 농도 변화 간의 연관성: 대구광역시
사례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5(5), 453~465.
박종길, 2020, 경남형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20-11-1-40-42-2,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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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전과 후의 경남도 미세먼지 특성
김은별 ․ 호승모1) ․ 박종길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1)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기초과학연구소/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폐 질환, 심혈관 질환, 천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Bae et al., 2019, 2020),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 결과 PM2.5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국내외 배출량 저감 및 기상
요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아직은 다양한 불확도를 내재하여 계절관리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손규원 외, 2020). 따라서 경상남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성분을 분석하여 계절관리제 전과 후의 경
남도 미세먼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에어코리아의 2009~2020년 시간별 농도자료를 사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3월 사이에 실시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 중지와 관련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금속 농도 자료(2015~2021)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성분을 월별로 분석하였다. 또
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O2/NO2 농도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M10과 PM2.5의 연평균 농도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PM10은 대체적으로
대기환경기준(50 ㎍/m3)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PM2.5의 경우 대부분 대기환경기준(15 ㎍/m3)을 초과하고 있었다.
주로 12월과 1, 2, 3월에 농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경남지역 대기 중 연도별 성분분석 결과 2020년에 들어서면서 구리는 감소하였으며, 일부 물질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과 1~3월만 분석한 결과 자동차와 산업활동에서 주로 배출되는 망간
과 구리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석유활동에서 배출되는 니켈 역시 감소하였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가 코로나의 영향과 구별하기 위하여 2015~2019년의 평균(5년
평균), 2015~2020년의 평균(6년 평균), 2020년과 2021년의 4가지로 나누어 미세먼지 농도와 SO2/NO2 비의 월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년 평균과 6년 평균의 월변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6년 평균농도가 5년
평균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19가 창궐한 2월에서 5월 사이에 농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코로
나의 영향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20년 12월과 2021년 1~3
월 사이의 농도가 평균농도들에 비해 감소하여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계절관리제가 시행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코로나 영향이 겹쳐 나타난 것인
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였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박종길, 2020, 경남형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20-11-1–40 –42-2, 189.
장안수, 2014,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J Korean Med Assoc 2014 September, 57(9), 76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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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R-TOF-MS를 이용한 폐수처리업체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발생특성 조사 연구
황인자 ․ 서용수1) ․ 정용현2)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공학연협동과정,

1)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2)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1. 서론
각종 산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수처리 산업은 복잡한 공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원별 근
본적인 악취 원인물질의 정성 ․ 정량 분석을 통한 확인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PTR-ToF-MS를 이용하
여 정량분석하고, 악취평가를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PTR-ToF-MS 및 자동열탈착기와 GC-MS를 활용하여 부산 사상의 두 종류의 폐수위탁업체의 각 공정과 최종출
구의 악취물질을 분석하고 예상악취강도(EOI, Expected Odor Intensity) 추정방법을 통한 악취특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해당 두 업체의 처리폐수는 환원계, 산화계, 산폐수, 알카리폐수, 기타 일반 폐수로 그 종류에 따라 악취물질
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중 침출수, 식품폐수 등과 같이 유기성 폐수의 처리과정에서 충격성
이 높은 악취가 유발되는 특성이 있었다.
A업체의 공정에서 경우 예상악취강도가 582~48,746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찌릉내, 시궁창, 젓갈, 음식
상한냄새 등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며, 쉽게 감지되고 역겨운 강한 취기를 느끼는 수준이었다. A업체의 공정에서
예상악취강도가 64~1,124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하수구, 계란썩은냄새, 먼지냄새, 매캐한 냄새 등이 복
합적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이들 두 업체의 주요 폐수처리 공정에서 주요악취원인물질은 Methylercaptane, Acetaldehyde, Butanal,
propanal, hexanal, n-Decanal, n-Nonanal, Ethanamine, 2-Propenal, Butyric acid, Pentanal, heptanal, DMS 등으
로 대부분이 최소감지 농도값이 낮고 미량에서도 악취를 유발하며,대부분 비수용성의 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정집진장치의 최종배출구 가스중 주요악취원인물질들을 PTR-TOF-MS로 조사한 결과 A 업체의 경우에는
n-Pentanal, Acetaldehyde, Methylercaptane, n-Hexanol, Butanal, B업체의 경우 n-Decanal, n-Nonanal, Acetaldehyde,
n-Butanal, 4-Octen-3-one 등으로 대부분 비수용성의 물질이며, 극미량에서도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었다.
Table 1. The EOI and OA(odor attribution) of site A exit gas
No.

Site A

Site B

Compound
1
2
3
4
5
1
2
3
4
5

n-Pentanal
Acetaldehyde
Methylercaptane
n-Hexanol
Butanal
n-Decanal
n-Nonanal
Acetaldehyde
n-Butanal
Octen-3-one

TLV
(ppm)
0.00041
0.0015
0.00007
0.006
0.00067
0.0004
0.00036
0.0015
0.00067
0.001

Conc.(ppm)
B-WS
A-WS
0.28
0.07
0.32
0.06
0.00607
0.00218
0.96
0.16
0.0563
0.0116
0.0059
0.0082
0.0031
0.0055
0.0538
0.0217
0.0087
0.0079
0.0058
0.0086

EOI
B-WS
683
213
86.7
160
84.0
14.75
8.61
35.87
12.99
5.8

A-WS
171
40.0
31.1
26.7
17.3
20.5
15.28
14.47
11.79
8.6

OA(%)
B-WS
A-WS
46.7
51.5
14.4
11.8
5.88
9.39
10.9
8.04
5.7
5.23
14.0
24.2
8.09
17.9
33.8
17.1
12.2
13.9
5.45
10.1

4. 참고문헌
Helsper, J. P. F. G., Bücking, M., 2006, Identification of the volatile component(s) causing the characteristic foxy odor
in various cultivars of fritillaria imperialis L.(Liliaceae), J. Agric. Food Chem., 54, 5087-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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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전이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다성분 미량
악취물질 동시분석 연구
황인자 ․ 서용수1) ․ 정용현2)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공학연협동과정,

1)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2)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1. 서론
다성분 미량 악취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질마다 시료 채취 및 보관방법이 다르고, 다양한 전처리 방
법과 여러 종류의 기기들이 필요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Kim et al., 2002; Park, 2003; Helsp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없이 시료를 장비에 직접 주입하여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분석기기PTR-ToF-MS
를 이용하여 다성분 미량 악취물질들을 동시 정량분석 가능하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취물질 85종을 선별하였고, 이 중 주요한 34종을 선정하여 표준물질 제조
후 실험을 통해 PTR-ToF-MS의 주요 변수 특성들을 살펴보았고 나머지 51종은 다수의 연구자들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TR-ToF-MS는 연성이온화법으로 많은 물질들이 M+H로 이온화되지만, 일부 물질들에서 H3O+에 의한 양자
화 과정에서 조각 이온이 발생한다. 실험을 통해 조각이온들의 패턴과 이온 강도율을 확인하였으며, 이성질체
들끼리는 유사한 조각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물질 농도와 PTR-ToF-MS에서 검출되어 나타나는
cps (counts per second)와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양호한 직진성을 보였으며, 감응도의 지표가 되는 ncps/ppbv
(nomalized counts per second/parts per billion volume)의 값도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반응속도상수는 실험을
통해 확보하거나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직접 측정된 값과 계산에 의해 얻어진 값을 정리하여 얻을 수 있었다.
PTR-ToF-MS는 이성질체와 동중원소가 존재할 경우 개별 정량에 한계성이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BTX 6종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ATD (Auto Thermal Desorption)-GC-MS와 PTR-ToF-MS에서 동일하게 비교 정
량분석한 결과 0.994이상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PTR-ToF-MS의 절대 정량의 분석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악취분석이 시료의 채취, 전처리, 기기분석 과정까지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것에 비해
PTR-ToF-MS는 전 과정이 비교적 손쉬우며, 빠르게, 실시간으로 전처리 없이 다성분 동시 정량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 악취분석의 품질 관리 체계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각 종 악취현장에 악취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PTR-ToF-MS를 통한 다성분 동시 악취분석은 이성질체, 동중원소의 방해요소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체계화
가 필요하며, 본 연구가 악취문제 해결에 보다 경제적, 효율적 분석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참고문헌
Helsper, J. P. F. G. and Bücking, M., 2006, Identification of the volatile component(s) causing the characteristic foxy
odor in various cultivars of fritillaria imperialis L.(Liliaceae), J. Agric. Food Chem., 54, 5087-5091.
Kim, H. O., Nochetto, C., McConnell, L. L., 2002, Gas-Phase Analysis of Trimethylamine, Propionic and Butyric Acids,
and Sulfur Compounds Using Solid-Phase Microextraction, Anal. Chem., 74, 1054-1060.
Park, S. J., 2003, A Study on odor concentration of malodorous Gases Emitted form sewage treatment plants using air
dilution sensory test, Korean Journal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2(1),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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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경계층 모수화 방법에 따른 WRF-CMAQ 미세먼지 모의
농도 차이 분석
정소연1) ․ 김철희1),2)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대기경계층 (Planetary Boundary Layer, PBL)은 지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류권 최하층으로서 지상의
대기질 예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Stull, 1988). 모델 내의 하층 오염물질의 수송이나 확산 과정
은 PBL 내의 난류 강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PBL 고도는 단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모수화 과정
에 따라 추정되므로, 모델에서 어떠한 방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상이한 경계층 높이를 모의하게 된다. 따라
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PBL 옵션에 따른 민감도 실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실
제에 더 가깝게 모의되는 옵션을 선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상 및 대기질 모델링에 WRF-CMAQ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PBL 모수화 방안에 따른 민감도
실험을 위해 비국지 (non-local) 방안의 YSU, 국지 (local) 방안의 MYJ, 국지-비국지 혼합 (hybrid
local-nonlocal) 방안의 ACM2를 선택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PM2.5 경보 및 비상저
감조치가 발령되어 초고농도 현상이 지속되었던 2019년 3월 초 사례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였으며, 사례기간 내
PBL 고도 특별 관측이 진행되어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중랑 지점(127.08 °E, 37.59 °N, 45 m)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기상 및 대기질 관측 자료는 동일한 지점의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AQMS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 자료를 사용하였다. 관측과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미세먼지 농도 및 경계층 높이를
미세먼지 예보 차원의 종합 분석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BL 모수화 방안이 국지 방안인지 비국지 방안인지에 따라 난류 혼합 과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옵션
에 따라 모델링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야간에 PBL 고도의 두드러지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지 방안인 MYJ에서 야간에 연직 혼합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국지 방안에
서는 큰 에디 (large eddy)와 이로 인한 에디의 연직 혼합(예를 들어 penetrating plume)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
서 비국지 방안보다 연직으로 더 적은 혼합을 모의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결과 PBL 상부에서 유입이 약해지게
되어 야간에 더 낮은 온도→포화 수증기압 감소→높은 상대습도 모의 결과로 이어졌다. 고농도가 발생하였던
4~5일에 대한 PM2.5 농도 분석 결과, 모의된 일평균 농도는 78.4 μg·m-3~87.7 μg·m-3로 방안별로 11.1%의 오차
율을 가졌다. 시간대별 오차는 주간 9.9 %, 야간 13.2%로, 주간에 비해 야간에 큰 오차율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결과로서 향후 부산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양한 권역에서의 PBL 직접 관측이
수행된다면 중규모 기상모델에서의 PBL 민감도 수행연구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대기질 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Stull, R. B., 1988, An Introduction to Boundary Layer Meteorology,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19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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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에어로졸 광학 깊이의 장기변동 특성과 기후 요인
분석
이나미1) ․ 김철희1),2)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동아시아 지역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세
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높은 배출량, 장거리 수송, 기
상 및 기후 조건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에 대한 기상
요인은 분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에 대한 기후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AOD 변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와 연관된 기후 요인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아시아 AOD 자료는 200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자료이며, 분석 기간 총 평균값을 뺀 아노말리 값에서 전체 장기 경향성
을 제거한 후, 통계 분석 기법인 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월별
AOD (Aerosol Optical Depth)의 전체 변동 추세를 분석하였고, 변동성을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하여 에어로졸 변
동성의 피크를 보이는 계절을 대상으로 연평균 AOD 변동 추세를 추가 분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의 AOD 장
기 변동성에 대한 기후 요인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AOD PC1과 EAWMI (East Asia Winter Monsoon Index)
및 바렌츠-카라 해의 SIE(Sea Ice Extent)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EAWMI는 Jhun and Lee(2004)에 의해 제
시된 27.5°N~37.5°N, 110°E~170°E 지역과 50°N~60°N, 80°E~140°E 지역에서의 300 hPa 동서 바람의 편차로
정의되며, SIE는 SIC (Sea Ice Concentration)가 15% 이상인 바다 면적으로 정의된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 기간을 대상으로 월별 AOD에 대한 EOF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 1모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동 지역
에 가까운 북서지역에서의 자연적 에어로졸의 AOD 변동에 대한 영향이 강하였고, 제 2모드는 동북아시아 인
위적 에어로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내었다. 월평균 AOD에 대한 EOF 분석에서 인위적 에어로졸
의 피크는 공통적으로 겨울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겨울철 AOD를 추출한 후, 연평균 AOD에 대해 EOF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3년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2013년 이후부터 시행된 ‘대기오염방지
행동 계획‘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일시적인 변동성 또한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20018년의 급격한 AOD
증가 현상은 El-Nino 현상이 연관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AOD PC1과 EAWMI의 상관계수는 약 0.25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2017년의 급격한 EAWMI 증
가 현상은 AOD가 낮아지는 경향과 연관되었으며, 2015년 EAWMI의 감소 경향은 AOD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SIE의 경우 AOD PC1과의 상관계수는 약 0.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모드에서는 에어로졸-대기복
사 관계가 기후 변동 영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보다 상세한 현상 규명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4. 참고문헌
Jhun, J. G., Lee, E. J., 2004, A New East Asian Winter Monsoon Index and Associated Characteristics of the Winter
Monsoon. Journal of Climate, 17(4), 711-726.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20년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 사업임(No. 2020
R1A6A1A03044834).
- 57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NA5)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폭염대응 정책 지원 연구
김수란 ․ 김도우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1. 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기온 및 폭염발생 강도 ․ 일수가 상승하고 있다.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적 노력으로 2005년부터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무더위쉼터
지정 ․ 운영을 들 수 있다. 무더위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 ․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노인복지시설과 관공서 등이 무더위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 등의 과학적 근거
없이 지자체의 담당자가 임의로 쉼터 위치를 지정하여, 쉼터 간 거리 차이 및 이용자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전국단위 무더위쉼터 입지현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 수행을 위해 500 m 격자 65세이상 노인인구수(’19년, 국토지리원), ’13~’18년간 연평균 폭염특보 발효
일수(기상청), 무더위쉼터 현황(’19년, 행정안전부)자료를 활용하여, 먼저 지자체별 노인인구 수와 접근성을 고
려한 무더위쉼터 불가 인구를 산출하였다. 무더위쉼터 접근이 어려운 취약인구 수는 무더위쉼터 반경 660 m
밖의 노인인구 산출 후 해당 지자체 총 노인인구로 표준화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시군구별 온열질환 사망자
수(1997~2018년)를 종속변수로, 시군구별 폭염특보 일수와 노인인구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포아송 회귀분석
을 수행하여, 폭염특보 일수는 0.048, 노인인구 비율은 0.09의 회귀계수를 얻었다. 이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46%(R2=0.46)이다. 마지막 단계로 앞서 얻은 회귀계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입지 적절성을 대표하
는 수치를 산출하였다. 연평균 폭염특보 발효일수에 0.048 곱한 값과 무더위쉼터에 접근이 어려운 표준화된 노
인 인구수에 0.09를 곱한 값을 서로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시군구 단위로 어느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를 좀 더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 결과,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경기도 연천군, 용인시, 충청도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상주시,
경상북도 청송군, 영천군, 경산시, 경주시,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무더위쉼터 입지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위 지역에 대한 쉼터 추가지정, 셔틀버스 운영 등의 정책 개선 마련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무
더위쉼터 입지 적절성 분석은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며, 향후 지역특성 및 정책 여
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폭염대책 수립에 있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되기
를 바란다.

4. 참고문헌
홍해리, 서동구, 권영진, 2011, 고령자의 피난안전설계를 위한 군집보행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5(1), 19-26.
Satoh, E., Yoshikawa, T., Yamada, A., 2006, Investigation of converted walking distance considering resistance of
topographical features and changes in physical strength by age, Journal of Architecture Planning, 610, 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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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예측시스템(CFS) 모형에서 대서양 해수면 온도와
엘니뇨-남방진동의 상관성
양우현 ․ 국종성1) ․ 윤현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1)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1. 서론
엘니뇨-남방진동(El Nino-Southern Oscillation)은 기상, 경제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현상이다. 이러한 큰 규모의 기후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환경과학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업에서 사용중인 계절예측 모형 NCEP 기후예측시스템(Climate Forecast System)에서 북 열대 대
서양 해수면 온도가 ENSO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잘 모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조건에서 북 열대 대서
양 해수면 온도가 ENSO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해 보았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NCEP의 재분석 모형인 CFS 재분석 데이터 해수면 온도, 강수, 850hpa 바람, 해수면 평균기
압을 사용하였다. CFS 데이터는 대기 모형인 GFS (Global Forecast System), 해양모형인 MOM4(Modular
Ocean Model 4.0) 그리고 지표 모형인 Noah의 LSM (Land Surface Model)이 결합 되어있다. 총 20개의 앙상
블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82년부터 2008년까지 27년이다. 관측자료는 ERSST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와 GPCP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ion) 강수자료,
NCEP1 관측의 바람과 해면기압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계절순환과 추세를 제거한 후에 분석하였다.
9개월 예측인 모형 특성상 2월 초기장을 사용하여 봄철(3월) 북 열대 대서양 해수면 온도와 다가오는 계절(11
월)의 ENSO현상을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CFS 모형에서 양의 북 열대 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La Nina의 발생에 주는 영향을 잘 모의한다. 그리고 3월
과 4월의 북대서양 해수면 기압 패턴에 따라서 3월 북 열대 대서양 해수면 온도의 지속성이 달라진다. 3월과
4월 북대서양 해수면 기압은 바람장을 만들고 바람장은 증발에 따른 잠열속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잠열이 북
열대 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수 있는 호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3월 북 열대 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지속되
게 되면 ENSO의 패턴이 뚜렷해지고, 강도가 강해지는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참고문헌
Adler, R. F., Huffman, G. J., Chang, A., Ferraro, R., Xie, P. P., Janowiak, J., Gruber, A., 2003. The version-2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GPCP) monthly precipitation analysis (1979–present). Journal of
hydrometeorology, 4(6), 1147-1167.
Ham, Y. G., Kug, J. S., Park, J. Y., Jin, F. F., 2013,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north tropical Atlantic as a trigger
for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vents. Nature Geoscience, 6(2), 112-116.
Saha, S., Moorthi, S., Pan, H. L., Wu, X., Wang, J., Nadiga, S., Liu, H., 2010, The NCEP climate forecast system
reanalysis. Bulletin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91(8), 1015-1057.
Saha, S., Nadiga, S., Thiaw, C., Wang, J., Wang, W., Zhang, Q., Stokes, D., 2006, The NCEP climate forecast system.
Journal of Climate, 19(15), 3483-3517.
Smith, T. M., Reynolds, R. W., Peterson, T. C., Lawrimore, J., 2008, Improvements to NOAA’s historical merged land–
ocean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1880–2006). Journal of Climate, 21(10), 2283-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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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적 특성에 따른 칼만필터의 정확도 개선 효과 분석
김지선 ․ 이순환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서론
칼만필터는 수치모델이 갖는 체계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후처리 방법 중 하나로 동적 시스템
에 대해 통계적으로 최적의 추정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전 연구에서 산간 지역의 관측 지점과 해안 지
역 관측 지점 간의 모델 정확도에 차이가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관측 지점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칼만필터 적
용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월 강수량이 적었던 2019년 5월 중 고기압 영향을 받는 사례일에 대해 WRF 모델을 활용하여 기상 수치모의
를 수행하였다. 모델 스핀업 기간과 칼만필터의 트레이닝 기간을 포함하여 11일 간의 모델 결과 중 후반 9일에
대해 칼만필터를 적용하고 마지막 4일을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수치모델의 해상도에 따른 지형 고도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상도 3 km 도메인과 1 km
도메인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측 지점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수치모델의 정확도 차이와 그에 대한 칼만
필터의 정확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리산에 위치하여 지형고도가 높은 지점(MT:Mountain)과 평지에
위치한 관측 지점(PL:Plain)을 분류하여 수치모델 결과 및 칼만필터를 적용한 정확도 개선 효과를 비교하였다.
칼만필터는 계산 시점 이전 24시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감소인자를 계산해 추정값을 계산하는 동적선형
모형(DLM:Dynamic Linear Model)을 적용하였으며, 모델 해상도 및 관측 지점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MT3 km,
MT1 km, PL3 km, PL1 km 실험으로 나누어 기상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칼만필터를 통해 관측값에 가까운 최적 추정값이 계산되기 때문에 칼만필터 추정값의 결과가 모델 결과에 비
해 오차가 개선되었으며 기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델 결과의 정확도가 낮은 풍속 결과에서 정확도 개선 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났다. 지점 평균 결과를 분석했을 때 수치모델의 해상도 비교 결과에서 3 km 해상도 결과가
1 km 해상도의 결과보다 칼만필터를 적용한 정확도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악 지점 풍속 결
과의 경우 풍속의 변동성에 대한 모델 오차가 감소해 평지 지점보다 경향성이 개선되었다.
Table 1. Statistical results by model resolution for wind speed results at mountainous points (MT) (point average)
Wind speed(m/s)
Average

MT3 km

MT1 km

WRF

DLM

WRF

DLM

4.42

2.02

4.19

2.10

Mean Error

2.50

0.80

2.37

0.88

RMSE

2.81

1.07

2.75

1.15

IOA

0.56

0.85

0.55

0.83

correlation

0.61

0.73

0.53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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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모델과 점근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 남부지역의 안개 예보
김은지 ․ 박창현1) ․ 이순환2)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과,

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1. 서론
안개는 지표부근에서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조각이 부유하여 시정이 제한되는 현상이다. 세계기상기구(WMO)
에서는 강수현상이 없고, 시정값이 1 km 미만인 시점을 안개 현상이라 정의한다. 기존의 안개 예측 방법은 기
온, 이슬점, 상대습도, 풍속 등을 이용해 시정을 구하여 안개를 예측하는데, 이 방법은 실제 시정 증감 경향성은
잘 따라가나, 계산 결과 시정이 1 km 이상으로 산출되는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개 형성과 관련된 냉각, 이류, 중력 침강, 난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점근적 후처리 분석 방
법을 이용해 남부지역에 발생한 안개를 모의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2월 28일 경기 일부 지역과 남부지역에 발생한 안개 사례를 대상으로 수치모델을 이
용해 안개를 예보하였다. 수치 모델은 중규모 기상모델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v.3.9.1)을
이용하여 기상모의를 수행하였고, 초기 기상자료는 NCEP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의
GDAS (Global Data Assimilation System) data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수치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Zhou and
Ferrier(2008)의 점근적 분석 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안개의 유무와 강도를 모의하였다. 점근적 후처리 분석 방
법은 기온의 냉각, 수증기의 이류, 난류, 리차드슨 수를 이용한 안정도를 이용하여 물방울 수농도를 계산한 후
연직 프로파일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점근적 후처리 분석 방법은 포화고도와 물방울 수농도의 값을 바탕으로
안개의 발달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시정 산출 방법과 구별된다. 수치모델 결과 검
증은 기상청의 ASOS의 기상자료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례일인 2020년 12월 28일은 27일 저녁에 5 mm 미만의 강수가 내린 후 비가 공기중으로 증발하고, 28일
새벽의 복사냉각이 더해져 안개가 발생하였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가시거리 200 m 이하
의 매우 짙은 안개가 발생하였다. ASOS 관측자료가 있는 지점 중 경기 지역은 동두천, 파주지역의 안개를 모의
하였고, 전라도 해남, 잠원, 광주, 임실, 나주, 순천, 장수 지역의 안개를 모의하였고, 경상도는 영천, 남해지역의
안개를 모의하였으나 거창과 순천 지역은 안개 모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안개 발생 지역 중 라디오존데로
연직 프로필을 관측할 수 있는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한 결과 27일 22시에 80 m 두께의 안개가 발생
하여 28일 2~3시에 안개가 25 m 높이로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7시에 가장 발달한 후 일출에 의해 지면이 가열
되면서 9시까지 안개가 유지되다가 10시에는 소멸한 것으로 모의 결과가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안개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한 24시간을 대상으로 안개예보 적중률은 70%, 오보율은 22%의 결과를 보였다.

4. 참고문헌
Zhou, B., Ferrier, B., 2008, Asymptotic analysis of equilibrium in radiation fog, J. Appl. Meteor. Climatol., 47,
170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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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세정집진장치 내부 유동 해석
장경민 ․ 정은상 ․ 서정민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1. 서론
세정집진장치는 세정수를 분사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시키는 장치로 입자상, 가스상 오염물질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도금, 탈지 산업현장에서는 VOCs, 극성 가스의 처리를 위해 다공성 물질을 충전한 흡
수탑을 이용하고 있다. 흡수탑은 상부에서 세정수가, 하부에서 가스가 유입되는 장치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흡수탑 내부로 균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가스가 일부로 편향될 경우 특정 위치에
서만 흡수가 일어나 처리효율이 급감하고, 충전층의 유속이 증가하여 집진장치 압력손실이 증가하게 된다(Deng
et al., 2021). 가스를 균일하게 분배하기 위해 다공판, 가이드베인 등이 개발되었으나, 정확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세정집진장치 내부 유동 해석을 통해 유동 특성
및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세정집진장치 내부 유동 해석을 위해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집진장치로 유
입되는 가스의 난류, 와류에 의한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 k-ε Realizable 난류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계산 오차가
10-6 이하인 경우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다공판과 가이드베인이 적용되지 않은 세정집진장치의 전체 압력손실은 189.18 Pa, 다공판이 적용된 경우
202.53 Pa로 7.05%, 가이드베인이 적용된 경우 191.87 Pa로 1.4%, 다공판과 가이드베인 모두 적용된 경우
224.82 Pa로 18.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베인만 적용된 경우 편류 현상이 나타났으며, 다공판만 적
용된 경우 하부에 재순환영역이 형성되어 가스가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베인과 다공판 모두
적용된 경우 재순환영역이 발생되지 않고 가스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Gas distribution effects by guide vane and perforated plate.

4. 참고문헌
Deng, J., Wang, X., Wei, Z., Wang, L., Wang, C., Chen, Z., 2021, A Review of NOX and SOX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for marine diesel engines and the potential evaluation of liquefied natural gas fuelled vessel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766,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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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민감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최윤희1),2) ․ 박지인1) ․ 류재용1),2)
1)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2)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측정분석센터

1. 서론
실내공기오염 취약계층 또는 건강민감계층의 경우 성인정상인에 비해 실내공기 오염물질 면역력이 떨어지고,
일반 다중이용시설 보다 실내공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민감집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 따라서 경남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민감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측정 및
분석항목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농도분석, 이산화탄소(CO2)와 일산화탄소(CO)농도분석, 폼알데
하이드(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총 6가지였다. 6가지에 대해서, 민감시설에 포함되는 의료시설과
보육시설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건강 위해성평가를 위한 정보자
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의 기초자료로서 기여
및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여과지 중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24시간 항량이 될 때 까지 보관하였다가 10-6(0.001 mg)이상의 감도를 갖는 분석용 저울로 정확히
여과지의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산화탄소(CO2)와 일산화탄소(CO)의 경우 적외선 파장을 흡수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지시값이 안정화될때까지 충분히 예열 후 1시간 이상 측정하였다. 폼알데하이드(HCHO)의
경우 0.5 L/min 유량으로 흡인펌프를 이용하여 30분동안 2회 측정하여 시료를 포집하였다. 알루미늄 호일에 밀
봉한 뒤 빛을 차단하고 전처리를 수행한다. 시료를 채취한 카트리지에 5 mL의 아세토니트릴을 통과시켜 액체
크로마토그램(HPLC)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0.1 L/min 유량으
로 30분간 2회 연속포집하였고, 시료분석은 초고순도헬륨(He,99.999%), 초고순도질소(N2,99.999%)를 이용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2020년 1년간 경남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시설 총 77개 기관, 보육시설 총 81개 기관를 유지기준 및 권
고기준을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는 경남의 보육시설과 의료시설 모두 기준치에 적합하였다. 이산화탄소
(CO2)와 일산화탄소(CO)의 경우도 모두 적합하였으나, 의료시설의 경우 창원은 1,000 ㎍/㎥ 기준에 932 ㎍/㎥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환기와 오염된 외부 공기의 실내 유입의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폼알데하이드(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보육시설과 의료시설의 80 ㎍/㎥, 400 ㎍/㎥ 기준에 전부
적합하였다. 폼알데하이드(HCHO)는 제일 높은 평균이 30 ㎍/㎥로 낮은 수치가 나타났지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은 보육시설의 합천이 170.2 ㎍/㎥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더 나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유지기준 1년 1회, 권고기준 2년 1회지만 반
기별 1회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해본다.

4. 참고문헌
Kim, Kang-Seok, Hee-Sun Lee, 2001, A study on public awareness and policy measures on indoor air pollution, Korea
Exchange Economic Policy EvaluatInstitute, 3-4.
Kim, Seong-Hoon, 2020, Of childcare facilities and medical facilities in Busan A study on indoor air quality analysi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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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조사 및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박진영 ․ 배유진 ․ 김교영 ․ 심우형 ․ 권다솔 ․ 이경수 ․ 최종규 ․ 최상인 ․ 곽완순 ․ 권문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출가스, 소각로 등과 같은 인위적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에어로졸과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VOC의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염과 유기물 등의 2차 에어로졸(secondary
aerosol)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발전소, 소각장, 수도권 매립지 및 산업단지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산
재한 인천서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특성을 파악하여 과학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공간분포 조사지점은 배출원, 거리 및 주거지역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52개 지점(약 1.5 km × 1.5 km)을 선정하였
다. Passive Diffusion Sampler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2차 생성 전구체인 NO2, SO2, NH3, VOCs 등의 공간분포를 파악
하고 농도가 높은 지역 4개소를 선정하여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오염환경기준 6개 항목을 일주일간 조사하였
으며 미세먼지(PM-10, PM-2.5)는 5일간 일단위로 하이볼륨 에어샘플러 2대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 조사결과 각 항목별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지도를 작성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 주변의 오
염원을 추정하였다. NO2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점이 가장 높았으며 주변지역과 생활폐기물소각장 주변도 높
게 나타났다. SO2는 인천서부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점이 가장 높아 산업단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NH3와
VOCs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1. NO2 공간분포.

Fig. 2. SO2 공간분포.

Fig. 3. NH3 공간분포.

대기오염물질 우심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점의 대기질 조사결과, PM-10, PM-2.5는 동일 기간 인천지역 평균보다 각
각 1.4~2.1배, 1.6~1.9배 높았으며, PM-10은 항만지역인 북항지점이 인천 평균보다 2.1배, PM-2.5는 석남동 산업단지가
1.9배로 가장 높았다. 대기오염물질의 24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PM-10, PM-2.5는 모든 시간대에서 인천평균보다 높았
으며 특히 산업시설의 가동과 교통량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낮 시간대에 더 높았다. SO2, NO2의 주 배출원은 발전소,
금속제련공장, 석유정제, 자동차, 선박, 화학물질 제조 등으로 산업단지와 항만지역에서 야간에는 인천평균보다 낮았지
만, 주간 시간대에 크게 높아져서 주변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Kim, S. J., Kwon, H. O., Lee, M. I., Seo, Y. W., Choi, S. D., 2019,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using passive air samplers in the multi-industrial city of Ulsan, Korea, J. Environ.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26, 583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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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에서 관측한 산풍의 발생 특성과 여름철 고온 경감
효과
안은지 ․ 김해동1)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1)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산곡풍은 산지가 발달한 경사진 지역에서 비교적 구름이 없는 맑은 날 해륙풍과 마찬가지로 지표의 열적 가
열의 차로 발생하는 하루 주기의 국지순환이다. 산지 경사면을 따라 동일 고도에서 수평 온도 구배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주간에는 상승 흐름(anabatic flow)이라고 불리는 상승류(곡풍)가, 야간에는 침강기류(katabatic flow)
라고 불리는 하강류(산풍)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류의 전형적인 규모는 기류의 두께가 30 m 정도이고 풍속은
3 m/s를 넘지 않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Simpson, 1994). 국내외적으로 해륙풍과 산곡풍 순환에 의한 도심지 기
온 하강 효과를 평가한 관측 및 수치모의실험 연구는 풍부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팔공산에서 계곡이 발달한
산지에서 장기간 관측한 기상자료(2013~2020)를 이용하여 산곡풍의 발생 특성을 알아보고 산풍이 불 때에 여
름철 고온 경감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에 위치한 ㈜신태양발전소 부지에 자동 기상 관측 장치를 설치하여 바람, 기
온, 습도, 일사량, 지온 등의 자료를 10분 간격으로 관측해 오고 있다. 발전소 주변은 계곡이 발달해 있는 지형
으로 국지풍(산곡풍)의 발달을 관측하기에 용이하고 주변에 특별한 시설이 없는 광활한 공간이어서 기상관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곡풍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조건은 해륙풍의 발생조건에 준한다고 말할 수 있다
(Tyson, 1968). 그래서 산곡풍 발생 선정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하루 중 운량이 0.5 이하이고, 종
관바람(대구지방기상청 관측의 풍속)의 일평균풍속이 3.5 m/s이하이면서 현장 관측소의 풍향이 주야간에 산정
과 계곡 아래 방향으로 반전한 경우에 나타난 바람으로 선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난 7년간 선정된 산곡풍의 기후학적 특성과 더불어 발생빈도, 산풍과 곡풍의 시작과 종료시간, 지속시간 등
을 분석하였다. 산곡풍 선정 방법에 따른 월별 산곡풍 발생일수는 2013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523일
이며(연평균 74일), 봄 183일, 여름 144일, 가을 181일, 겨울 78일로 나타났다. 월별 산곡풍 발생빈도와 남원리
에서 관측된 일교차를 분석한 결과 산곡풍의 발생은 봄(3~5월)과 8, 10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겨울철과 6, 7
월에 발생빈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산곡풍의 발생일 분포는 Hwang et al.(2020) 등의 연구에 제시된 우리나
라 해안가 지역에서 관측되는 해륙풍의 연간 발생빈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같은 계절의 경우에 남원리에서
관측된 일교차는 산곡풍의 발생일에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풍의 발생 시각은 겨울에 가장 빨랐고 여름에
가장 늦었다. 그리고 지속시간은 겨울에 길고 여름에 가장 짧았는데, 그 차는 월평균 약 4시간 정도였다.

4. 참고문헌
Hwang, H. W., Eun, S. H., Kim, B. G., Park, S. J., 2020,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sea breeze in the Gangneung
region for 2009~2018, Atmos. Kor. Meteor. Soc., 30, 221-236.
Kanou, M., 2001, Local climatological study of the effect of mountain wind on the heat island in urban area located
at valley mouth, Doctorial thesis(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52.
Kim, K. E., et al., 2011, Emvironmental atmospheric science, dong-hwa press(Seoul), 251-254.
Koo, H. S., Kwon, B. H., Kim, H. D., 2007, Observational study on the local wind of the Dalbi-Vally located at
Ap-Mountain in Daegu, J. Environ. Sci., 16, 73-79.
Lee, S. H., Kim, H. D., 2010, Modification of nocturnal drainage flow due to urban surface heat flux, A-P JAS, 46(4),
453-465.
Simpson, J., 1994, Sea breeze and local wi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London), 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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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구광역시 도심지와 교외지역 간 열환경 분석
김하영 ․ 김해동1)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극한기후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름철 고온현상을 들 수 있다. 도시에서
의 여름철 고온현상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에 있으며. 도시의 고온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
화 억제 및 도시열섬화의 원인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열섬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스팔트 도로포
장 및 콘크리트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이 증가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일몰 후의 기온 하강율(야
간 냉각률)은 인공구조물이 도시열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전통적인 방
법이다(Oke and Maxwell, 197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도
심지의 열환경 악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구광역시 도심지에 위치한 (구)대구지방기상청 관측소(신암(860))와 상대적으로 교외
지역에 위치한 (신)대구지방기상청 관측소(대구(143))에서 관측한 최근 5년간(2016~2020)의 기상자료이며 이
기간 안에는 2016년과 2018년의 고온의 해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두 지점에서 관측된 자료를 기상청의 폭염특보 기준인 일 최고기온 33℃를 기준으로 고온일(일
최고기온 33℃ 이상)과 그렇지 않은 날(일 최고기온 33℃ 미만)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도심지의 높은
열용량으로 인한 야간 기온 하강 억제 기능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도심지의 기온이 교외지역보다 모든 시간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기온이 나타나는 시간은 두 지점 모두
15시,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시간은 06시로 같았다. 두 지점 간 기온 차는 고온일에서 더 작게 나타났으며 고온
일의 경우 특히 일출 이후부터 13시까지의 기온 차가 작게 나타났다. 오전의 가열율은 교외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차는 7시 경에 가장 컸다. 이는 열용량이 작은 교외지역의 기온상승률이 도심지보다 크게 나타
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im et al., 2016). 두 지점 모두에서 16시 이후 냉각이 시작되었으며 냉각률은
18~19시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시 이후부터 00시까지 교외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일몰 후 도심
지가 교외지역보다 낮은 기온냉각경향을 보였으며 냉각량 또한 도심지보다 교외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는 도심지의 아스팔트도로 및 콘크리트 건축물과 같은 인공구조물로 인해 도심지의 토지피복이 변화함에 따라
불투수층이 증가하고 열용량이 커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Kim, S. H, Kim, B. J., Kim, H. D., 2016, Diurnal variations in the horizontal temperature distribution using the high
density urban climate observation network of daegu in summer, J. Environ. Sci., 25, 259-265.
Oke, T. R., Maxwell, G. B., 1975, Urban heat island dynamics in Montreal and Vancouver, Atmos. Environ., 9,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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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한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백연･악취 저감
문혜식 ․ 김학윤1) ․ 배헌균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대구는 대기확산이 원활하지 않는 분지지형 특성 및 주거지역과 인접한 도심산단의 영향으로 민원잠재력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서구에 위치한 대구염색산업단지는 섬유염색업종이 집적한 곳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이
며, 대구의 새로운 관문인 ‘서대구역사’가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의 중앙에 입지하여 서구지역 대
기환경은 대구시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서구지역 내 주된 백연 ․ 악취 발생사업장은 섬유염색
업종으로 다림질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부분 흡수(세정)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을 설치
․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다림질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일미스트(유증기) 등의 미세한 기름성분(입자상물질)은 물과
활성탄을 이용한 시설로는 제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방지시설 처리 후의 배출농도가 유입
농도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2. 자료 및 방법
대구시가 시행중인 보조금 지원사업(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2019~2020년
서구지역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구시 서구지역에 입지한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의 백연 ․ 악취 발생사업장은 총 124개소이며,
그 중 107개소가 대구염색산업단지에 집적해 있다. 대구시는 2019~2020년 140여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90개 배출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이중 25개소는 서구지역의 백연 ․ 악취 다량발생사업장이
다. 대구시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서구지역 백연･악취 발생사업장(124개소)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백연 ․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도입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모든 대상업
체에서 복합악취 300배 이내로 배출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이 평균 71% 향상되었다. 또한, 획기적인
백연 저감으로 민원다발사업장 2업체의 민원 “0” 효과를 가져왔다.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124개소
에 대한 연차적 지원이 완료된다면 대구의 새로운 관문으로서의 서구를 기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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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K. I., Ko, J. C., Kim, J. Y., 2021, Removal of White Fume-Contained Oil from the Tenter Process in Textile &
Dyeing Industry, J. Env. Tech., 22(4), 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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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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 기상관측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원기 ․ 강동환 ․ 이동현1)
부경대학교 지질환경연구소,

1)

㈜더푸른내일

1. 서론
조간대는 조석현상으로 인해 육지와 바다의 지형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지표면 상태와 해안선 형태의
변화를 통해 기상에 영향을 미친다. 조간대는 대기와 해양의 열교환 및 상호작용에 의한 갯벌의 생태계 변화와
기상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조간대의 기상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해양 및 기상모델과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관
측 및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갯벌에서 관측장비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측연구 수행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갯벌에서의 관측장비 설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석현상으로 인한 조간대
의 지표면 변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간대 기상관측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였다.

2. 조간대 관측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는 조간대 관측시스템을 설계하여 기상 및 해양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한다.
조간대 관측시스템은 기상관측 타워, 기상관측장비, 유·무선통신 시스템, 데이터 저장 PC, 데이터 분석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측시스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관측 타워에 설치한 기상관측장비를 통하여 기
상 및 해양 데이터를 수집한다. 둘째, 무선통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저장 PC로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한다. 셋
째, 유선통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통계 분석 PC로 분석을 수행한다.

3. 조간대 관측시스템 구축
관측장비 설치 지점은 전남 여수시 화양면에 육지로부터 약 100 m 떨어져 있는 오도로 선정하였다. 지표면
은 해양 암반층 위에 깊이 30~40 cm 갯벌로 이루어져 있다. 관측 환경은 연중 만조 시 지표면이 바다에 완전히
잠기고, 간조 시 지표면이 완전히 드러나 조석현상에 의한 변화 특성을 잘 보여준다.
기상관측 타워는 내구성을 위해 파이프 구조로 제작하고, 높이 3.5 m의 사다리형 지지대로 제작하였다. 기상
관측장비는 타워 위에 상단 막대를 부착하여 해수에 의한 침수를 방지한다. 연구에 사용된 기상관측장비는 온
습도 센서, 강우 센서, 일사계, 알베도 센서, 조위측정기이고 솔라판넬을 통한 전원공급으로 24시간 관측이 가
능하다.
기상관측장비의 데이터 로거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에 구축한 연구실의 데이터 저장 PC로 관측 데이
터를 송신하고, 송신된 데이터는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분석 PC로 송신되어 데이터 분석 및 이미지 표
출에 수행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KMI2021-074010)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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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 서울지역의 구름-미세먼지-강수
상호작용 분석
한수지 ․ 엄준식1) ․ 이승수2) ․ 정창훈3)
부산대학교 BK21 지구환경시스템 교육연구단, 지구환경시스템학부 대기환경과학과,
2)
Earth System Science Interdisciplinary Center, University of Maryland,
3)
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미세먼지는 구름의 성장 과정 및 미세물리적 현상에 직접 참여하면서 강수 현상에 불확실성을 일으킨다. 미
세먼지가 구름 응결핵의 역할을 하면서 구름 방울로 성장하고, 이 구름 방울들이 모여 다양한 강수 현상을 만
든다. 구름의 수명이 길어져 강수가 지연되는 현상, 짧은 시간에 깊은 대류 구름으로 성장하여 소나기와 같은
폭우성 강수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시공간적 분포의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 구름-미세먼지-강수 상호작용은 기
상 예측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이론적으로 중요함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실제 관측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장기간의 관측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의 구름-미세먼지-강수 상호작용 현상
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지역은 서울,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년간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강수량, 기상변수
및 미세먼지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미세먼지는 에어코리아의 PM10 도시 대기 관측값을, 강수량은 기상청 기
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1시간 당 강수량 측정자료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기상변수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
다. 구름-미세먼지-강수 상호작용의 핵심은 미세먼지가 구름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을 만
들어내고, 강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가 구름 성장 과정을 거쳐 강수 현
상을 만들어내기까지 약 2시간 정도가 필요함을 가정한다. 강수가 끝나고 2시간 이내에 새로운 강수가 발생하
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강수 현상으로 분류한다.

3. 결과 및 고찰
강수 현상을 모두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각 강수 현상으로부터 2시간 전 PM10 농도와, 그 강수 현상에서 나
타난 최대 강수량 및 강수 지속시간 등 강수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상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 미세먼지가 최근 8년간의 도시 강수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기상변수의 함수로 분석하고
자 한다.

4. 참고문헌
Li, Z., Niu, F., Fan, J., Liu, Y., 2011, Long-term impacts of aerosols on the vertical development of clouds and
precipitation, Nature Geosci, 4, 888-894.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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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연직 특성 분포 분석:
KORUS-AQ 항공기 관측 자료를 중심으로
이윤서 ․ 장성현 ․ 엄준식1) ․ 정창훈2) ․ 이승수3)
부산대학교 BK21 지구환경시스템 교육연구단/지구환경시스템학부 대기환경과학과, 1)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2)
경인여자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3)Earth System Science Interdisciplinary Center, University of Maryland

1. 서론
태양복사를 산란, 흡수하거나 구름 응결핵으로서 작용하여 지구 복사 수지를 조절하고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
는 에어로졸은 대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수송된 에어로졸과 국내의 공장과 발전소 등에서 배출한 에어로졸이 공존하기 때문에 국내 ․ 외 배출원에 대한
각각의 에어로졸 특성과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한 분석의 일환으로서 2016년 5~6
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의 주도하에 한-미 대기질 합동 연구(KORUS-AQ)가 진행되었다.
KORUS-AQ 기간 동안 지상 관측소, 선박, 항공기, 위성 등을 이용한 다양한 대기질 관측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항공기에서 관측한 에어로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KORUS-AQ 관측 캠페인 동안 NASA의 DC-8 항공기에서 관측한 에어로졸의 연직 분포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에어로졸 관측 자료는 DC-8에 탑재된 APS (Aerodynamic Particle Sizer),
CPSPD (Cloud Particle Spectrometer with Polarized Detection), LAS (Laser Aerosol Spectrometer),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HR-ToF-AMS (High Resolution Time-of-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er)
장비를 이용해 관측한 자료이다. 고도에 따른 에어로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태화산 상공에서 수행되었던
47회의 나선 비행 동안 측정한 에어로졸의 연직 수농도와 크기 분포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KORUS-AQ 기간 동안 대한민국 상공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은 고도에 따라 수농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
만, 기상 조건에 따라 복잡한 연직 분포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 또한 고도와 기상 조건
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상 관측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에어로졸의 연직 분포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환경변수의 함수로 정량화 하였다.

4. 참고문헌
Choi, Y., Ghim, Y. S., Rozenhaimer, M. S., Redemann, J., LeBlanc, S. E., Flynn, C. J., Johnson, R. H., Lee, Y., Lee,
T., Park, T., Schwarz, J. P., Lamb, K. D., Perring, A. E., 2021,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f aerosol optical
properties over the Korean peninsula during KORUS-AQ, Atmos. Env., 254, 118301.
Peterson, D. A., Hyer, E. J., Han, S. O., Crawford, J. H., Park, R. J., Holz, R., Kuehn, R. E., Eloranta, E., Knote, C.,
Jordan, C. E., Lefer, B. L., 2019, Meteorology influencing springtime air quality, pollution transport, and visibility
in Korea, Elem. Sci. Anth., 7, 57.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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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PM2.5 농도 추정에 미세먼지 후방산란 연직 분포와
기상조건이 미치는 영향
정희정 ․ 엄준식1)
부산대학교 BK21 지구환경시스템 교육연구단/지구환경시스템학부 대기환경과학과,

1)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세먼지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다. 관측소 기반 PM2.5 모니터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측
소들의 공간적 분포가 조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 또는 위성 기반 원격탐사를 통한 PM2.5 농도 간접 도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상 원격탐사 관측 기기인 운고계는 단일 파장대의 레이저 펄스를
방출하여 구름 입자 또는 에어로졸에 의해 후방산란된 신호를 받아 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흐린 조건이나 야
간에서도 에어로졸 후방산란 계수의 수직적 분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운고계에서 관측된
연직 후방산란과 기상변수들을 이용하여 지상 PM2.5 농도를 추정하고 관측된 PM2.5와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대학교 자연대연구실험동 옥상에 설치된 운고계(Campbell Scientific, SkyVUE PRO
(CS135)) 후방산란 관측 자료와 운고계 바로 옆에 위치한 장전동 광화학오염물질측정소 관측 자료(PM2.5, 온도,
상대습도, 풍속, 풍향)를 이용하였다. 약 1.5년(2019.08.13 ~ 2021.03.03)간 자료에 대해 총 6가지 조건(주간(맑
음+흐림), 주간 맑음, 주간 흐림, 야간(맑음+흐림), 야간 맑음, 야간 흐림)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을 구분하기 위해서 운고계의 운저고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강수량이 측정되거나 습도가 95% 이상, 운
저고도가 200 m 이하인 경우는 강수가 있는 경우로 판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운고계로 측정한 후
방산란 자료는 지상으로부터 특정 고도까지의 연직 후방산란을 적분하는 방법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전처리 과
정을 한 다음,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가지 조건 각각에 대하여 100번의 교차검증을 실행하였고 이
를 통해 최적으로 적합한 매개변수를 찾아 추정식에 적용한 PM2.5 농도와 측정된 PM2.5 농도를 비교하고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6가지 날씨 조건에 대해 후방산란 자료만 이용하여 추정한 지상 PM2.5 농도보다 후방산란 자료와 기상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상 PM2.5 농도가 측정된 지상 PM2.5 농도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지상 PM2.5 농도를 잘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2020R1A6A1A03044834)의 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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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한반도 대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PM10을 대상으로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는 태풍에 동반된 강풍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많은 강수에 의한 세정작
용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청정한 대기를 나타낼 것이라는 인식적 경향이 강하
다. 하지만, 이 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영향기간에 적지 않은 빈도로, 또한 낮
지 않은 농도의 고농도 대기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풍영향시기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는 감소되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므로 ‘태풍 피해는 강풍과 폭우에만 주로 대비하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인
식이 실제 대기환경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7대 도시에 설치된 대기
오염측정망의 PM10 자료분석을 통해 현황적 측면에서 이러한 개념의 타당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우리나라 7대 대도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에 설치된 환경부 도시대기측정망의 PM10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할 PM10 자료는 국립환경과학
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 대도시별 도시대기측정망의 시간별 자료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영향
기간은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할 계획이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대기측정망자료가 제공되
기 시작한 2001년부터 최근인 2020년까지를 분석대상연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풍이 가지는 대기환경에서의 긍정적 효과인 원활한 ‘대기환기’로 인한 ‘대기질
의 개선’이 일반화될 수 있는 개념인지를 현황분석을 통해 의미적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 대기환경에 있어서도
부정적 효과인 고농도 대기질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R1F
1A10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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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한반도 영향 가을태풍 : 미래의 위험성은?
나하나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1. 서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특성이 급변하고 있다(IPCC, 2015). 한반도에 영향
을 미치는 태풍이 발생하고, 성장하게 되는 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 해수온이 전세계 평균 해수온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을태풍’
이라 불리는 9월, 10월 영향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가을태
풍에 대한 빈도, 강도, 최대풍속분포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특성의 변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비교하
며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첫 번째로, 1954-2003년을 대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특성(Park et al., 2006)과 기상청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Predictioin System) 수치모델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한
반도 영향 태풍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태풍 내습 시 발생가능한 최대순간풍속과 피해액을 산정
하기 위해 개발된 태풍사전방재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영향 태풍의 월별, 진행경로별 발생가능한 최대순간풍
속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2~2010년 기간의 영향태풍과 2011~2020년 기간의 영향태풍을 분류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Table 1. Categorization for period Ⅰ, Ⅱ, Ⅲ
Period
Period Ⅰ

1954~2003

‘과거’

Period Ⅱ

2002~2010

‘2000년대 초반‘

Period Ⅲ

2011~2020

‘2011년 이후 최근’

3. 결과 및 고찰
최근으로 올수록 가을 태풍의 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을 태풍의 최대순간풍속 또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로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가을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가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을태풍에 대한 방재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다
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IPCC, 2015, Climate Change 2015: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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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비산재를 활용한 암모니아 제거용 흡착소재 특성분석
박종원 ․ 이창한 ․ 김문일 ․ 곽주영1) ․ 곽상희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삼두종합기술㈜,

2)

싸이텍코리아㈜

1. 서론
최근 암모니아는 대규모 악취발생시설 등에서만 관리되고 있었으나 2차 생성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
두되면서 암모니아를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포함되었고 대기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2차 생성된 미세
먼지(PM2.5)에 고농도 사례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2차 미세먼지 생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구물질인 암모니
아의 제거가 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미세먼지 유발물질이며 산업 폐기물인 석탄 비산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흡착
소재인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기 위해 용융/수열합성 방법을 이용하여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제올라
이트에 대하여 암모니아 흡착성능 실험을 수행하였고, 암모니아 흡착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전이
금속을 이온 교환시켜서 2차 미세먼지 유발 주요 전구물질인 암모니아를 저감시키는 고성능 흡착 소재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 방법은 산업폐기물인 석탄 비산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흡착소재인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기 위해 용융/수
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Na-A 형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고 암모니아의 흡착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전이금속(Fe, Mn, Co, Cu 등)을 이온 교환 또는 함침시켜서 암모니아 흡착 성능이 우수한 암모니아 흡착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암모니아 파과 곡선을 측정하하기 위해 FT-IR 분석기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
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특히, 암모니아 흡착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NH3-TPD를 분석하였으며, 흡착제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XRD 등을 통해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석탄 비산재를 활용하여 암모니아 흡착을 위한 A형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고, 합성된
제올라이트에 다양한 전이금속을 이온교환시켜 양이온이 치환된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흡착 실험을
한 결과, 1~5wt.% 이온 교환량에 따라서 암모니아 흡착량이 변화가 있었으며, 5wt% 이온 교환된 제올라이트의
경우 암모니아 흡착량이 Mn>Co>Cu>Fe> HDZ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성된 제올라이트 및 이온교환된 제올
라이트에 대한 결정형태 및 결정성 크기 분석을 위해 XRD 측정한 결과 합성된 제올라이트와 이온 교환된 제올
라이트의 경우 전형적인 A형 제올라이트 결정 형태를 가지지만 이온 교환된 제올라이트의 경우 결정화도가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양이온의 전위 크기가 커짐에 따라 X선 회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정크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H3-TPD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암모니아 흡착 성능을 통한
제올라이트의 산 세기를 비교한 결과 5wt% 이온 교환된 제올라이트의 경우 암모니아 흡착량이 Mn>Co>
Cu>Fe> HDZ 순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Cho, G. H., Park, J. H., Rasheed, H. U., Yoon, H. C., Yi K. B., 2020, A study on the Adsorption and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metal-impregnated activated carbons with metal precursors for the regeneration and concentration
of ammonia, Clean Technol., 26(2), 137-144.
Lin, L., Lei, Z., Wang, L., Liu, X., Zhang, Y., Wan, C., Lee, D. J., Tay, J. H., 2013, Adsorption mechanisms of
high-levels of ammonium onto natural and Nacl-modified zeolites, Sep. Purif. Technol., 103, 15-20.
Park, J. W., Seo, Y. J., Ryu, S. H., Kim, S. D., 2017, Ammonia adesortion capacity of zeolite X with different cations,
Appl. Chem. Eng., 28(3), 355-359.
Wang, C. F., Li, J. S., Wang, L. J. Sun, X. Y., 2008, Influence of NaOH concentrations on synthesis of pure-form
zeolite A from fly ash using two-stage method, J. Hazard. Mater., 155, 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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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태풍 시기 강풍영향평가를 위한 시군구별 위험수준
평가
윤희성 ․ 정우식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

1. 서론
태풍을 비롯한 강풍은 한반도에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가져온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태풍피해의 사전방재
목적으로, 영향평가를 위한 강풍위험수준 산정에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태풍에 동반된
강풍위험수준의 지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Kim et al., 2017). 최근 기상청에서 한반도 전체를 단일적 기준으로
확립하여 시범운영 예정을 밝힌 바 있는데,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나타낼 시에, 태풍으로부
터 발생하는 강풍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세지역에 따른 위험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영향태풍에 대해서 최적화된 지
역별 맞춤형 강풍위험수준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별로 발생가능한 최대피해액을 추가로 제시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피해에 대한 전반적 파악과 동시에, 향후 강풍 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Na and Jung(2021)의 연구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
완하여 강풍의 피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태풍사전방재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때, 2002~2019년
60개 태풍을 대상으로, 입력자료의 고해상도화를 진행하였고, 피해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수는, 통
계청 총조사주택(2019)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이에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하여 발생가능한 최대피해액을 산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태풍동반 강풍이 발생했을 시에, 지역별로 발생하는 최대순간풍속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빌어 시범적으로, 서울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대순간풍속에 따른 피해액 산정은
피해규모에 대한 척도 역할을 하기에, 영향평가에 따른 위험수준산정 연구의 필요성이 강구된다. 서울과 부산
지역을 놓고 비교했을 때, 해당 지역의 풍속과 피해액은 서울 서초구에서 평균 23.5 m/s의 풍속과 약 2,580만
원, 부산 해운대구에서 32.0 m/s, 약 927만 원의 각 지역에서 가장 강했던 피해가 나타났다. 이는 평균매매가격
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러한 차이는 단일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정확한 영향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험수준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추후, 상세지역별 위험수준과 그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여,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영향태풍의 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Kim, H. M., Min, K. R., Kim, I. G., Lim, B. H., Youn, M. J., Kim, S. B., 2017, Paradigm shift to impact-based
forecasting and warning services for natural hazard response, Innovation studies, 12(3), 161-178.
Na, H. N., Jung, W. S., 2020, A study on Improving the prediction accuracy of a typhoon disaster prevention model
part Ⅱ: sensitivity of the WRF model to GDAPS, RDAPS, GFS dat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6(4), 5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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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이동체를 이용한 대기 가스 센서 측정 시스템과 다변량
기법을 이용한 정량 분석 기법 개발
박선기1) ․ 조원보1) ․ 김성준1),2)
1)

주식회사 우리아이오,

2)

전북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LANL-JBNU 한국공학연구소

1. 서론
대기 가스에 대한 본 연구에서 UAV에 탑재한 후 고도별 다양한 대기 가스 측정 방법을 연구하여, 고도에 따
른 다양한 대기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를 개발하였다. 대기 가스 측정을 위한 센서는 주로 가스 접촉형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스 접촉형 센서는 가격이 저렴하나 단점이 있다. 전기 화학 센서, 접촉식 반도체 센서
등 접촉형 센서의 경우에는 다른 가스에 대해 cross interference에 의한 가스 농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
한 농도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 가스 측정 센서에 다변량
분석 기법에 따른 보정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그중에서 다중 회귀 곡선(MLR, Multiple Linearity Regression)을
사용하여 cross interference에 의한 농도 편차를 바로 잡았다. 본 실험에서는 대기 가스 중 NH3, H2S, CO, VOC
대표적인 4가지 시료에 대해서 cross interference에 대한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보정 한 결과는 보정 전보
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정 방법으로 다변량 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현장
적용 장비의 성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 방법으로써는 무인 이동체에서 NH3, H2S, CO, VOC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접촉형 센서를 탑재하였으
며, 이 4가지 센서에 대해서는 NH3, H2S, CO는 전기 화학 센서이고, 나머지 하나인 VOC는 접촉형 센서를 구
성한 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 방식은 각 센서에 대해서 표준 가스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이 표준 가스
를 기반으로 하여 CLSR로 검량선을 사용하여 정량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현장 (In-situ) 측정을 한 후 CLSR에
의한 정량 분석 편차를 cross interference 보정을 위하여 MLR (Multiple Linearity Regression)을 사용하여 보정
한 결과 기존의 CLSR에 비해서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무인 이동체의 가스 센서 장착 (총 4가지 센서: NH3, H2S, CO, VOC)하여 가스 강제 주입 방식으로 실험
2) 표준 가스를 이용한 각 가스별 정량 분석
- 단일 회귀 곡선과 센서값에 대한 상관관계
- 다중 회귀 곡선과 센서 값에 대한 상관 관계(cross interference)
3) 현장 일상 분석 (In-situ routine analysis) 결과
- 단일 회귀 곡선과 다중회귀 곡선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보정한 결과 값과 차이를 확인 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In combination with gas correlation techniques, Appl. Phys., B, 94, 699-704.
Lou, X. T., et al, 2009, Sulfur dioxide measurements using an ultraviolet light-emitting diode.
Mount, G. H., et al, 2002, Measurement of atmospheric ammonia at a dairy using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 in the mid-ultraviolet, Atmos. Environ., 36, 1799-810.
Saalberg, Y. Wolff, M. Multivariate Analysis as a Tool to Identify Concentrations from Strongly Overlapping Gas
Spectra, Sensors 2018, 18, 1562, doi:10.3390/s1805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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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부산 항만 주변지역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변화와 성분 특성
강나연 ․ 현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1. 서론
미세먼지는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별, 지역별 농도 변화가 심하고 성분 특성도 다르다. 특히 부산
항만 주변지역에서는 계절 간 미세먼지의 농도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구성성분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되었
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이 연구는 부산 항만 주변지역 미세먼지의 농도와 성분이 계절별로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동 옥상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채취한 PM2.5 필터시료 12개
에 대해, SEM-EDS 장비를 이용하여 PM2.5 내 원소구성과 입경을 분석하였다. 시료채취와 병행하여, 부산광역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중 부산항과 인접한 네 지점(장림동, 부산북항, 대
연동, 태종대 측정소)에서 측정된 PM2.5, PM10, SO2, NO2, O3, CO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여 필터시료 성분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농도변화 : 시료채취 기간 동안 PM2.5, PM10, SO2, O3, NO2, CO를 관측한 에어코리아 공개 자료의 계절별
평균농도를 관측지점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PM2.5, PM10, CO 농도는 모든 관측지점에서 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
았다. O3 농도는 모든 관측지점에서 봄에 높았고, 장림동, 대연동에서는 겨울에 낮았으며, 부산북항, 태종대에서
는 여름에 낮았다. SO2 농도는 부산북항에서 여름에 높았으며, 대연동에서는 봄에 낮았다. NO2 농도는 부산북
항에서 여름에 높았으며, 태종대에서는 봄에 낮았다.
2) 원소구성 : PM2.5 필터시료 내 원소 구성성분 중 필터성분인 Si와 O를 제외하면, 12개 시료에 대해 S의
평균함량이 10.2%로 우세하였다. 토양기원 원소(Fe+Ca+Al+K+Mg의 합)의 함량은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에
1.5~12.8배 높았고, 해염기원 원소(Na+Cl의 합)의 함량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2.0~10.9배 높았다.
3) 입자크기 : PM2.5 필터시료 내 입경 1.0 µm 이하인 입자의 함량은 최소 38%에서 최고 92%까지 변화하였
다. 계절별로는 봄에 78%로 가장 높았으며,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65% 내외였다.
Table 1. Elemental components of the PM2.5 filtered samples collected at KIOST from March 2020 to February 2021
Season

Element
(wt%)

Spring

Summer

Fall

Winter

Fe+Ca+Al+K+Mg

3.91

2.08

17.77

26.68

12.61

Na+Cl

0.52

5.68

1.30

2.87

2.59

Annual average

4. 참고문헌
Jeong, J. H., Shon, Z. H., Kang, M. S., Song, S. K., Kim, Y. K., Park, J. S., Kim, H. J., 2017, Comparison of source
apportionment of PM2.5 using receptor models in the main hub port city of East Asia: Busan, Atmos. Environ.,
148,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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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수 중 방사성 세슘 모니터링
채진욱 ․ 이유정 ․ 정한희 ․ 임용승 ․ 유은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1. 서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진도 9.0 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 일어난 방사능 누출 사고이
다. 이 사고로 인해 인공 방사성 물질인 Cs-134, Cs-137이 누출되었고(Hideki Kaeriyama et al., 2016), 많은 과
학자들이 사후 영향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
라 주변 해역에서는 I-134 및 Cs-134는 불검출이며 Cs-137은 미량으로 검출되었고, 94년도 이후 우리나라 주변
해역 Cs-137의 농도 변동 범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과거 핵실험의 잔유물로 파악되었다. 또한 부산시 보
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2014년 이후 부산 지역 해수의 Cs-137 농도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상 변동 범위
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해수에서 미량 검출된 Cs-137의 변화와 국내외 여러 학술 자료를 비교분석
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부산지역에 대한 방사능 유출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부산지역 내 고리원전 인근 해수를 월 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수의 Cs-134, Cs-137의 경우 AMP 공침법으
로 전처리하였고, HPGe 검출기(CANBERRA)를 이용한 감마선 분광 분석법으로 정량하였다. 해당 방법은 원자
력안전기술연구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4년~2020년 조사 기간 동안 부산지역 인근 해수에서 Cs-134는 검출되지 않았다. 반감기가 30년인 Cs-137
은 해수에서 0.00110~0.00264 Bq/L 검출되었다. 검출된 미량의 Cs-137 농도는 우리나라 해수의 Cs-137 평균 농
도 변동 범위 수준이며 과거 핵실험의 잔존물로 추정된다(KINS 2020). 그리고 최고 농도는 15년 1월, 6월에 각
0.00264, 0.00255 Bq/L로 높았으며, 연평균 농도도 15년도에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기간동안 우리
나라 남해 및 동해 해역 16개 지점의 Cs-137 농도는 0.00122 ~ 0.00241 Bq/L이며, 최고농도는 15년 동해지역에
서 0.00241 Bq/로 가장 높았다(KINS 2020). 또한 부산 인근 해역의 Cs-137 농도도 15년도에 가장 높았으며, 대
부분 해역에서 14~16년도 사이에 Cs-137의 높은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부산에서 가까운 일본의 카고시
마, 사가 지역에서도 Cs-137 농도가 14~16년도 사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Yayoi et al., 2018). 대
부분의 연구자들은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Cs-137은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흘렀다고 주장하지만
(Hideki et al., 2016), 일부는 부산 남해 및 동해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된다(Yayoi et al., 2018). 물은 일반적으
로 토양이나 식물 등의 매질보다 Cs-137의 체류 및 용존성이 낮아서(Shozugawa et al., 2012) 방사능 농도가 낮
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누출된 Cs-137의 일부가 14~16년 사이에 우리나라 남해 및 동해, 일본 서쪽 및 북쪽
해역에서 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4. 참고문헌
Hideki Kaeriyama1, Yugo Shimizu1, Takashi Setou1, Yuichiro Kumamoto, Makoto Okazaki1, Daisuke Ambe & Tsuneo
On, 2016, Intrusion of Fukushima-derived radiocasesium into subsurface water due to formation of mode waters
in the North Pacific, Scientific Report.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14~2020, 해양환경방사능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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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yoi Inomata, Michio Aoyama, Yasunori Hamajima, Masatoshi Yamada, 2018, Transport of FNPP1-derived
radiocaesium from subtropical mode water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Ocean to the Sea of Japan, Ocean Science,
14, 8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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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하수관거 및 하천 악취 발생 현황 조사
이유정 ․ 정화숙 ․ 이범구 ․ 채진욱 ․ 정한희 ․ 한상민 ․ 임용승 ․ 유은철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1. 서론
악취는 황화수소 등 자극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이나 악취방지법 상 규제되는
대상은 사업장 및 일부 공공시설로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악취민원은 생활 속 악취
로 하수관로, 도심 하천 및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이다. 생활 주변 악취는 산발적이며 악취 강도는 시간
과 기상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악취 민감도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취 평가와 규제가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악취물질은 휘발성이 큰 기체상 오염물질로 매우 낮은 농도 수준에도 후각세포를 자극하나 시간적으로 불
규칙적인 발생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악취 발생빈도를 감안한 악취 발생원 관리를 위하여 악취물질의 정성 ․ 정량 조사
및 악취 농도에 따른 강도 분포로 악취 실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3월과 5월에 부산 지역 사하구에
서 악취민원이 높은 하수관거와 도심하천의 악취 물질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악취물질 기여도를 평가하여 하수
및 도심하천의 악취 저감 관리 등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하수관거 2개 지점 및 도심하천인 괴정천으로 악취 민원이 많으며 시료 채취
당일 현장에서 직접 관능법으로 가장 높은 취기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였다. 시료 채취는 약 1 L/min 흡입유량
의 흡인상자법(5L-bag samler, supelco, USA)으로 하수관거의 악취시료는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2019)에 준하였고 하
천의 악취 시료는 악취공정시험기준(2019)에 따랐다. 악취 시료의 분석은 복합악취로 공기희서관능법에 따랐고 악취물
질은 최근 도입되고 있는 대기물질을 전처리 과정없이 연속적으로 실시간 측정가능한 선택적다중이온질량분석기
(SIFT-MS)를 이용하여 악취방지법에서 지정한 22종의 악취물질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하구 장림동 하수관거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3월에 669~1000배, 5월 44~100배로 분포 범위
가 넓게 나타났으나 괴정천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3월 6배와 5월 10배로 유사하였다. 또한 장림동 하수관거의 주요
악취물질은 3월에 메틸메르캅탄 0.0191~0.3412 ppmv, 황화수소 0.014~0.230 ppmv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0.084~0.093
ppmv였으나 5월에는 메틸메르캅탄 0.0051~0.0063 ppmv, 황화수소 0.064~0.105 ppmv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0.155~0.165 ppmv로 조사시기별 분포양상이 달랐으며 괴정천의 지정악취물질은 3월에 아세트알데하이드 0.054 ppmv,
황화수소 0.006 ppmv, 메틸메르캅탄 0.0010 ppmv이었고 5월에 아세트알데하이드 0.121 ppmv, 황화수소 0.016 ppmv,
메틸메르캅탄 0.0016 ppmv로 검출되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시기별 농도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악취기여도를 살펴보면,
하수관거에서는 3월에 26.5~75.9%의 메틸메르캅탄과 11.6~50.5%의 트라이메틸아민이 높았으나 5월에 12.7~25.5%의
트라이메틸아민과 27.6~42.2%의 황화수소가 높게 조사되었다. 하천에서의 악취기여율은 트라이메틸아민이 3월에
34.7%와 5월에 37.0%로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모든 조사지점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및 악취기여율은 미비한
것으로 또한 조사되었다.
안 등(2020)은 하수관거 내 악취물질 중 황화합물의 악취기여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황화합물
과 트라이메틸아민이 함께 높은 기여도로 조사되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황화합물과 트라이메틸아민에 대한 생성 억
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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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Environ., 14(2),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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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지역 도로변 에어로졸 성분의 입경분포 특성
이기호 ․ 허철구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도시 대기 중 PM2.5의 25%는 교통, 15%는 산업 활동, 20%는 가정 연료 연소, 22%는 인간에
기인한 불특정 배출원 그리고 18%는 자연적인 먼지와 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교통수단에 의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도로변 환경에서의 오염수준은 다른 도시 배경지역에 비해서 더욱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
고, 농도뿐 아니라 입자의 화학적 조성, 입경분포 그리고 오염 특성의 시공간적 변동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
인다고 한다. 결국 도시의 대기 중 입자상물질에 대해서 교통요인이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제주도 면적의 22.9%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한 도시 대기질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
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발생원별 미세먼지의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가 없었기에, 각종 미세먼지 발생
원을 추정하고 그들의 기여도를 산정함에 필요한 각종 수단들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발생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조성특
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도시화가 진행된 제주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판단되는 도심지
역의 로타리에서 미세먼지를 입경별로 측정・분석하여 미세먼지의 농도 및 조성 변동특성을 입경별로 파악하
고자 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차량 왕래가 많은 원형 로타리를 도로변 에어로졸의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미세먼지 포
집에는 8단 입경분리장치를 사용했으며, 포집 시 MFC를 장착하여 공기 유량을 28.3 L/min로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주시 도심지역의 도로변에서 총 에어로졸의 농도(PMT)는 봄>겨울>여름>가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봄, 여
름 그리고 겨울의 농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가을철에는 크게 낮은 농도 수준을 나타냈다. 미세입자(PM2.1)에
있어서는 겨울>여름>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대입자(PM2.1-9)에서는 미세입자와는 반대로 봄>여름>겨울 순
이었으며, 가을의 농도는 미세입자와 조대입자 모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 에어로졸 입자에 함유된 이온성분들의 구성비를 미세입자와 조대입자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미세입
자 영역에서는 SO42-와 NH4+의 비중이 크고, NO3-는 계절에 따른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조대입자 영역에
서는 SO42-, NO3-, Na+, Cl-의 비중이 다른 이온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대입자 영역에서는 미세입자
영역에 비해 NH4+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NO3-, Na+, Cl- 그리고 Ca2+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시 도심지역 도로변 에어로졸 입자의 연평균 질량중위입경(MMAD)는 1.89 ㎛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봄철(2.14 ㎛)에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가을철(1.92 ㎛), 그리고 여름철(1.81 ㎛)과 겨울철(1.78 ㎛)에는 비슷한 크
기를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졸에 함유된 각 이온성분에 대한 입경별 분포특성에 대한 계절별 분포특성에 대
한 결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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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검출용 자가조립 나노구조체 M13 박테리오파지
기반 멀티 어레이 컬러센서
김예지 ․ 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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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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노 입자 기반 3차원 플라즈모닉 클러스터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조기 안과질환진단 시스템
장민수 ․ 김원근1) ․ 최은정2) ․ 이종민2) ․ 오진우3)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1)부산대학교 BIT 융합기술연구소,
3)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2)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

Abstract
대기오염은 지역 내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며, 인체 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안구는 지속적으로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으로 대기의 오염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대기 중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이 눈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녹내장, 결막염을 비롯한 다양한 안구 질환의 발
병 가능성이 상승한다.
이러한 안구 질환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는 것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류
는 많은 노력을 통해 정밀한 진단 장비를 확보하였으나, 그것들은 너무 비싸거나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RS 기법을 응용하여 소량의 생체 시료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 나노 입자를 기반으로 하며 검진 대상의 생체 시료를 포함하는 플라즈모닉 나노 클러스터
를 제안한다. 나노 클러스터 내부에서 금 나노 입자는 환자 시료의 신호를 증폭하며 라만 분광법을 통해 이를
감지한다. 측정된 라만 스펙트럼은 데이터 처리를 통해 기존 환자의 데이터와 비교되고 정상/환자로 분류된다.
플라즈모닉 나노 클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매니스커스 접촉을 통한 3D printing method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나노 클러스터를 필요할 때 마다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SEM을 통해 클러스터 내 나노입자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플라즈몬 모드에 의한 신호증폭은 환자 유래 대사체를 기반으로 확인하였다. 안과질환
환자의 눈에서 생물학적 대사 산물을 수집하고 라만 분광법를 통해 분류하고자 한다.

Reference
A. Mahadevan-Jansen R. 1996, Richards-Kortum Journal of Biomedical. Optics. 1(1), 31-70.
E. B. Hanlon, R. Manoharan, T. W. Koo, K. E. Shafer, J. T. Motz, M. Fitzmaurice, J. R. Kramer, I. Itzkan, R. R.
Dasari, M. S. Feld, 2000, Phys. Med. Biol., 45, 1-59.
H. P. Buschman, J. T. Motz, G. Deinum, T. J. Ro¨mer, M. Fitzmaurice, J. R. Kramer, A. van der Laarse, A. V.
Bruschke, M. S. Feld, 2001, Cardiovasc. Pathol., 10, 59-68.
Zihua Zhu, Tao Zhu, Zhongfan Liu, 2004, Nanotechnology, 15,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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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 박테리오파지 컬러센서 기반 심장 줄기세포 분화
모니터링 및 환경 유해물질 검출 분야로의 적용
이유진1) ․ 박지혜2) ․ 이종민3) ․ 최은정4) ․ 권상모2) ․ 오진우1),4),5)
1)
4)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기술학과, 2)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부산대학교 BIT 융합기술연구소, 5)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3)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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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센서를
제작 외부 화학 물질이 컬러센서에 결합하면 M13 박테리오파지 나노 구조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이러한 원
리로, 20가지 다양한 특성의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능성 펩타이드를 발굴하였다. 특
정 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 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발현시켜 높은 민감도와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M13 박테리
오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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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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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s Confined AuCu Nanoporous Tandem
Catalyst to Enhance the Selectivity of CO2 Reduction
김예솔 ․ 정희태
한국과학기술원

Research for carbon dioxide conversion to hydrocarbon is crucial for future life due to fossil fuel depleting
and earth environmental problems. The carbon dioxide reduction reaction (CRR) can produce the sustainable
energy with maintaining carbon-nuetral.
On the CO2 to C2 products reaction, C-C dimerization step was known as rate-determining step. Both catalyst
intrinsic propertie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can promote the C-C- dimerization. By controlling the intrinsic
property, binding energy of surface and intermediates of CRR can be regulated.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was generally controlled via nanosturcture of catalyst to confine the OH- or intermediates of CRR.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nanostructure to maximize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effect via combining
the tandem and confined structure. At the confined tandem catalyst, CO2 was converted to CO on Au surface
and diffused to Cu. Because the Cu has nanopore structure, diffusion of CO was blocked and confined inside
the Cu. The confined tandem structure shows the high efficiency and selectivity for C2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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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주민대피 권역별 강우기준의 설정에 관한 연구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1. 서론
2020년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 급경사지 지역의 붕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급경사지 주
민대피 관리기준의 강우기준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된 것으로 붕괴위험지역 관
리강화를 위해 지역특성과 최근의 강우특성을 반영한 주민 대피기준 강우량의 재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

2. 자료 및 방법
최근의 기후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강우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행 급경사
지 주민대피 관리기준에 사용된 1999~2014년 까지의 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지역의 848개의 강우자료를 이용
하였다. 강우자료 분석을 위해 1999~2020년까지의 피해지역에 대해 총 848개 강우사상을 수집하여 1시간, 24
시간(1일), 48시간(2일) 지속강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강원도 지역의 피해자료를 이용하여 강우분석을 한 결과 지질별로 분석된 위험단계별 강우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1. 강원권 지역의 지질별 위험단계 강우기준 비교
파괴확률
강우지속시간

1시간

24시간

48시간

지질

관심(5%)

주의(10%)

경계(30%)

심각(50%)

금회

기존

금회

기존

금회

기존

금회

기존

화성암

20

15

23

21

28

33

38

39

변성암

18

13

21

19

27

25

36

35

퇴적암

17

6

17

9

23

20

30

30

강원

17

14

21

20

27

26

38

39

화성암

63

50

72

71

132

128

181

157

변성암

22

16

25

23

87

81

143

142

퇴적암

34

24

60

34

64

61

86

87

강원

34

27

55

39

104

88

148

145

화성암

76

61

100

87

168

160

231

235

변성암

46

34

65

48

125

111

200

157

퇴적암

63

48

77

69

110

98

156

157

강원

63

57

81

81

149

133

218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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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저수지의 홍수조절량 확보를 위한 사전방류 검토
양준석 ․ 안승섭 ․ 박기범1) ․ 최은혁2)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1)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2)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 서론
성주댐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단일 목적댐이기는 하나 하류부 홍수피해 에방을 위해 재해발생 가능성
을 예측하고 지구 특성에 맞는 예방 기술 및 수문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
가 물관리 정책이 건설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이수측면 뿐만 아니라 치수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물
관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댐 유역특성에 맞는 신뢰성 높은 홍수예측
및 비구조적인 방안을 통하여 빈번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성주댐의 하류지역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하류홍수예측과 사전방류등을 통한 홍수기 제한수위의 설정 등 농업용저수지의 수문조작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예비방류방식은 홍수유입전 또는 홍수초기에 조작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조작개시의 판단은 기상상황 및 유
출상황, 현재의 저수지 수위 및 하류하천 수위 등을 기초로 하여 강우 또는 유출의 규모와 발생시각을 예측하
여야 한다. 예비방류를 위한 시간은 사전방류예보시간을 포함하여 홍수유입 전 최소 8~13시간의 여유가 필요하
다(한국수자원공사, 1992,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예비방류 대책 연구, 132). 따라서, 예비방류 방식은 홍
수기 중 기상 및 수문정보의 정도를 높이고 기상예보에 의한 예상 강우량과 유역의 특성에 따른 유출수문 특성
인자를 이용한 예상 홍수수문 곡선의 총유입량과 시간적 분포, 발생시각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기상정보

강우 및 유출 예상

홍수경계체제

정보입력
- 강우실황
- 유출실황
- 저수지
- 하천유량
- 강우예측

사전방류계획
제한수위방식
사전방류조작

홍수대비 저수위 유지

홍수조절조작
 ROM 조작
 하류기준점 조작
 실시간 조작

저수위 저하

홍수경계체제 해제

Fig. 1. 예비방류에 의한 홍수조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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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 수용비율을 통한 물공급 방안 연구
황주하 ․ 윤현철 ․ 원창희 ․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1. 서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 연강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 매년 가뭄이 발생하
고 있다. 지속적인 가뭄상황으로 봄 ․ 가을 가뭄 시 댐 및 저수지의 저수율 저하로 생 ․ 공용수 부족 현상뿐만 아
니라 농업용수 사용량 부족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효
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작물의 생육시기에 필요한 물 적정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농작물 생산
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관개기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빗물을 저장하고 재이용할 수 있는 우수저류조
시설물이 필요하다. 저류조의 적정 용량을 결정하고 빗물이 얼마만큼 재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용비율
을 산정하여 작물의 필요수량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뭄 시 재배작물에 대한 부족한 물을 보완할 수 있는 우수저류조를 이용하여 물의 순환 시뮬
레이션을 통해 우수저류조의 적정 용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작물의 생육시기에 따른 필요수량의 빈도분석 시
통계학적 분석 여부를 통해 적정 분포를 선정하고 설계필요수량을 추출한다. 재현기간별 설계필요수량으로 우
수저류조를 통한 작물의 필요수량으로 환산하여 실제 발생한 강우량과 비교 ․ 분석 과정을 시뮬레이션한다. 집
수면적 대비 빗물의 저류용량이 관개면적에 얼마만큼 수용될 수 있는지 빗물의 수용비율을 산정한다.

Fig. 1. 우수저류조 개념도.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밭작물의 생육시기에 대한 필요수량과 산정된 필요수량의 빈도분석을 통해 재배작물의 물 수
요량을 추정하고 우수저류조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적정 저류용량을 산정하여 빗물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가뭄 대비 빗물을 이용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물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Campisano, A., Modica, C., 2012, Optimal sizing of storage tanks for domestic rainwater harvesting in Sicily,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Okui. H., Imbe. M., 2016, Estimation of Rainwater Utilization Potential in Arakawa River Basin, Association for
Rainwater Storage and Infiltr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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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관리 특성을 고려한 국가가뭄정보통계 개발
김원범 ․ 윤현철 ․ 원창희 ․ 황주하 ․ 김미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1. 서론
2008년 이후 매년 크고 작은 가뭄이 반복되었고, 가뭄 빈도 증가에 따른 농업 ․ 생활 ․ 공업분야에서 가뭄피해
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차원의 가뭄관리를 위해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합동 가뭄 예 ․ 경보를 매월 시행하고 있으나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른 개별 가뭄 DB 생산 및 자료공유
체계 부재로 가뭄 발생 시 즉각적 대응에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가뭄은 대형 복합 사회재난으로 직 ․ 간접 피해
규모와 피해액 산정, 가뭄 전이 매커니즘 규명 등 연구를 위한 자료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통계를 통해 국민에게는 정확한 가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계에는 가뭄 연구용, 정부 및 지자체에는 정책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본 통계를 개발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018년 5월 가뭄정보통계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3월 국가통계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통계개발을 시작했다. 같은해 12월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국가승인통계(제 110032호)로 지정되
어 2020년 2월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와 간행물(책자) 발간을 통해 최초 공표되었다. 국가가뭄정보통계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 기준 167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부처 소관 업무별 가뭄의 발생, 피해, 대응 복구 항목
별 세부 조사자료를 총 10개의 승인통계표를 제공하고 있다(Fig. 1). 통계 종류는 해당 부처 소관업무별 전수조
사, 행정자료 집계 형태의 보고통계 이며 해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자료를 수록하는 형태이다.

Fig. 1. 관계부처 합동 가뭄정보통계 항목별 세부내용.

3. 결과 및 고찰
본 통계는 단일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가뭄 재난에 대한 공유체계 구축과
재난안전통계 분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통계항목 보완과 신규 통계항목 개발 및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4.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0, 2018 국가가뭄정보통계집.
관계부처합동, 2021, 2019 국가가뭄정보통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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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뭄상황 예측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
김미정 ․ 윤현철 ․ 원창희 ․ 황주하 ․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1. 서론
정부에서는 2016년 3월부터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매월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 ․ 경보를 발표하여 가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 예 ․ 경보는 댐 ․ 저수지 위주로 분석되어 지자체에서 체감하는 가뭄상황과 차이가 발생
하여 가뭄 담당 공무원이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 가뭄 담당자가 정
책수립, 예산활용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강우 시나리오 기반 가뭄상황 예측기술을 개발하였다.

2. 연구방법
강우 시나리오는 평년 ․ 갈수년 ․ 최저강우·무강우의 4가지 조건이며, 상습가뭄지역인 충남지역의 댐 ․ 저수지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다. 댐별 관측자료와 시 ․ 군별 종별기상관측(ASOS), 방재기상관측(AWS) 자료, 공사 저
수지 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연강우량으로 강우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의 이용량(배분량)을
산정하였다.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 공급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량을 산정하였으며 영농기(4.1.~
9.30.)를 모의 기간으로 하여 가뭄상황 예측기술에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충남지역 중 보령댐의 경우 갈수년 시나리오 적용 결과, 4.1. 기준으로 6.26. ‘관심’, 7.21. ‘주의’, 8.25. ‘경계’
에 도달하여 ‘경계’ 도달 시점부터 도수로를 가동하여 용수 대체 공급으로 9.30. 까지 ‘경계’를 유지하였다. 예
산군 지역 저수지의 경우 갈수년 시나리오 적용 결과. 7.6. ‘관심’, 7.12. ‘주의’, 7.24. ‘경계’에 도달하였고 7.27.
‘주의’로 회복 후 다시 8.9.부터 ‘경계’, 8.15. ‘심각’에 진입하여 9.23.부터 저수율 0%로 저수지 농업용수가 고갈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의 결과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강우 시나리오 기반 가뭄상황 예측기술로 가뭄
상황 및 전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뭄대책 수립, 예산 집행 등 가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국가가뭄정보시스템 내 탑재되어 향후 수정‧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보령댐 모의 결과>

<예산군 저수지 모의 결과>

4. 참고문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국가 통합 가뭄정보 예·경보 기술 개발.

- 91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NB4)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국가가뭄정보서비스(NDIS) 개요 및 주요기능 소개
윤현철 ․ 원창희 ․ 황주하 ․ 김원범 ․ 김미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서론
행정안전부 국가가뭄정보서비스 NDIS (National Drought Information Service)는 정부·지자체 및 대국민 수요
자 맞춤형으로 가뭄재난에 대한 종합정보(기상,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로 ’22
년 정식공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2. NDIS 개발 기능 소개
NDIS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부기능을 공개하여 시범 서비스 중에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와 같다.
‘가뭄 예 ․ 경보’에서는 국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합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뭄 예 ․ 경
보에 대한 공식적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예 ․ 경보 업무 소요시간 단축·효율성 증대(지자체 체감가뭄 의견수
렴 자동화 등) 및 언론 연계 ․ 홍보 등을 추진한다. ‘지역가뭄통합정보’에서는 기상, 농업, 생 ․ 공으로 분리된 가
뭄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 지역통합가뭄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시나리오 기반 지역가뭄전망
의사결정’에서는 강우 시나리오 기반 최대 6개월 후의 가뭄상황 예측 기능과 가뭄해갈 필요강수량을 제공하여
사전 용수확보,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 가뭄대응 의사결정지원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
체 저수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지자제 수원정보를 제공하여 가뭄담당자로 하여금 지역의 가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뭄정보통계’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정보통계(국가승인통
계)에 대한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집 작성자동화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
일 기반 가뭄피해정보 공유’기능을 통해 지역별 가뭄피해 상황을 주민이 직접 입력하여 가뭄 피해의 선제적 인
지 ․ 커버리지 확장을 지원한다.

<국가가뭄정보 서비스 개요 및 구성>

<국가가뭄정보 서비스 메인화면>

3. 결론
NDIS는 국가 가뭄에 대한 종합적인 콘텐츠를 구성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가뭄정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행정안전부 가뭄관리의 역할을 정립하고 중앙 ․ 지자체의 가뭄 대응체계 일원화를 통한 시
너지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 지자체 ․ 국민 ․ 산학연의 가뭄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및 접근
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국가통합가뭄정보서비스 기능 및 콘텐츠 개발, 11-1741056-000296-0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지역맞춤형 통합 가뭄정보 평가기술 개발, 11-1741056-000295-01.

감사의 글
본 연구는 NDMI-2021-01-01(국가 가뭄정보 통합 예·경보 기술 개발)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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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기반 농업용 저수지의 비퇴사량 기준 최적경험식 산정
원창희 ․ 윤현철 ․ 황주하 ․ 김미정 ․ 김원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1. 서론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을 통한 물그릇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관
리 저수지는 13,747개소로 약83.3%(11,869개소)는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이다(2019년 농업생산기반정
비 통계연보). 이러한 노후저수지는 토사 퇴적으로 인해 제원정보 대비 담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나, 관리인력, 예산 부
족 등으로 준공 당시의 제원정보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자체 관리 저
수지 5개소를 대상으로 드론과 무인수심측량기를 활용하여 저수량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된 경험공식을 적용하여 비퇴
사량을 비교 ․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저수지의 비퇴사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측량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과 상류에서 비유사량을 산정하여 비퇴사량
으로 환산하는 방법, 다수 저수지 측량 결과와 유역특성 자료를 통해 개발된 경험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비퇴사량 산정을 위해 드론과 무인수심측량기를 활용하여 현장측량을 통해 저수량을 분
석하고 비퇴사량을 산정하였다. 저수지별 비퇴사량 산정결과는 윤용남 공식(1981)과 서승덕 공식(1988)에 의해 산정된
비퇴사량과 비교 ․ 분석하였다. 윤용남 공식은 국내 113개 저수지 퇴적량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경험식(1)과 단순
유역면적만을 활용한 경험식(2)을 제안하였으며, 서승덕 공식은 유역면적 200 ha 이상인 전국 122개 저수지 퇴적량 자
료를 이용하여 지역별(3), 고도별(4)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준설량 산정 기초자료 활용 등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측량 결과를 통해 산정된 비퇴사량
과 과거 경험식에 의해 산정된 비퇴사량을 비교 ․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송종, 와우, 도찬 저수지는 윤용남
공식 중 단순 유역면적을 활용한 경험식(2)가 실측치와 유사하게 추정되었으며, 가학, 파산 저수지는 윤용남 공식 중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발된 경험식(1)이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전남지역에 위치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서승덕 공식은 많은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농업기반 시절 활발히 이루어졌던 비퇴사량 산정
연구가 현재 측량자료 부족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험식 개발 연구가 미흡한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국 저수지
100개소 이상의 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비퇴사량 산정 최적 경험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저수지 준설량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업용수에 필수적인 저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저수지별 비퇴사량 산정 결과
시군

시설명

준공년도

총저수량(m3)
(제원정보)

해남
장성
신안
고흥
강진

송종
와우
도찬
가학
파산

1992
1968
1983
1996
1969

700,000
295,000
281,000
420,000
345,000

측량결과
비퇴사량
총저수량
(m3/km2/yr)
(m3)
649,200
1,751.7
141,500
2,896.2
268,100
339.5
402,600
696.0
265,200
1,534.6

윤용남 공식 비퇴사량

서승덕 공식 비퇴사량

(1)

(2)

(3)

(4)

1,110.4
1,090.4
1,776.0
1,154.1
1,368.1

1,866.0
2,024.8
225.1
1,568.2
729.1

714.3
660.7
1,676.5
500.8
788.1

4787.3
5175.4
64,788.3
6384.2
18,796.2

4.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19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
Suh, S. D., 1988,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pecific Sediments of Reservoirs and Physiographic Factors of Watersheds,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30(4), 45-61.
Yoon, Y. N., 1981, Estimation of Silting Load and Capacity Loss Rate of Irrigation Reservoi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1(1), 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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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대수층의 수리인자와 대수층 특성의 연관성 고찰
임우리 ․ 함세영1) ․ 이창한2) ․ 박윤석3)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3)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제주도는 투수성이 좋은 화산암류로 형성이 되어 지하수 함양율이 매우 높고 지표수의 발달이 빈약하므로 수
원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로 염수침입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녔다. 제주지역의 지하수는 기후변화 인자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므로 대수층으로부터 지
하수를 지속적으로 양수하면 지하수위 하강과 함께 염수침입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
치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주도의 지하수위와 염수침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한 53개 다심도 관측
정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월평균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상관 및 교차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
적 요인에 의한 수리인자와 대수층의 특성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분석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및 운영중인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의 월평균 및 일평균 지하수위, EC,
수온 자료,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강수량 및 기온 자료,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제주도
해안대수층 내 위치한 관측정의 지하수의 특성과 강수량, 해수위, 인근 양수정의 양수량 등의 환경적 변화에 대
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수리자료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및 교차상관분석
(cross-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자기상관분석에서 지하수위에 대한 지연시간(delay time)을 산정하였
으며, 교차상관분석에서는 강수량, 해수위, 기온, 인근 양수정의 양수량 등의 입력인자(input)에 대해 지하수위,
EC, 수온 등의 출력(output)이 최대로 높은 교차상관함수와 지연시간을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하수위의 자기상관분석 결과, 자기상관함수의 지연시간은 동부지역 0.43개월, 북부지역 0.87개월, 남부지역
10.93개월, 서부지역 17.02개월 순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서귀포층 출현심도 및 포화대의 두께와 밀접한 관련
을 보였다. 자기상관함수의 지연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관측정은 대수층 상부에 저투수성의 지층이 관찰되어 상
부의 저투수층이 하부의 서귀포층과 함께 가압층의 역할을 하여 강수량 및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적
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수위의 교차상관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차상관함수가 강수량에 대해 가
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동부지역의 JD-SeHw2, 서부지역의 JD-MR1, JD-SM2, 남부지역의 JD-WP, 북부지역의
JD-HmD2는 인근 양수정의 양수량이 지하수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EC와 수온의
교차상관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하부의 고결 내지 준고결의 퇴적층, 응회암과 같은 화산회층, 서귀포층과 같은
저투수층과 그 경계면에서 입력인자들에 대한 지연시간이 길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EC는 보편적으로 지하수위
에 대해 음의 교차상관함수를 보이나, 양의 상관함수를 가지는 경우는 해수위 또는 인근 양수정의 양수량과 양
의 상관함수를 함께 보이고 있어, 해수위 상승 또는 양수에 의한 지하수 상승과 EC 증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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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 조사
배헌균 ․ 노백호 ․ 정응호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환경기초시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시설이다. 이는 환경기초시
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난
이 발생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의 재난
연구는 주로 홍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경주 및 포항 지진과 같은 이전에 없던 규모의 지진 발생은 우
리나라가 홍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어 홍수 이외의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홍수 이외의 재난에 의해 환경기초시설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는 아직까지 국내에 없어 홍수 이외의 재난에 대한 환경기초시설들의
대응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검토함으로 국내 환경기
초시설의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형태의 재난에 대한 방안도 설립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국내의 관련 법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자료 및 방법
우선적으로 국내 재난관련 상하수도 관리체계와 상하수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 미국의 재난관리
관련 법 및 환경시설(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관련 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재난이 많은 일본의 재
난관리 관련 법 및 일본 상하수도 관련 법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물 안전 계획 내용
중 재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미국의 경우, 상하수시스템 분야의 세부 보호계획에서 자연재난을 가장 주요한
리스크로 선정하고 관리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상 ․ 하수 시스템(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분야를 국
가기반체계로 지정(국내의 경우, 정수장만을 국가기반체계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연속성 개념
하에서 관계기관(파트너)과 시설 및 주요자산 등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또한, 재난 대비를 위해 인프라시설의 안전취약성을 평가하여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들에 대해 성능 ․ 기능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다. 평가 과정은 주요 리스크의 특징을 분석하고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평가 후 사업연속성 모델인 계획(Plan)-실행(Do)-확인(Check)-대책마련(Action) 사이클로
반복함을 알 수 있었고 개별 개선대책의 진척상황은 최대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목표에 대한 도달수준 확인
후 각 부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대책 마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경우, 유해물질 유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재난에 취약한 실정
임을 확인하였고 자연재난 발생 시 업무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계획 미비함 역시 확인하였다. 따
라서 운영최적화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시설의 재난 대응 및 복구 능력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시설의 사회인프라적 성격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의한 연쇄효과가 크다
는 점에서, 업무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정립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의 확산에 대한 구
체적 시나리오 확인을 통해, 주요 리스크 선정과 우선 순위화에 따른 운영최적화 기술 및 리스크 관리체계 강
화가 필요하였다.

4. 참고문헌
Matsuhashi, M,. Tsushima, I., Fukatan, W., Yokota, T., 2014, Damage to sewage systems caus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governmental policy, Soils and Foun., 54, 9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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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배추 재배지의 토양피복 상태에 따른 토양유실 특성
김서준 ․ 백계령 ․ 김민우 ․ 정희주 ․ 이은경 ․ 강민우1) ․ 이정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1)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과

1. 서론
농경지에서의 토양유실은 작물생산력을 매우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근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우패턴의 변동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경사 밭이 많은 고랭지역 농경지는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 위험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여름배추의 생육시기와 수확 후 토양피복 상태에 따른 토양유실 특성을 분석하여 토양보전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37˚40‘48.0“N 128˚
43’51.0”E)에서 수행하였다. 토양 및 유거수량 측정을 위하여 무저라이시미터를 설치하였는데, 경사도 2, 7,
15%의 시험포장 각각에 가로 2.8 m 세로 22.4 m 규격으로 조성하였다. 배추는 재식거리 70*35 cm로 정식 하
였으며, 강우사상별 토양유실량은 여름배추의 생육기(2020.6.9.~2020.8.13.)와 휴한기(2020.8.14.~2021.6.14.)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강우사상별 강우강도 분석은 대관령기상관측소 및 시험포장내 설치된 강우량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USLE 모델 공식을 적용하여 연속 강우량이 12.7 mm 이상일 경우 1회 강우사상으로 정하였다.
피복율은 50 cm 정사각틀을 이용하여 100 cm 높이에서 사진 촬영 후 토양피복율을 환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기간 강우사상은 생육기 8회, 휴한기 15회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토양 유실량은 ha 기준 생육기에 경사
2%에서 나지 2.2, 배추 0.7, 경사 7%에서 나지 14.1, 배추 1.9, 경사 15%에서 나지 42.7, 배추 2.4톤이 발생하였
다. 휴한기는 경사 2%에서 나지 5.5, 배추 5.2, 경사 7%에서 나지 81.7, 13.5, 경사 15%에서 나지 223.1, 배추
43.6톤이 발생하였다. 배추 생육시기에 따른 토양유실량은 토양 피복율이 증가하는 생육중기 이후 피복율 증가
와 더불어 토양유실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추 생육초기에는 나지 대비 52∼87.5% 수준의 토양
유실량을 보인 반면, 토양 피복율이 90% 이상 되는 생육중기 이후에는 1.2~19%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
였다. 배추 수확 후 휴한기의 경우 잡초로 인한 토양 피복율이 67~87% 이상일 때는 나지 대비 0.6~1.3% 수준
으로 토양유실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추 생육량 증가에 따른 토양 피복으로 강우로
부터 토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임으로써 토양 유실량도 현저히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사 밭에서 여
름배추를 재배할 경우 토양보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강우로부터 토양을 보호할 수 있는 토양피복 증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Kim, H. K., Kim, J. S., 2018, Effect of Cover Crop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on Reducing Soil Erosion, J.
Korean Soc. For. Sci., 107(1), 50-58.
Sung, Y. S., Kim, D. J., Lee, S. I., Ryu, J. C., Kim, J. G., Lim, K. J., Kim, K. S., 2020, Analysis of Effect of Ditch
Restoration on Soil Loss Reduction in Highland Agricultural Fiel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36(5), 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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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물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진승우 ․ 김학윤1) ․ 배헌균1)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1)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심화, 수질오염, 물 분쟁 지역 확대 등으로 물산업은 전세계 최대 산업 시장으로 부
상,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 물시장은 800조원(’16, GWI)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나, 국내 물산업은 총 매출액 43조 중 수출액 2조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국가 주도 물산
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대구시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물기업 유치와 효율적인 기업지원 체
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 핵심 인프라 사업이자 대구시 역점사업인 국가물산업클러스
터와 이를 부흥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여러 물산업 시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알아보
고, 접근성, 다양성, 흥미성, 유익성의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물산업 의식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주민의 물산업 인식에 대한 자료를 성별, 연령별로 조사하였다. 물산업을 접하게
된 경로를 파악하였고,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물산업은 어떤 분야의 산업을 핵심적으로 생각하는지 여부도 파악
했다. 또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인식과 정부 및 지자체의 물산업 홍보전략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조
사하였고, 선호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민체감형 홍보전략을 마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20년 981명의 지역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1%가 물산업을 인식하고 있으며 52.1%가 국가물
산업클러스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산업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4.5% 높았으며, 50대
이상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가 3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대 이상의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의 물산업 정보를 TV,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얻었으며(64.2%), 다음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방법으로 정보
를 얻었다(15.8%). 10대~20대의 주민들이 향후 물산업 정보를 접하고 싶을 때 인터넷과 SNS를 통한 물산업 정
보를 선호한다고 하였고(59.5%), 30대 이상의 주민들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를 선호한다고 답했
다(57.1%).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도산업(50.7%)을 물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20.1%), 환경정화복원(13%), 하·폐수처리업(10.7%), 기타(5.5%)로 답했다. 향후 대구시에서 물산업을 홍보할
때 주민의 35.3% 관심있게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 38.7%는 모르겠다, 26% 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없다고 답하
였다. 최근 4년간의 지역주민의 물산업 인식은 평균 59.2%를 나타냈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인식은 평
균 50.9%를 나타냈다. 물산업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령별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참
여의사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답한 38.7%의 주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접근성, 다양성, 흥미성, 유익성의 4가지
측면을 고려한 전략을 구상했다.

4. 참고문헌
Go, G. H., Gwon, G. W., 2021, National Water Industry Cluster, the Center of the Global Water Industry Leading
Innovation, J. Korea Water Resour. Assoc., 54(3), 92-98.
Jun, J. S., Park, K. S., 2015, Role Exploration of Local Government for Activating Water Industry : Focused on
Dae-Jeon, J. Social Science Research. 26(2), 2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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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수계 지류 ․ 지천의 유량 및 수질특성
김대훈 ․ 정재운1) ․ 최동호1) ․ 엄진용1) ․ 서현영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

㈜네이처앤플랜

1. 서론
영산강은 광주 ․ 전남지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수질개
선 노력에도 4대강 중 수질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기후환경변화, 친환경 농업으로 인한 가축분뇨 살포
량 증가, 작물생산성 증대를 위한 비료 시용량 증가 등의 이유로 유역 환경 여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유역환경 여건을 반영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영산강수계의 시 ․ 공간적 수질현황 파악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산강수계 지류 ․ 지천 수질 ․ 유량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영산강 수질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영산강수계 90개 지류·지천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1
회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Fig. 1). 측정항목은 유량,
BOD, COD, TOC, SS, T-N, T-P, Chl-a이며, 유량은 하천유량측정지
침에 준하여 측정하였고, 수질분석은 환경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 2021)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20년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총 1,471.3 mm의 강우가 내려 조사
대상 지류 ․ 지천의 유량은 6월과 9월에 전반적으로 높게 관측되었
다. 또한, 하천의 유역 크기가 작을수록 상류 농업용 저수지, 영농기
관개용수 공급, 농업배수 등이 지류 ․ 지천의 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의 경우 조사대상 지류 ․ 지천 중 평균
BOD, COD, TOC, T-N, T-P 농도가 가장 높게 관측된 하천은 영산
Fig. 1. Location of study sites.
강중류 중권역에 위치한 감정천 상류로 나타났고, SS는 영산강하류 중권역에 위치한 삼포천, Chl-a는 영산강상
류 중권역에 위치한 풍영정천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수계에 위치한 지류 ․ 지천들은 전반적으로 BOD, TOC, T-P
는 봄과 여름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하지만, 장수천 등 도심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유역의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한 계절별 수질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단위면적당 부하량의 경우 BOD는 평림천, COD와 TOC는
용전천, T-P, SS는 장수천, T-N은 증심사천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유량 및 오염부하 기여도를 활용하여 영산강
본류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하천을 파악한 결과 BOD는 19개, T-P는 31개 지류 ․ 지천이 영산강 본류 수질
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산강수계 지류 ․ 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5월과 6월에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농업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는 대부분 하천 말단에서 측정하여 하천의 전체적인 오염도를 파악하기에는 쉽지만 오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오염우심하천에 대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천구간별 정밀모니터링과 병행한 오염원 추적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환경부, 2020,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20-18호.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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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수계 지류 ․ 지천의 유량 및 수질특성
김대훈 ․ 정재운1) ․ 박서준 ․ 이재춘 ․ 이재영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

㈜네이처앤플랜

1. 서론
섬진강은 광주 ․ 전남 ․ 전북지역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다양한 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용수원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는 섬진강 수질개선 및 강화를 위해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섬진강 본류의 수질관리
를 위해서는 본류로 유입되는 다양한 오염원이 산재된 지류 ․ 지천의 수질 및 오염부하량의 변화 분석을 통한
오염원의 파악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섬진강수계 90개 지류 ․ 지천의 수질 ․ 유량를 수집 ․ 분석하
여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섬진강 수질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섬진강수계 90개 지류 ․ 지천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1
회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Fig. 1). 측정항목은 유량,
BOD, COD, TOC, SS, T-N, T-P, Chl-a이며, 유량은 하천유량측정지
침에 준하여 측정하였고, 수질분석은 환경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
경부, 2021)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기간동안 6월부터 9월까지 총 1,562.8 mm의 강우가 내렸으며,
지류지천의 유량은 6월과 9월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
류 ․ 지천의 상류에 위치하는 저수지의 홍수대비를 위한 사전방류 및
영농기간동안 이루어진 하천수의 관개는 지류 ․ 지천의 유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질의 경우 지류 ․ 지천의 평균 BOD, COD, TOC 농
Fig. 1. Location of study sites.
도가 가장 높게 관측된 하천은 지내천(순창중권역)으로 나타났고, T-N
은 오동천(오수천중권역)으로 나타났다. T-P는 금평천(오수천 중권역)으로 나타났고, SS는 주촌천(요천 중권역),
Chl-a는 옥과천(순창 중권역)에 서 높게 나타났다. BOD, COD, TOC, T-N, T-P, SS의 유달부하량은 유역면적이
가장 넓은 보성강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역면적을 고려한 단위면적당 부하량을 살펴보면,
BOD, TOC는 금평천, COD, SS는 옥택천, T-N, T-P는 곡성천에서 크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지류·지천이 포함
되는 중권역별 BOD와 T-P의 목표수질을 이용하여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 BOD는 89개 지류지천이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T-P의 경우 38개 지류지천이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섬진강수계 T-P 관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섬진강수계 지류 ․ 지천의 BOD, COD, TOC, T-P 수질은 전반적으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5월과 6월에 비교
적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농업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의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요구되지만, 오수
천과 요천 중권역의 지류 ․ 지천을 제외한 다른 유역의 지류 ․ 지천에서 수집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역환경 파
악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수집 후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 함으로써
섬진강수계 지류 ․ 지천 수질관리를 위한 의미있는 정보 도출 및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환경부, 2020,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20-18호.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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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업용저수지의 방류유무에 따른 하류지역
홍수피해분석 비교 검토
양준석 ․ 고진석1) ․ 박기범 ․ 최은혁2)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1)

해동기술개발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 서론
2020년 8월 집중호우 발생으로 성주호 하류부 대가천, 회천 본류 및 지류, 고령군 일부 제내지에 재산피해 발
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 1개소, 하천 2개소, 사유시설 3개소, 농경지 77 ha 등 시설피해 발생하였고, 지방하
천인 회천과 안림천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곡 ․ 개진 ․ 운수면과 대가야읍 일원에서 벼 25 ha, 토마토 16.6 ha, 수
박 5 ha, 딸기모종 3 ha, 참외 11 ha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주호의 급격한 방류가 피해 원인
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제방월류, 파제, 파이핑현상, 합류부 홍수배제불량 등에 의한 외수범람에 의한 피해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홍수 당시 성주댐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성주댐 유역이 있는 경우
와 성주댐 유역이 완전히 없는 경우 수문분석을 통해 회천하류지역의 수리분석을 하여 홍수위를 비교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able 1. 홍수위 비교 분석(2020년 홍수)
측점
(No.)

누가거리
(m)

계 획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7+80
168
169
169+53
170
170+90
171
172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780
1800
1900
1953
2000
2090
2100
2200

3,740
3,740
3,740
3,740
3,74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홍수량(㎥/s)
방류
방류
고려
미고려
1,242
848
1,242
848
1,242
848
1,242
848
1,242
848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682
465

계획
25.25
25.38
25.46
25.58
25.62
25.70
25.72
25.74
25.76
25.80
25.84
25.85
25.97
26.10
26.25
26.41
26.57
26.73
26.82
26.84
26.96
27.31
27.31
27.47
27.47
27.63

홍수위(EL.m)
방류
고려
22.49
22.61
22.69
22.78
22.82
22.86
22.90
22.95
23.00
23.10
23.18
23.18
23.31
23.52
23.72
23.86
24.03
24.20
24.38
24.43
24.62
25.68
25.62
25.78
25.78
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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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고(EL.m)
방류
미고려
22.08
22.20
22.27
22.36
22.41
22.45
22.49
22.53
22.58
22.65
22.72
22.73
22.79
22.95
23.15
23.30
23.44
23.55
23.65
23.69
23.91
25.35
25.31
25.44
25.43
25.51

좌안

우안

26.85
26.97
27.20
27.21
27.25
27.42
27.57
27.86
28.10
28.60
28.69
28.89
29.24
29.04
28.99
29.16
29.40
29.44
29.29
29.21
29.20
29.54
31.70
31.66
산

25.58
26.48
26.50
27.15
24.99
26.50
26.32
27.12
27.55
28.33
28.46
28.51
28.40
28.66
29.20
29.95
30.20
30.17
30.48
33.63
35.97
37.39
31.70
32.00
30.78

비고

안림천 합류점

신설보도교

고령 상수원보
회천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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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폐수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평가
김선진1),2) ․ 문은비1) ․ 한태준1),3)
1)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2)

㈜시드파트원,

3)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1. 서론
산업의 발달로 인해 사용 ․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폐수에 함유된 모
든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개별 화학물질기준에 의
한 수질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독성기법이 제안되어 국내에서는 2011년 이후, 물벼룩을 이용해 산
업폐수 방류수의 유해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하 ․ 폐
수처리시설과 1 ․ 2종 사업장에 적용해왔고, 2021년 1월부터는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옥탄올,
가소제, 아크릴레이트 등 주요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산업폐수에 대하여 생태독성 유발
원인물질을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폐수처리시설의 공정별 생태독성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704.1b(환경부, 2019)에 제시된 생물의 배양 및 사육조건과 평가
방법에 준하여 물벼룩(Daphnia magna) 생태독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생태독성 유발원인물질 탐색(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 TIE)은 US EPA(USEPA, 1991, 1993a, 1993b)의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Toxicity
Characterization(1단계), Toxicant Identification(2단계), Toxicant Confirmation(3단계)로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수
내 염에 의한 독성 유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706.1(환경부, 2019)에 따라 해양생
물종인 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 생태독성평가룰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총 2차례에 걸쳐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1단계를 수행한 결과, 기준독성값이 1.4~1.5 TU로 나타났으며, 여
과, 폭기, EDTA 첨가, 산화제 첨가, C18 SPE 처리 및 pH 조정시험 후 나타난 독성값은 1.2~1.5 TU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원인물질 탐색 2단계에서는 ICP-MS 및 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폐수의 이화학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중금속류(Al, Cd, Co, Cr, Cu, Fe, Mn, Ni, Pb, Zn)의 경우, 물벼룩 급성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농도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성유발물질은 중금속류가 아닌 염으로 추정하였으며, 시료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11.13 mS/cm으로 물벼룩 반수영향농도(EC50 : 10.02 mS/c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온
류 분석 결과, 염을 형성하는 양이온인 Na+의 농도는 평균 29,606 mg/L(EC50 : 2,600 mg/L), 음이온인 SO42-의
농도가 평균 6,915 mg/L(EC50 : > 3,000 mg/L)로 물벼룩 반수영향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인물질 탐색 3단
계에서는 시료 내 다량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Na2SO4의 농도와 전기전도도 및 염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결정계수가 각각 R2=0.9962(Na2SO4(mg/L) vs Conductivity(mS/cm)), R2=0.9987(Na2SO4(mg/L) vs Salinity(psu))
로 상호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Na2SO4의 농도를 조절하여 시료의 전기전도도 농도(12.54
mS/cm) 수준으로 조정하여 물벼룩 급성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독성값이 1.4 TU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석유
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폐수가 일으키는 생태독성 유발원인물질은 염으로 확인되었다.

4. 참고문헌
USEPA, 1991, Methods for aquatic 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s: Phase I toxicity characterization procedure,
EPA/600/6-91-003,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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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충주댐 유입하천 관리를 위한 평창강 유역 수질특성
분석
정광민 ․ 김승원 ․ 최정동 ․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량 및 홍수 일수의 변화로 물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우 및 홍
수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홍수기를 기준으로 수자원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지역
은 충주댐 유역 내 하천에 위치하고 있고, 홍수 발생시 직접 채수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남한강
지류인 평창강 유역의 팔괴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수질측정은 홍수기 1개의 강우사상이 발생할 때 실시간 수위 변동폭 확인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현장분석 항목인 pH, DO, Conductivity, 탁도는 시료채수 후 휴대용 다항목 수질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했고,
실험실분석 항목인 BOD, COD, SS, T-N, T-P, TOC 등 6개 항목은 전처리 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였다가 실험
실에서 분석을 실시했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 결과, T-P를 제외한 항목들은 생활환경 기준(수질)을 적용하였을 때, la(매우좋음)~lb(좋음) 등급으로 나
타났다. T-P의 경우는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부하량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높은 강우강도가 발
생함에 따라 농축되어있던 T-P 성분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감소되었다.
Table 1. 팔괴교지점의 수질측정 성과
측정
시간

평균
수위
(m)

14:00

1.00

75.74

18:00

1.10

91.23

pH

DO
(mg/L)

전기
전도도
(㎲/cm)

26.4

6.98

7.28

237.6

1.31

1.1

3.2

4.0

3.16

0.029

1.8

27.1

6.80

8.19

245.9

2.30

0.9

3.0

6.1

3.17

0.032

2.0
1.9

Discharge Temp
(m3/s)
(℃)

탁도
BOD COD
SS
T-N
T-P
TOC
(NTU) (mg/L) (mg/L) (mg/L) (mg/L) (mg/L) (mg/L)

20:20

1.63

76.29

26.6

6.89

8.24

256.9

2.65

0.9

3.0

3.8

3.22

0.030

22:20

1.77

128.49

26.3

6.17

7.77

264.2

2.52

0.9

3.0

5.8

3.32

0.030

1.9

23:55

1.84

172.50

25.5

6.46

7.24

269.5

3.12

1.0

3.2

10.2

3.24

0.035

1.8

03:55

2.19

366.82

25.0

6.47

6.97

229.5

9.93

0.9

5.4

36.0

3.51

0.077

2.1

12:20

2.00

342.68

25.8

6.72

6.84

190.3

10.33

1.3

5.2

24.4

3.66

0.095

2.5

17:00

1.85

293.84

24.9

6.10

7.21

175.7

16.96

0.8

5.4

16.6

3.44

0.099

3.5

13:23

1.55

191.83

25.2

6.15

7.89

166.3

7.83

0.9

3.8

10.1

3.59

0.043

2.7

15:09

0.96

61.97

28.1

7.33

8.60

216.5

3.76

0.5

2.6

2.8

3.28

0.027

1.6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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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상류의 홍수기 수질-유량 관계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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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발생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호소수를 오염시키고 있
다. 남한강 상류가 오염될 경우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충주호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주
호로 유입되는 남한강 상류 주요 하천에 위치한 교량 5개 지점(남평대교, 송천교, 제1여량교, 애산교, 낙동교)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발생 시 수위, 유량,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유량을 분석해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
집중호우가 발생한 20.07.29~20.07.31(애산교, 낙동교), 20.09.03~20.09.04(남평대교, 제1여량교, 송천교)에 교
량에서 직접 채수하였으며, 채수(2L) 즉시 성상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얼음이 담긴 아이스박스에 저장하였다.
DO와 pH는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였으며, 생활환경기준(하천)의 주요 지표인 SS, BOD, TOC, T-P 등은 복귀
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데이터 분석 결과, 남한강 상류의 수질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강우 발생시 SS, TOC, T-P
등이 생활환경기준 최대 ‘매우 나쁨’ 이상까지 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T-P 부하 발생시
BOD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유량-부하량 곡선식을 통해 BOD, T-P의 상관관계식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낮은 상관성을 보인 지역의 경우 부족한 데이터량에 기인된 것으
로 판단되며, 앞으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 Representative sample - Nampyeong Br.(20.09.03∼20.09.04)
Content

Average
water-level(m)

Discharge
(m3/s)

pH

DO
(mg/L)

SS
(mg/L)

BOD
(mg/L)

TOC
(mg/L)

T-P
(mg/L)

11:06

6.09

1,461.94

7.65

8.42

2768

5.3

57.2

1.640

12:50

5.68

1,210.81

8.14

8.67

1434

2.7

18.1

0.640

14:40

5.29

995.35

8.20

9.10

664

1.5

12.6

0.350

16:30

4.91

804.74

8.06

8.78

658

1.8

11.1

0.560

19:20

4.52

629.17

8.03

8.72

496

2.4

9.1

0.602

22:50

4.17

489.13

8.00

8.90

341

1.2

7.0

0.518

00:50

4.02

434.23

8.02

8.99

313

1.8

5.8

0.402

02:50

3.89

389.17

8.01

8.87

263

1.2

5.3

0.386

08:10

3.60

297.12

7.97

8.82

179

2.0

4.3

0.326

11:00

3.48

262.48

8.06

8.66

155

1.2

3.9

0.294

Average

4.57

697.41

8.01

8.79

727.10

2.11

13.44

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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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기준 개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지역의 위험수준평가
서창우 ․ 김진성 ․ 이상민 ․ 김보현 ․ 서현덕 ․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각 시 ․ 군 ․ 구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실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급경사지 토사피해 자료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존재하는 파괴확률강우량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파괴가
발생하여, 각 권역별 급경사지 강우기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각 권역별 급경
사지 토사피해에 대한 자료와 권역에 위치한 기상청의 자료를 수집하여 강우기준을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관리기준”의 강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1999
년부터 2020년까지 급경사지 피해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급경사지 파괴확률강우량 기준과 기존 2015년
도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관리 기준의 강우기준과의 위험수준을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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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피해지역 강우의 주민대피 위험기준 평가
김진성 ․ 서창우 ․ 이상민 ․ 김보현 ․ 서현덕 ․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1. 서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1년 중 대부분의 강우량이 7월과 8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잦은 태
풍의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급경사지의 토사가
붕괴되고 주변지역의 사면붕괴 피해가 발생하였다. 실제 지역별 강우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산사태, 토사피해
등의 급경사지 피해 또한 강우의 증가추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각 지역에서의 관측된 시간당 강수량의
특성을 비교 ․ 검토하여 급경사지 피해지역 강우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
지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강수에 대한 자료를 기상청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급경사지가 위치한 각 기상관측소의 강우량에 대한 기상청의 자료를 조사하여 강우가 집중되는 7월과 8월의
각 1, 2, 3, 24, 48시간 지속강우량을 조사 분석하여 강우가 급경사지 토사붕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지역 강우의 위험수준을 2015년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관리기준”에 제시된 주의,
경계, 위험, 심각 단계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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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일원 주요 수위국에 대한 홍수기 수위-유량 관계식
유도
전성수 ․ 차준서 ․ 최정동 ․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홍수기란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의 최근 몇 년간 홍수기의 발생 분포의 범위, 일수는 증가하였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호우의 빈도가 늘어났으
며,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미래의 한국은 홍수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설계 강우량
과 기본 홍수량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댐,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 또한 취약해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의 기본 특성분석을 위해 충주댐 일원 주요 수위국 6개의 홍수위 및 홍수량 기초자료를 수집하
여, 홍수기 수위-유량 관계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전자파 표면유속계에 의한 유속측정은 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일정간격
의 소구간으로 분할하여 유속계를 이동설치하면서, 물 표면에서 반사되
는 전자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표면유속을 5~25회 측정하였으며,
시기는 집중호우가 일어났었던 20.07~09 에 측정하였다. 이 전자파 표면
유속계는 측정시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주ㆍ야 측정이 모두
가능하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지점에서의 유속측정 성과로 수위와 단면적, 평균유속, 평균수심, 유량의 데이터를 산출하여 수위-유량
관계 특성을 분석하고, 관계곡선식을 유도하였다. 비교적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유도에 많이 이용되는 지수식
형태의 식을 excel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지수식(EXP)형 :    
Q : 유량

H : 수위

a,b : 회귀계수

Table 1. 지점별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수위 관측소명
판 운
북쌍리
삼옥교

적용수위(m)
1.03 ≤ H ≤ 2.93
0.48 ≤ H ≤ 2.06
2.38 ≤ H ≤ 7.88



비 고

0.8772

0.9996

   

0.5246

0.9900

   

0.7836

0.9990

   

0.2968

관계식
Q = 0.0272H
Q = 0.0996H
Q = 0.0117H

팔봉교

4.28 ≤ H ≤ 9.64

Q = 0.9802H

0.9808

   

부수동교

1.56 ≤ H ≤ 2.15

Q = 1.0767H0.1778

0.9195

   

0.96 ≤ H ≤ 2.11

0.2842

0.9517

   

무사교

Q = 0.5791H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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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천 하류 부수동교 지점에 대한 유량-수질 관계 분석
전성수 ․ 차준서 ․ 최정동 ․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충주댐으로 유입하는 원서천 하류에 위치한 부수동교 지점에서의 유량측정과 함께 수질측정을 동시에 실시
함으로서 홍수기의 유량변화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농도의 변화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홍수기에 발생하는 유량변화와 수질의 관계특성을 파악하고자 유량측정(전자파 표면유속계)과 병행하여 수질
오염 공정 시험법에 의거하여 수질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항목은 현장분석 항목인 수온, pH, DO, 전기전도
도, 탁도 그리고 실험분석을 통하여 BOD, COD, SS, T-N, T-P, TOC등 총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분석 항목은 시료채수 후 즉시 휴대용 다항목 수질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분석
항목은 전처리 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였다가 빠른 시일내에 실험실에서 분석하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R2

항목

회귀식

Temp

   

 

0.6414

pH

   

 

0.4764

   

 

0.2284

     

0.6790



0.6450

BOD

    

0.3274

COD

   



0.8339

SS

   



0.6832

T-N

   



0.0125

T-P

   



0.4190

TOC

    

0.4174

DO
Cond
Turbidity

   

주) Q: 유량 L : 수질

부수동교지점의 유량측정 성과와 유량측정시 동시에 측정한 각 수질항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가지 현장측정 항목의 경우, 유량과 온도(Temp) ․ 전기전도도(Cond) ․ 탁도(Turbidity)가 각각 0.6414,
0.6790, 0.6450의 결정계수(R2)를 보이며, 다소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pH는 0.4764를 DO는 0.2284의 결정
계수(R2)값을 보여주며, DO가 가장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실험실분석 항목 6가지중 유량과 COD 항목이
0.8339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으며, T-N 항목이 0.0125라는 결정계수(R2)를
나타내며,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그외에 BOD 0.3724, SS 0.6832, T-P 0.419, TOC 0.4174 라는 값을
보여 주었다.

4. 참고문헌
K-water, 2020, 충주댐 광동댐 유역 수자원 ․ 환경기초조사 용역 준공도서.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 환경기초조사 사업 및 2021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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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TOX 모델을 이용한 낙동강 하구역의 총일차생산량 및
생물체 호흡량 산정 모델링
이태윤 ․ 호앙티란안 ․ 응우엔트린 ․ 이준엽 ․ 남광희1)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1)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 서론
생태계의 물질대사(Metabolism)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총일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ion,
GPP)와 생태계 호흡량(Ecosystme respiration, Re)는 수생태계의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taehr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계 예측모델로 검증이 된 AQUATOX를 사용하여 낙동강 하구
역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 후 낙동강 하구역 내에서의 생태계 변화의 중요한 변수인 GPP와
Re을 밝히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낙동강 하구둣 아래지점부터 해양과의 경계선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위도 35003´N ~ 35006´N; 경도 128050´E ~ 128057´E). 이 지역의 최대 넓이는 10.5 km이고 최대 길이는 6.3
km이다. 모델링 대상 지역의 면적은 37.95 km2이며, 최대 수심은 5 m, 평균 수심은 3 m이다.

3. 결과 및 고찰
낙동강 하구역의 생태계를 모사할 수 있는 AQUATOX 모델을 구축하였고 기존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검량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량된 모델을 이용하여 낙동강 하구역의 GPP와 Re를 산정하여 하구역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GPP와 Re는 해외 여러 나라의 하구역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Pn은
음의 값을 나타내어 식물성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은 타 지역과 비교 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GPP와 Re는 계절에 따라 값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낙동강 하구역의 GPP와 Re는 하굿둑 방류수
의 양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방류수량이 증가할 때 하구역 내의 우점종인 와편모조류의 유실로 GPP는 0에 수
렴하였고 반면에 Re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GPP가 감소한다는 것은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유
기물로의 변환이 감소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Re가 증가한다는 것은 산화
작용에 의해 유기탄소의 이산화탄소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동시에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참고문헌
Staehr, P., Testa, J., Michael Kemp, W., 2012, The metabolism of aquatic ecosystems: history, applications, and future
challenges, 74(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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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지하수 유동 특성 연구
최광복 ․ 박기범1) ․ 안승섭1)
㈜에싸,

1)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1. 서론
이상기후로 인한 물 부족은 지표수만으로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하수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상황의 강수량 패턴도 지역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어, 각 지역적
으로 극한기후상황에 대한 예측을 통해 수자원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을 확보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재해와 피
해를 예방하고, 계획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나 가뭄은 홍수와 달리 진행속도가 느려 상당기간 영향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갈 후에도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단위지역의 가뭄에 대비한 지하수의 유동특성 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자료 및 방법
- 기후변화 예측은 IPCC RCP 시나리오에 따라 2021년에서 2100년까지의 평균기온, 강수량 등을 참조하였다.
- 대상유역의 도시개발계획을 조사하여 장래 토지피복도를 추정하여 SWAT모형을 통해 지하수 함양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토양 및 토지이용에 따른 인자들에 대한 보정 및 모델링을 실시하여 지하수 함양량 특성을
분석하였다.
- 추정된 함양량을 통해 지하수 흐름 분석 모델인 GMS-MODFLOW을 통해 지하수 유동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매개변수 보정은 수문학적 토양군 분류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기후변화
에 맞춰 지하수유동이 변화하는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지하수 유동 분석 결과, 2100년의 경우 RCP8.5가 RCP4.5의 지하수위보다
1.31m 저하되었으며, 40일 이상 무강수 지속시 지하수위 감소는 RCP8.5는 평균 1.0 m 감소하고, RCP4.5는 평
균 0.7 m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RCP4.5시나리오에서 RCP8.5시나리오보다 지하수 부존량과 지하수위
가 높아 지하수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안승섭, 이상일, 오영훈, 2012, 토지피복 상태와 강수조건을 고려한 장기 지하수함양량 추정,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13(7), 39-47
최광복, 2021, 장래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유동특성분석,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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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연곡천 하구 주변 해역에서 산란 회유하는
연어(Chum salmon, Oncorhynchus keta)의 이동 특성
김범식 ․ 정용우 ․ 이충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1. 서론
연어(Chum salmon, Oncorhynchus keta)는 일생동안 해양과 하천 생태계를 오가며, 산림, 하천, 해양 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산란을 위해 해양에서 하천 생태계로 이동하는 과정 중 두 생태계
의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강 하구 주변 해역(이하 하구역)에 머무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연어가 분포하는 최남단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수심을 달리하여
만나며, 두 수괴의 변동에 따라 연직 수주 구조가 빈번하게 달라진다. 동해안에 위치한 하천은 강하구로부터 유
원지까지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가파른 특징이 있으며, 홍수기·갈수기에 따라 지형, 유량 등이 빈번하게 달라
진다. 동해안 하구역은 연안 수괴 분포와 하천 유량 및 지형의 빈번한 변화에 따라 해수면 높이, 지형, 연직 수
주 구조 등이 빈번하게 달라진다. 연어는 하구역에서 먹이를 거의 섭취하지 않으며, 성공적인 산란 활동 및 생
존에 집중하므로 하구역의 환경에 따라 이동 및 행동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하구역에서 연어의 이동 및 행동
특성은 산란 개체수 및 장소,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생활사 단계 성장 및 서식 환경에까지 그 영향이
전달되므로, 국내에서 연어 자원을 보존하고, 향후 변동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주기와 조석을 동해안 하구역에서 산란 회유하는 연어의 이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인자로 가정
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자태그를 부착한 연어를 동해안 하구역에서 추적하였으며, 연어의 이동 특성과
일주기 및 조석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어 추적조사는 2019년 11월 19일, 연어 등 근육에 위치 추적 및 이동 경로상 수온 ․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연곡천 하구 주변 해역에서 진행되었다. 연어 위치는 오후 2시~11시 사이에 약 30분 간격
으로 추적되었으며, 이동 경로상 수온 및 수심은 1분 간격으로 측정되었다. 연곡천 하구역에서 연어 이동 특성
은 연어가 추적된 기간동안 조위 및 일주기 변화를 연어의 이동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곡천 하구에서 방류된 연어는 방류 직후 강 하구 인근에 위치한 영진항으로 이동하였다. 연어는 하구 주변
해역에 머무는 동안 주로 표층에 머물렀으며, 강 하구 인근과 영진항을 반복적으로 왕래하며 크고 잦은 수온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어는 약 22시 30분경 밀물 시기에 상승하는 조위를 따라 연곡천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연
어가 담수 환경에 적응하고, 하천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과정 중 수류에 의한 스트레스와 포식 생물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야간과 밀물 시기에 조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는 동해안에서 연어 자원량 변동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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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강우 특성 분석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1. 서론
급경사지의 붕괴원인은 강수량이 절대적이며, 지역별 강우특성은 선행연구인 급경사지 주민대피 계측관리 시
스템(2015, 국민안전처)의 연구결과에서 영남지역과 영동지역은 최대시우량, 중부지역은 누적강우량에 크게 영
향을 받으며, 지역별로 강우특성의 편차가 심하다고 하였다. Oh and Park(2013)은 강우를 활용한 산사태 위험
예측은 강우관측소의 밀집도에 따라 신뢰성이 크게 좌우되며, 강우를 활용한 위험성 분석은 산사태 발생 시간
의 예측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약 250여개의 산사태 발생 자료를 이용하여 5개의 권역별 강우기준을 제
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2020년까지 서울경기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지역에서
발생한 848건의 산사태 및 급경사지 피해지역의 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피해지역에 어떠한
강우특성이 있는 지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Fig. 1. 연도별 권역별 급경사지 피해 발생건수.

Fig. 2. 급경사지 피해지역의 강우지속시간과 누가우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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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확률강우량 산정
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1. 서론
최근의 이상기상현상들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번한 발생과 50일 이상의 장마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경
사지 및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나 2020년 오랜 기간의 장마로 A, B 등급의 급경사지의 피해도 증가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급경사지와 산사태의 발생 원인은 지형적인 원인, 지질 및 식생 등이 있지만
강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많은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및 급경사지 지
역에 대한 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정규분포시켜 피해확률강우를 산정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999년부터 2020년 까지 전국에 발생한 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지역을 조사하였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의 자료는 행정안전부(2015, 급경사지 주민대피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및 계측시방서 개발연구)에서 수집된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발생한 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자료를 추가하여 총 848건의 피
해지역에 대한 시강우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서울경기권,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으로 구분하여 정규분포하여 피해발생 가능 강우
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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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 소유역에서의 지하수 수질 변화 특성
전항탁 ․ 윤설민1) ․ 임우리2) ․ 김현구3) ․ 김문수3) ․ 함세영1)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1)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3)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과

2)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1. 서론
일반적으로 국내 농촌 지역에서의 농업용·생활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윤종현 외, 2020).
2013~2015년의 국내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조사결과 국내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약 8.0%로 나타난다. 국
내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의 농도는 지하수 수질기준인 10 mg/L를 초과하는 지하수공이 많고, 이러한 지하수
공들은 농업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Kaown et al., 2009; Koh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농업 지역 소유역
에서의 지하수 수질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지역은 국내 농업 지역 중 하천과 저수지를 포함하는 2개의 소유역을 선정하여 지하수와 지표수의 수
질을 분석하였다. 지하수 시료는 수온의 변화가 없고 현장 수질이 안정화된 후 양수를 진행하여 시료를 채취한
다. 시료 채취 후 45 ㎛ 여과지를 사용하여 부유물을 여과 처리하고, 양이온 분석용 시료에는 시료병에 성분의
흡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0.05 N의 질산용액을 이용하여 산처리 한다. 각각의 여과한 시료는 무균 채수병에 담
아 4℃ 이하로 냉장 ․ 운반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수질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용존 이온농
도 분석값으로 파이퍼 다이아그램(piper diagram)에 도시한다. 지하수의 용존 이온 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K+,
Na+, Ca2+, Mg2+, NO3-N, SiO2, SO42-, Cl-)에 대하여 분석한다.

3. 결과 및 고찰
수질분석 결과 Cl-은 3.90 ~ 116.45 mg/L, NO3-N은 0.02 ~ 34.66 mg/L, SO42-은 0.16 ~ 78.00 mg/L, Ca2+은
3.27 ~ 133.00 mg/L, K+은 0.51 ~ 70.37 mg/L, Mg2+은 1.26 ~ 52.77 mg/L, Na+은 5.32 ~ 186.00 mg/L, SiO2는
2.85 ~ 90.86 mg/L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시간의 변화 따른 농도 변화를 보이는 이온은 NO3-N의 평균
농도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면서 농도가 낮게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 사용되는 비
료 및 농약에 의해 여름철에 증가하였다가 조금씩 감소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지역
에서의 수질 유형은 대체적으로 Ca-HCO3 유형을 보이지만, Ca-Cl 유형을 보이는 지하수공도 나타나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오염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된다.

4. 참고문헌
윤종현, 박선화, 최효정, 김덕현, 김문수, 윤성택, 김영, 김현구, 2020, 국내 농축산단지 내 지하수 수질특성 및 오염인자
상관관계 분석, 지하수토양환경, 25(4), 98-105.
Kaown, D., Koh, D. C., Mayer, B., Lee, K. K., 2009, Identification of nitrate and sulfate sources in groundwater using
dualstable isotope approaches for an agricultural area with differentland use (Chuncheon, mid-eastern Korea),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132(3-4), 223-231.
Koh, E. H., Kaown, D., Mayer, B., Kang, B. R., Moon, H. S., Lee, K. K., 2012, Hydrogeochemistry and isotopic tracing
ofnitrate contamination of two aquifer systems on Jeju Island, Korea, Journal of Environmental Quality, 41(6),
183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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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의 월별 지하수위 경향성 분석
김일환 ․ 김민규 ․ 정일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1. 서론
최근 산업의 발달 등으로 지표수 등 주요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수자원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다. 악화된 수질
개선을 위한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수량과 수질이 보장된 수자원 이용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의 효율성과 품질을 꾸준하게 개선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지표
수의 확보는 환경 보호에 대한 측면과 상반되어 개발이 어렵다.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등으로 연 총강수량은 감
소하고 있지만, 강우강도의 증가로 가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 가용가능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
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진주지역은 관내 혁신 도시의 개발로 인해 수자원 이용량의 증가와 시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용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복되는 가뭄문제는 공간적 특성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
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물 공급 소외지역의 가뭄 시 용수 부족 문제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하수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고 적정량을 취수하여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위의 월에 따른 경향성 검정을 바탕으로 지하수의 유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지하수위의 계절에 따른 장기 추세 분석을 위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에서 제공하는 진주지역의 지하수
위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향성 검정을 위해 자료의 질이 우수하고, 지속적인 관측이 진행된 지점을 분석하
였으며, 자료의 단위는 월평균 지하수위 자료를 활용하였다.
2.1. Mann-Kendall trend test
비모수적 경향성 검정방법인 Mann-Kendall 검정은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 여부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다(Mann, 1945). 전통적인 통계검정방법들이 모평균의 분포를 동일한 분산에 대해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그 분
석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Mann-Kendall 검정은 단지 연속적인 모평균을 가진다는 가정아래 검정분석을 수행한
다(Gibbons, 1990). 또한 다른 통계학적 검정법들이 표본크기, 분산, 왜곡도와 같은 표본자료특성에 영향을 받는
데 반해 표본자료의 특성에 민감하지 않고 간편하면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며 결측치나 감지 한계를 벗어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가능하여 수문변수들의 경향성 분석 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Lee et al., 2010).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해 진주지역 지하수위의 월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경향성을 통해 지하수자원의 갈수기, 풍
수기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기간과 장소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GIMS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 Available online: http://www.gims.go.kr.
Lee, J. J., Jang, J. Y. Kwak, C. J., 2010, An Analysis of Temporal Characteristic Change for Various Hydrologic
Weather Parameters (I) - On the Basic Statistic, Trend,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 Association, KWRA,
43(4), 409-419.
Mann, H. B., 1945, Nonparametric Tests against Trend, Econometrica, 13, 2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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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및 산사태 피해지역의 지질별 강우 특성 분석
박기범 ․ 안승섭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

1. 서론
2015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시군구의 지질조사를 통해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비율을 산
정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피해지역의 지질을 분석하여 지질별 강우기준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행정안전부(2015)년의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2015년부터 2020년 까지의 피해사례를 추가하여 권역별 급경
사지 주민대피에서의 시군구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위한 권역별 지질기준에 따른 강우기준을 산정하여 비교 검
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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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측정소 지점의 클로로필-A 및 일반 수질 모니터링
곽세훈 ․ 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1. 서론
내용 하천의 생태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영양화의 정도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부
영양화에 따른 유해 남조류 세포수의 증가, 녹조 독성 물질 발생 및 수생태계의 파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
천의 부영양화 정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 녹조 독성 물질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클로로
필-A의 변화는 다양한 수질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녹조 현상과 녹조 독성 물질과 높은 상관성 및 연관성을 가
지고 있어 유해 남조류 세포수나 녹조 독성 물질과는 별도로 녹조 독성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천 중 고령 측정소에서 지난 3년간 측정된 일반 수질 및 클로로필-A의 측정치를 분
석하여 모니터링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지역은 고령 측정소에서 지속적으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수질 특성의 추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된 측정치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분석 항목들은 각각
다른 원리로 측정되었다. 수온의 경우 온도변화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금속산화물 서미스터(thermistor)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고 수소이온농도(pH)의 경우 유리전극과 비교전극간 생성되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용존산소(DO)의 경우 시료 중 용존산소가 격막을 통과하여 전극표면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
는 잔류량으로부토 용존산소량을 측정하였으며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의 경우 수질오염공정시
험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탁도의 경우도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의 내용에 입각하여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값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반 수질에서는 특히 탁도와 총인의 농도가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었으며 탁도
에 비해 총질소, 총유기탄소의 농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각 측정 항목들이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었으며 총유기탄소과 총인도 어느 정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클로로필-A의 경우 녹조를 판단하는 하나
의 중요한 지표로서 다른 측정값들에 비해 변동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고값은 2019년 2월에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여름에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보통 수온이 높은 여름에 녹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 수질 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녹조 현상의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4. 참고문헌
김종우, 조영길, 2021, 영산강 하류의 단기 수질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지, 24(2), 72-79.
SADEGHIAN, Amir, et al., 2018, Improving in-lake water quality modeling using variable chlorophyll a/algal biomass
ratios, Environmental Modelling & Software, 101, 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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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모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하수처리장 운전 개선
연구
김태욱 ․ 조선주 ․ 조대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서론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실제 TMS (Tele-Monitering System)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공정 개선을
시도하였다. 연구에는 SPSS 26(IBM)과 STOAT(WR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로 TMS 데이터의 빅데이
터 분석을 진행하여 유입수의 처리 양상과 DO, RAS flow 등의 인자와 SS, T-N 등의 처리 효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STOAT 시뮬레이터로 실제 유입수 데이터를 입력하여 유입슈-유출수의 처리 효율을 분석하
였으며 공정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정 운전 방법을 모색하였다.

2. 시뮬레이션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

Fig. 1. 3년 간 측정된 T-N의 유출수 경향.

빅데이터 분석 결과 T-N은 수온 변화에 따른 증감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2. STOAT 시뮬레이션 운전 결과 그래프.

4. 참고문헌
Kim, T. W., Cho, S. J., Cho, D. C., Kwon, S. H., 2021, A Better MLE Nitrification Process Adopted from STOAT
Simulation Experiments, J. Korean Soc. Environ. Eng., 43(6) 443-452.

- 119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C2)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석탄비산재와 스코리아를 이용한 제올라이트 물질의 결정화
특성 평가
임우리 ․ 감상규1) ․ 함세영2) ․ 이창한3)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3)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2)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 서론
석탄비산재 (Coal Fly Ash : CFA) 발생량은 전 세계에서 5.0억 톤(2005년)에서 7.5억 톤(2015)으로 증가하고
있다(Yao et al., 2015). 기생화산 지역에 산재하는 스코리아(Scoria)는 화산암, 화산모래, 화산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SiO2와 Al2O3의 함량이 높고, 이온교환능력과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경량골재, 흡착
제 등의 기능성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Yoon, 1995; Gündüz, 2008). 석탄비산재와 스코리아에 알카리를 처리하
여 제올라이트의 합성 및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제올라이트
형태 및 결정화도는 융합/수열합성법에서 알칼리/CFA 비율, 결정화 시간 및 온도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Tanaka et al., 2002; Novembre et al., 2004). Novembre et al.(2004)은 이탈리아의 화산석으로부터
Na-X 제올라이트를 합성조건에 따라 합성되는 제올라이트의 결정화 특성 및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Tanaka
and Fujii(2009)은 비산재를 NaOH 수용액상에서 수열합성하여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으며, SiO2/Al2O3 비에 따
른 결정화 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열합성에 비해 합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용융/수열합
성법을 이용하여 원료물질에 따른 제올라이트 물질의 결정화 특성을 평가하였다. 결정화 요소는 숙성시간, 결
정화 온도, 결정화 시간 및 NaOH/원료물질 비(0.6-1.8)로 구성하였다. 제올라이트 물질의 형태적인 특성은
SEM 및 XRD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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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한 CFA로부터의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합성은 숙성시간, 결정화 시간, 결
정화 온도 및 NaOH/CFA(Scoria) 비과 같은 다양한 결정화 요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적화된 결정화 요소를
기반으로, 숙성시간 5 h, 결정화시간 5 h, 결정화 온도 90℃ 및 NaOH/CFA 비 0.6~1.8에서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제올라이트 물질의 합성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Lee, C. H., Park, J. W., 2011, Synthesis of zeolite using discharged fly ash in an industrial complex in Ulsan, KSEE,
33, 3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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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kai, Y., Hino, R., 2002, Formation of Na-A and -X zeolites from waste solutions in conversion of coal
fly ash to zeolites, Mater. Res. Bull., 37, 1873-1884.
Yao, Z. T., Ji, X. S., Sarker, P. K., Tang, J. H., Ge, L. Q., Xia, M. S., Xi, Y. Q., 2015,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applications of coal fly ash, Earth-Sci Rev., 141, 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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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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폐수 바이오가스화 유용균주 조사
정성윤1) ․ 이주윤2) ․ 김민재1) ․ 신주희3) ․ 신승구3) ․ 이준엽1),2)
1)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공학전공,

2)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3)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공학과

1. 서론
페놀은 화학, 정유, 염색, 석탄가스화 등 다양한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에서 고농도로 검출되는 대
표적인 유기성 오염 물질 중 하나이다. 바이오가스화 공정은 혐기성 미생물의 생장반응을 기반으로 한 생물학
적 폐수처리 공정으로 유기성 물질의 분해를 통해 바이오가스 형태의 에너지원 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유기성
폐수처리 공정으로 페놀 산업폐수의 처리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나, 바이오가스화 공정의 최적 운영을 위한
필수 정보 중 하나인 혐기성 바이오가스화 조건에서의 페놀 분해 및 바이오가스화 유용균주에 대한 정보는 제
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놀을 단독 기질로 한 장기간의 연속회분식 바이오가스화 실
험을 통해 페놀 바이오가스화 유용균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생물들 중 페놀을 분해할 수 있는 유용균주를 혼합배양하기 위해 종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슬러지 처리 혐기성 소화조의 시료를 접종원으로하여 1 g COD phenol/L의 농도에서 연속회분
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장기간 페놀 바이오가스화 조건에서 순응한 미생물 군집의 정보는 차세대염기서열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장기간의 연속회분식 혐기성 소화 실험을 통해 페놀 분해 및 바이오가스화 유용균주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였
다.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결과, 세균 중에는 방향족화합물을 혐기성 조건에서 분해하는 것을 보고된바 있는
Syntrophorhabdus와 Soehngenia가 우점균으로 판별되었으며, 고세균 중에는 아세트산이용성메탄생성균인
Methanosaeta가 크게 우점하였고, 수소이용성메탄생성균인 Methanoculleus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발표자료에 수록할 예정이다

4. 참고문헌
Veeresh, Gali S., et al., 2005, Treatment of Phenol and Cresols in Upflow Anaerobic Sludge Blanket (UASB) Process:
A Review, Water Research, 39(1), 154–70, doi:10.1016/j.watres.2004.0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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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철석 투입을 통한 소화조 축적 고농도 아세트산 분해
메탄생성반응 개선 효과 조사
김민재1) ․ 손영준2) ․ 정성윤1) ․ 신주희3) ․ 신승구3) ․ 이준엽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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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공학전공,

2)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3)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공학과

1. 서론
혐기성 소화 공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조건에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
산하는 공정으로, 유기물 처리과 에너지원 생산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이점이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하수찌꺼
기,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등의 고농도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100여기의 실규모 설비가 건
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혐기성 소화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유입 유기물질의 산생성반응과 생성된 아세트
산을 메탄으로 전환하는 메탄생성반응의 적절한 균형이 필수적이다. 여러 공정 운영상의 요인으로 해당 균형이
무너질 경우, 아세트산 축적이 발생하며, 소화조 내 고농도 아세트산의 축적은 pH 감소와 함께 메탄 생성균에
게 저해를 유발하여 메탄생산량을 감소시켜 공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이는 공정 불안정화 및 공정 실패까
지 귀결될 수 있다. 실규모 혐기성 소화조의 공정 실패 사례의 경우, 이를 회복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아세트산 축적에 대해 기존의 회분식 운영 등의 보수적인 대응법이 아닌 능동적인 대응전략의 발굴이
필요하다. 자철석은 산생성균과 메탄생성균 간의 전자 전달을 가속화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 고농도 아세트산 분해 메탄생성반응을 극대화하는 개선제로서의 잠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
만 관련 검증 연구는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개선 반응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생물 군집에 대한
정보는 더욱이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철석의 투입을 통한 고농도 아세트산 분해
메탄생성반응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해당 개선 반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 군집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철석의 투입유무를 변수로 하는 고농도 아세트산(6 g COD/L)의 회분식 혐기성 소화 실험을
수행하여 자철석 투입에 따른 고농도 아세트산 분해 메탄생성반응속도의 개선 수준을 평가하였다. 메탄생성반
응속도는 Modified Gompertz model을 활용하여 판별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미생물 군집구조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자철석을 주입한 반응조는 아세트산 분해 메탄생성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유의미한 개
선효과가 검증되었으며, Paraclostridium, Methanosaeta 등의 특정 미생물의 우점화가 관측되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발표자료에 수록할 예정이다.

4. 참고문헌
Khalid, A., Arshad, M., Anjum, M., Mahmood, T., Dawson, L., 2011, The anaerobic digestion of solid organic waste,
Waste Manag., 31(8), 1737–1744, doi: 10.1016/j.wasman.201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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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수지 공정의 고염폐수로부터 무기 응집제에 의한 응집
및 고액분리 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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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폭시 수지는 고강도, 고탄성 및 높은 유리 전이온도를 보여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Harada,
2018). 비스페놀-A(BPA)를 주원료로 하는 에폭시 액상수지 생산 공정은 batch 공정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액상수지 공정 중 일부 brine stripping과 톨루엔 제거 공정이 연속으로 운전된다. 이 액상수지는 BPA와 에
피클로로히드린(ECH)에 존재하는 아민기와 무수 카르본산과 반응을 이용하여 고분자화 시킨 선상축합물로서
제조되며, ECH와 가성소다를 촉매, 탈염 소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NaCl을 포함하는 고염폐수가 발생
된다(Cho et al., 2005).
에폭시 수지가 포함된 폐수는 고부하, 독성 및 내화성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폐수처리 공정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저농도 폐수는 제한적으로 생물학적 폐수처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고농도 폐수는
응집/침전), 펜톤산화, 오존산화, 습식 공기산화 등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
에서는 에폭시수지 공정에서 발생되는 고염 폐수를 이용하여 황산알루미늄과 PAC 주입량에 따른 응집/응결처
리 후 고액분리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이 고액분리 조건에 기초하여 응집제 주입량과 부유물질 농도의 상관관
계를 경험식 형태로 체계화하고, 이 경험식으로부터 주입된 알루미늄 이온 농도에 따른 부유물질 제거효율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에폭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염폐수는 에폭시 제조 후 스트리핑, 전처리 증발농축 공정을 거친 후 발생되며,
단위공정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폐수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에폭시폐수 응집을 위해 사용된 무기응집제는 황
산알루미늄과 공업용 PAC을 사용하였으며, 두 종류의 응집제가 동일한 양의 Al 농도로 주입될 수 있도록 각
응집제를 0.32 ~ 0.33 g/mL 농도로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투입량을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회분식 실험은 정수
및 하폐수처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Jar-tester를 이용하였으며, 6개의 1,000 mL 비이커를 이용하여 응집/응
결/침전 실험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에폭시수지 공정에서 발생되는 고염 폐수를 이용하여 Alum과 PAC 주입량에 따른 고액분리 조건을 최적화를
위한 응집/응결/침전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Alum 주입량은 에폭시 폐수의 탁도
와 SS가 각각 73.5 NTU과 4.1 mg/L일 때 alum 주입량이 5.0 ~ 10.0 mL/L(135.0 ~ 270.0 mg Al3+/L) 범위에서
탁도와 SS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lum 주입량이 15.0 mL/L(405.0 mg Al3+/L)이상에서는 원수의 탁
도보다 높아지면서 에폭시 수지의 원료가 처리수 상부로 재분산 되었다. 본 연구의    의 경험식으로부터
alum과 PAC에서 R과 D가 상관계수(r2)가 각각 0.8563 ~ 0.9871과 0.9115 ~ 0.9751로서 높은 상관성을 얻을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Cho, W. S., Lee, E. Y., Kang, S. W., Lee, J. S., Jin, S. I., 2005,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pre-treatment for
the brine wastewater from the epoxy-resin process by the coagulation and sedimentation reactions, Clean Technol.,
11, 57-67.
Harada, M., 2018, Development trend of epoxy resin, J. Adhesion Interface, 19,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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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olyethylene Microplastics on Methanogenesis
of acetate in Anaerobic Digestion Process
Le Thi Nhu Trang ․ Sungyun Jung ․ Minjae Kim ․ Taeyoon Lee ․ Joonyeob L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generation of polyethylene (PE) has rapidl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s, resulting in serious
microplastics pollution in the nature and even in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systems. The abundant
portion of PE microplastics are reported to be retained in sewage sludge, and this sewage sludge is commonly
treated with anaerobic digestion processes; nevertheless, the effects of PE microplastics on anaerobic digestion
has seldom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Thu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PE
microplastics on anaerobic digestion of acetate was evaluated with appropriate batch experiments.

2.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various concentrations of PE microplastics (i.e., 10, 50, 100, 300, 500, 1000,
3000, 5000, 10,000 mg/L; particle size of 40-48 um) on anaerobic digestion of acetate was evaluated with batch
specific methanogenic activity tests which were inoculated with anaerobic digesters treating sewage sludge. All
treatments of the batches were conducted in triplicate.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results demonstrates that PE with a particle sizes of 40~48um may not cause significant inhibition on
acetate-utilizing methanogenesis in anaerobic digestion even in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PE microplastics
(i.e., 10,000 mg/L). The detailed results will b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A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s Waste to Energy-Recycl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YL-WE-21-002). This work was also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2021R1C1C1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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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바나디아-티타니아 담지 촉매를
이용한 황화수소 제거능 비교
김문일 ․ 안갑환 ․ 이창한 ․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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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SOx 배출 문제는 원유 및 천연 가스 정제소에서 방출되는 H2S로 인해 발생한다. 황화수소는 일반적으로
Claus 공정에 의해 원소 황으로 회수된다. V2O5-TiO2 촉매는 선택적 산화 반응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촉매로 알려져
있다. TiO2를 지지체로 사용 되고, V2O5를 담지한 촉매는 지지체와 활성점 간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탁월한 촉매 성
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산화반응을 위한 촉매로는 졸-겔법으로 제조된 TiO2에 전통적인 담지 방법인 함침법과 침전-증착법으로
V2O5를 담지한 촉매와 V2O5-TiO2 자체를 졸-겔법으로 제조 후 건조 방법을 달리한 에어로젤 촉매와 제로젤 촉매를 사용
하였고, 이 촉매들을 이용하여 암모니아와 물을 모두 포함하는 흐름에서 H2S의 선택적 산화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전통적 담지방법으로 제조된 담지 촉매의 지지체는 Lee et al.(2002)에서의 졸-겔 방법으로 준비했다. 졸-겔법으로 제
조한 에어로젤 촉매와 제로젤 촉매는 Miller et al.(1994)에서의 방법으로 합성되었다. 위의 과정으로부터 제조된 촉매
들은 모든 시약은 추가 정제없이 사용되었고, V2O5의 함량은 5 wt.%로 고정하였다. 촉매의 표면적은 BE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반응 실험은 수직 연속 유동 고정층 반응기를 사용하여 대기압에서 수행되었고, 반응물 조성은 5 vol.% H2S, 2.5
vol.% O2, 5 vol.% NH3, 60 vol.% H2O 및 나머지 He로 구성되었고, 반응온도는 260 oC, 반응시간은 6시간으로 고정
하였다. 기체 결과물(H2S, SO2)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되었다. 반응기의 유출부에 응축기를 부착하고 온도를
110 oC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고체결과물(S, ATS)을 회수하였다. H2S의 전환율과 반응 결과물의 선택도는 다음의 식
으로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아래 표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조된 V2O5/TiO2 촉매에 대한 표면적과, H2S/O2/NH3/H2O/He = 5/2.5/5/60/27.5의 반
응물 조성으로 260℃에서 6시간 동안 반응 후의 반응 성능인 H2S의 전환율 및 결과물의 선택도를 나타내었다. 촉매들 중
졸-겔법으로 제조하고 초임계 조건에서 건조한 V2O5-TiO2 에어로겔 촉매는 다른 합성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Catalyst
aer-V2O5-TiO2
xer-V2O5-TiO2
prec-V2O5/TiO2
imp-V2O5/TiO2

Surface area (m2/g)
153
13
55
43

X-H2S (%)
99.1
78.1
92.5
87.7

S-SO2 (%)
0
8.8
0
0

S-S (%)
42.1
35.8
78.2
69.3

S-ATS (%)
57.9
55.4
21.8
30.7

4. 참고문헌
Lee, G. H., Lee, M. S., Lee, G. D., Kim, Y. H., Hong, S. S., 2002, Catalytic combustion of benzene over copper oxide
supported on TiO2 prepared by sol-gel method, J. Ind. Eng. Chem., 6, 572-577.
Miller, J. B., Johnston, S. T., Ko, E. I., 1994, Effect of prehydrolysis on the textural and catalytic properties of
titania-silica aerogels, J. Catal., 150, 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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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도가 다른 PAC 응집제를 이용한 상수원수에 포함된
조류의 부상분리효율 비교
민성기 ․ 김기은1) ․ 박종원2) ․ 윤철종3) ․ 이창한2)
EFT㈜,

1)

㈜태정케미칼,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1. 서론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인해 수질오염은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하천 및 호소수의 오염을 가중시켜 상수원
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수원에 무기질소와 인의 하천으로 과다 유입되어 과다한 조류 발생
및 부영양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Lim et al., 200). 조류의 발생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막분리, 저밀도 입자의 부상분리 및 고도산화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고도처리공정이 적용되고 있다.
하절기의 하천 및 호소수에서 발생되는 저밀도 조류의 제거는 용존공기부상(Dissolved Air Flotation : DAF) 공
정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Zabel, 1985). 상수원수에서 발생하는 규조류와 남조류(Markham et al., 1997)
그리고 Crytosporidium과 Giardia(Plummer et al., 1995)는 혼화/응집에 의해 응집되는 플록이 밀도가 낮아 침전
공정보다는 DAF 공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고탁도 원수에 포함된 조류의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침전지를 DAF 공정으로 개조하여 처리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Arnold et al., 1995).
본 연구는 회분식 DAF 장치를 이용하여 D 댐의 원수에 포함된 조류 및 미세입자들의 제거를 위한 염기도가
다른 3종의 PAC를 이용하여 혼화/응집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상수원수 및 조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H댐에서 시료수를 채취하여 응집/응결/부상 실험에 사용하
였다. PAC 응집제는 EFT(주)에서 제조한 3종류 PAC(알루미늄 함량기준 10%, 12%, 17%)를 실험에 사용하였
다. 최적 응집제주입량 및 교반조건은 DAF-jar tester(ECE engineering)를 이용한 회분식 부상장치 실험을 이용
하여 실험하였다. B-DAF는 포화조형 회분식 부상장치로서 1.3L의 사각형 실린더가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
압수의 압력과 반송비를 각각 5.5 kgf/㎠와 20%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회분식 부상실험은 혼화(mixing)를
340 rpm(G : 1120 s-1)으로 1분으로 하고, 응집(coagulation)을 40 rpm(G : 51.6 s-1)으로 20분로 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부상시간은 10분으로 실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회분식 DAF 장치를 이용하여 D댐의 상수원수를 이용하여 PAC 종류에 따른 혼화/응집/부상분리
효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최적의 교반조건, A/S 비, 응집제 주입량별 DAF 부상효율을 평가하였다. 최적의 교
반조건(Gt 값)과 응집제 주입 조건에서 상수원수에 포함된 조류 제거효율은 약 95%이상 유지되었다.

4. 참고문헌
Arnold, S. R., Grubb, T. P., Harvey, P. J., 1995, Recent applications of dissolved air flotation pilot studies and full
scale design, Wat. Sci. Tech., 31(3-4), 327-340.
Lim, Y. S., Song, W. S., Cho, J. S., Lee, H. J., Heo, J. S., 2000, The effect of algae on coagulation and filteration
of water treatment process, Kor. J. Environ. Agr., 19(1) 13-19.
Markham, L., Porter, M., Schofield, T., 1997, Algae and Zooplankton Removal by Dissolved Air Flotation at Severn
Trent Ltd. Surface Water Treatment Works. In Schofield, Proceedings of CIWEM Dissolved Air Flot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Lavenham Press, London, 112-119.
Plummer, J. D., Edzwald, J. K., Kelley, M. B., 1995,
Zabel, T., 1985, The Advantages of Dissolved-Air Flotation for Water Treatment, J. of AWWA, 77(5),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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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CI 주입방법에 따른 도금폐수의 처리특성
윤권감 ․ 이승원 ․ 정병길 ․ 황지애 ․ 성낙창1) ․ 정진희1) ․ 권민지1) ․ 최경식2) ․ 최영익1)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2)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B시 도금폐수처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BPC 공정에서의 도금폐수 원수의 부하량 변화 및
Polymer 종류에 따른 COD 및 중금속 제거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최적의 처리효율 및 운영조건
(NaOCl 주입방법, Polymer 종류)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B시 도금폐수처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BPC 공정에서의 ORP(+880 mV)에서 NaOCl
주입방법에 따른 COD 및 중금속 제거효율과 같은 ORP 기준에서 원수의 수질변화에 따른 NaOCl 주입량 변화
및 중금속 제거 특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NaOCl 주입량을 같이 하고 Polymer 종류에 따른 응집침전 시 중금속
제거 특성 역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입원수 부하량 변화에 따른 NaOCl 주입방법별 도금폐수의 처리 특성
첫 번째 실험의 경우 Test 1(NaOCl ; 14.2 mL)의 Cu, Ni, Zn 및 P 원수농도는 0.27 ㎎/L, 84.17 ㎎/L, 35.15
㎎/L 및 3.85 ㎎/L로 Test 2(NaOCl ; 16.4 mL) 및 Test 3(NaOCl ; 19.0 mL)의 Cu, Ni, Zn 및 P 농도(0.13 ㎎/L,
57.13 ㎎/L, 38.60 ㎎/L 및 2.45 ㎎/L)에 비해 Cu 및 Ni의 농도는 높았으며, P 및 Zn은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다만 Ni의 경우 Test 1(NaOCl ; 14.2 mL)의 원수의 농도가 Test 2(NaOC l; 16.4 mL) 및 Test 3(NaOCl ;
19.0 mL)에 비해 27.04 ㎎/L 높은 원수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880 mV를 25분간 유지시켰을 때 NaOCl 주입량은 3번[(Test 1), (Test 2 및 Test 3)]의 실험에서 각각
14.2 mL(Test 1), 16.4 mL(Test 2) 및 19.0 mL(Test 3)로 최저주입량 대비 최대주입량은 4.8 mL(33.8 %) 차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론
Test 1의 결과 Ni은 pH 10.5에서의 97.8%로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으며, 반면 T-P는 pH 10.0에서
57.4%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어 Ni과 차이를 보였다. Test 2의 결과 Ni, T-P 및 Zn의 제거효율은 pH 10.0 이상일
경우 효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i의 경우 pH 10.5 이상일 경우 제거효율이 pH 10.0의 경우보다
1.1%∼10.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est 1의 결과와 Test 2의 결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pH는 10.5인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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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3H 작용기 적용 Cr-MOFs를 이용한 수중 Cd(II) 이온의
흡착 제거
최정학 ․ 이준엽1) ․ 이광원2) ․ 윤건곤 ․ 노찬우 ․ 김주섭 ․ 김명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시드파트원,

2)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다양한 인간 활동과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 내 독성 중금속 오염은 우리 인간 및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
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 카드뮴 이온(Cd(II))은 신장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많은 병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암,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폐기종, 섬유증 및 골격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금속 제거에는 흡착, 이온 교환, 화학적 침전, 막 여과, 응집, 전기 투석 및 생물학적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 방법 중 흡착법은 비용이 저렴하고 조작이 간편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핵종(Sr2+ 및 Cs+) 이온의 흡착 제거에 상당한 효과를 보인 SO3H-functionalized
Cr-MOFs 소재를 수중 Cd(II) 이온의 흡착 분리에 적용하여 효율과 흡착 특성을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실 규모에서 MIL-101(Cr)-SO3H[HC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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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101(Cr)-SO3H[NaAC] 합성의 전구물질로는 chromium(III) nitrate
nonahydrate, monosodium 2-sulfoterephthalic acid, 초순수를 사용하였으며, sodium acetate를 광화제로 하여 19
0℃에서 24시간 수열합성을 하였다. 세척 및 건조 과정 후, 최종 합성 소재의 물성 파악을 위해 XRD, FT-IR,
SEM, TEM, 및 BET 분석을 수행하였다. 광화제별 합성 SO3H-functionalized Cr-MOFs 소재를 흡착제로 수중
Cd(II) 이온의 흡착 실험을 진행하여 흡착평형 및 25℃ 조건에서의 최대흡착용량(qmax)을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 MIL-101(Cr)-SO3H[HCl]의 비표면적, pore volume 및 pore size는 각각 1,860.6 m2/g, 1.089 cm3/g, 2.341
nm로 분석되었으며, MIL-101(Cr)-SO3H[NaAC]의 비표면적, pore volume 및 pore size는 각각 1,296.6 m2/g, 0.746
cm3/g, 2.301 nm로 분석되었다. 합성 소재를 이용한 Cd(II) 이온의 흡착속도 실험 결과, MIL-101(Cr)-SO3H[HCl]
및 MIL-101(Cr)-SO3H[NaAC]의 경우에서 모두 1 hr 이내에 흡착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seudo-2nd-order kinetic model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5℃ 조건에서의 등온흡착 실험 결과와 흡착등온
model을 적용한 평가에서는 두 소재 모두 Langmuir model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angmuir model에
따른 최대흡착용량(qmax)은 MIL-101(Cr)-SO3H[HCl]의 경우 38.38 mg/g, MIL-101(Cr)-SO3H[NaAC]의 경우 84.50
mg/g으로 산정되어 MIL-101(Cr)-SO3H[NaAC]의 Cd(II) 이온 흡착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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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g, K., Gu, J., Yin, N., 2017, Efficient Removal of Pb(II) and Cd(II) Using NH2-Functionalized Zr-MOFs via Rapid
Microwave-Promoted Synthesis, Ind. Eng. Chem. Res., 56, 188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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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기반 금속-유기골격체를 이용한 수중 Pb(II) 이온의 흡착
제거
최정학 ․ 이준엽1) ․ 이광원2) ․ 윤건곤 ․ 김주섭 ․ 노찬우 ․ 변영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시드파트원,

2)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 서론
인류의 산업 및 농업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은 전지구적 환경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리, 납, 수은, 카드뮴, 니켈 등과 같은 중금속 물질은 수중에서의 안정성과 난분해성, 생체 축적 및 독성으로
인해 다양한 수질오염 물질 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납(Pb(II))은 중금속 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 중 하나이며, 우리 주변의 물, 공기, 토양, 채소류 등에서 검출되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WHO와 EPA에서 허용하는 음용수 내 납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치(Maximum Contaminant Level, MCL)는
각각 50 ㎍/L와 15 ㎍/L로 정하고 있다. 다양한 MOFs의 형태 중, 구리(Cu) 기반 MOFs로 잘 알려진 Cu3(BTC)s
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u-BTC MOFs의 기공구조는 정육면체 대칭
(cubo-octahedral symmetry)의 두 가지 유형의 큰 공동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작은 팔면체 케이지(octahedral
cage)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처리 시 안정적이고, 쉽게 합성할 수 있는 MOFs 소재로 Cu-BTC
MOFs 다공성 소재를 합성하여 수중 Pb(II) 이온의 흡착 성능과 흡착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실 규모에서 Cu-BTC MOFs를 합성하기 위해 용매열합성법(solvothermal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소재
합성에 필요한 시약과 용매는 고순도의 시약을 추가적인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세척 및 건조 과정을
거친 최종 합성 결과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XRD, FT-IR, FE-SEM, TEM, EDS 및 BET 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성된 Cu-BTC MOFs 소재를 흡착제로 적용하여 수중 Pb(II) 이온에 대한 회분식 흡착속도 및 등
온흡착 실험을 진행하여 흡착 성능과 흡착 특성을 알아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소재의 XRD 패턴은 2  = 5.8, 9.5, 11.6, 13.8, 14.6, 15.0, 17.0°에서 주된 회절 피크가 나타났으며,
FE-SEM 분석 결과 약 2 ㎛ 범위의 다양한 크기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EM 이미지를 통해
octahedron 형태에 가까운 결정체가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성 원소별 mapping 이미지와 EDS 분
석 결과로부터 합성 소재는 Cu, O 및 C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합성 소재의 비표면적, pore
volume 및 pore size는 각각 1,127 m2/g, 0.5 cm3/g, 1.8 nm로 분석되었다. 합성 Cu-BTC MOFs 소재를 이용한
Pb(II) 이온의 흡착실험 결과, 2 hr 이내에 흡착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seudo-2nd-order kinetic
model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5℃ 조건에서의 등온흡착 실험결과, Langmuir 흡착등온 model을 잘 따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angmuir model에 따른 Pb(II) 이온의 최대흡착용량(qmax)은 896 mg/g으로 산정되었다.

4. 참고문헌
Zhao, L., Azhar, M., Li, M., Duan, X., Sun, H., Wang, S., Fang, X., 2019, Adsortption of cerium(III) by HKUST-1
metal-organic framework from aqueous solution, J. Collid Interface Sci., 4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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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기반 다공성 금속-유기골격체 합성 및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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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파트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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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 메조포러스(micro-mesoporous) 소재의 한 종류인 금속-유기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s)는
큰 비표면적, 고도로 잘 정렬된 구조 및 풍부한 기공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염료 분자 및 중금속 이온 제어를
위한 매력적인 흡착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Fs 중 유기용매 및 알칼리 수용액에서 화학적 안정성
을 가지고 있는 MIL-125(Ti)를 합성하고 소재의 표면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수중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소재 특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실 규모에서 MIL-125(Ti) 소재를 합성하기 위한 terephthalic acid, methanol, DMF, titanium isopropoxide
를 사용하여 초음파 처리 후, 150℃ 오븐에서 16시간 수열합성(hydrothermal synthesis)을 진행하였다. 세척 및
건조 과정을 거친 최종 합성 결과물의 물성 파악을 위해 FT-IR, TEM, 및 BET 등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FT-IR result of the as-synthesized MIL-125(Ti).
Table 1. BET result of MIL-125(Ti)
Material
MIL-125(Ti)

SBET(m2/g)

Pore volume(cm3/g)

Pore Size(nm)

336.3

0.36

4.3

수중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소재 합성으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MOFs 소재들 중 큰 비표면적과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MIL-125(Ti)를 합성한 후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표면적의 경우 336 m2/g으로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T-IR 분
석결과 MIL-125(Ti)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EM을 통해 개별 입자의 크기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용매열합성으로 나타난 소재 특성과 본 연구에서 합성된
MIL-125(Ti)의 비표면적, 결정상,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이 유사함에 따라 본 소재를 적용한 수중 중금속(Pb,
Cu, Cd 등) 및 방사성 핵종(Cs, Sr) 제어를 위한 흡착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Zhai, B., Chen, Y., Liang, Y., 2019, In situ preparation of Ag3VO4/MOFs composites with enhanced visible-light-driven
catalytic acticity, J. Nanopart Res., 21, 265.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NRF-2020
R1A2C100859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130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PC9)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NH2 작용기 적용 Ti 기반 다공성 금속-유기골격체 합성 및
특성 분석
이준엽 ․ 최정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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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유기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s)는 고결정성 네트워크를 가진 유기리간드와 무기 금속 클
러스터(secondary building units, SBUs) 사이의 배위결합 형성에 의해 제조된 다공성 배위중합체로 알려져 있
다. NH2-MIL-125(Ti)의 경우, 다른 MIL 시리즈의 MOFs와 동일한 NH2-BDC 링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착제로서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MOFs 소재 중 유기용매 및 알칼리 수용액에서 탁월한
열수안정성과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NH2-MIL-125(Ti)를 합성하고, 본 소재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소재 특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실 규모에서 NH2-MIL-125(Ti) 소재를 합성하기 위한 2-aminoterephthalic acid, N,N-dimehtylformamaid,
methanol titanium isopropoxide를 사용하여 초음파 처리 후, 110℃ 오븐에서 72시간 수열합성(hydrothermal
synthesis)을 진행하였다. 세척 및 진공건조 과정을 거친 최종 합성 결과물의 물성 파악을 위해 FT-IR, TEM, 및
BET 등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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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TIR result of the as-synthesized NH2-MIL-125(Ti).
Table 1. BET result of MIL-125(Ti)
Material
NH2-MIL-125(Ti)

SBET(m2/g)

Pore volume(cm3/g)

Pore Size(nm)

1,464

0.74

2.0

수중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제어를 위한 소재 합성으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MOFs 소재들 중 큰 비표면적과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NH2-MIL-125(Ti)를 합성한 후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표면적의 경우 1,464 m2/g으로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T-IR 분석결과 NH2-MIL-125(Ti)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EM을 통해 개별
입자의 크기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용매열합성으로 나타난 소재 특성과 본 연구에서
합성된 NH2-MIL-125(Ti)의 비표면적, 결정상,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이 유사함에 따라 본 소재를 적용한 수중
중금속(Pb, Cu, Cd 등) 및 방사성 핵종(Cs, Sr) 제어를 위한 흡착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Kim, S. N., Kim, H. K. Y., Cho, H. Y., Ahn, W. S., 2013, Adsorption/catalytic properties of MIL-125 and
NH2-MIL-125, Catalysis Today, 204, 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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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Behken Design을 이용한 폐감귤박 자성활성탄의
항생제 Trimethoprim 흡착 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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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 중에 노출로 인간 및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항생제의 제거를 위해 가장 유망한 기술 중의 하나인 흡착
공정을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흡착제 및 사용 후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주도의 농업부산물인 폐감
귤박로부터 제조한 활성탄(JAC)에 자성을 부여한 자성활성탄(MJAC)을 제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항생제 trimethoprim (TMP)에 대한 흡착 특성을 Box Behnken Design (BBD)으로 설계된 실험을
수행하고 TMP 흡착반응에 주요 인자들의 영향 및 반응의 최적조건을 검토하였으며, 자성활성탄의 TMP의 흡
착거동을 해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자성활성탄(MJAC)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 폐기물로부터 활성탄을 제조하고 여기에 자성을 부여하여
합성하였으며, 흡착질로는 TMP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은 회분식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은 MJAC의 TMP 흡착에
미치는 주요 4가지 인자(농도, pH, 온도 및 흡착제의 양)에 대해 BBD로 설계된 27가지의 실험을 수행하였고,
각각의 영향인자와 최적조건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4가지 인자(농도, pH, 온도 및 흡착제의 양))에 대해 BBD로 설계된 27가지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2차 다항식
모델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선형항에서 4가지 모든 인자가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였고, 2차항에서
(농도)2 및 (온도)2의 값이 그리고 교호항에서 (농도×온도), (농도×흡착제의 양), (온도×흡착제의 양)의 항에 대
해 유의성을 보였으며, 유의성 있는 항의 모델에 대한 결정계수(R2)는 0.9740으로 반응의 실험결과와 모델에 대
해 예측된 값이 잘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얻어진 모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모두 만족하므로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TMP에 미치는 주효과대한 결과로 농도 > 온도 > 흡착제의
양 > pH의 순으로 감소하였고, 유의성을 갖는 3가지 항에 대한 교효작용효과에 대한 결과, 모두 교효작용이 발
생함을 알 수 있었다. 등고선도와 표면도 그리고 반응 최적화 도구를 통하여 흡착 반응 인자의 최적 조건은 농
도 150 mg/L, pH 10, 온도 323 K, 흡착제의 양 0.0843 g에서 156.08 mg/g 의 흡착량을 기대할 수 있었다.
MJAC에 의한 TMP의 흡착 속도는 유사 2차 모델에 더 적합하였으며, 흡착등온실험은 Langmuir식에 더 부합됨
을 알 수 있엇다. MJAC에 의한 TMP의 흡착의 열역학적 해석 결과, 흡착공정은 흡열반응이며, 흡착반응은 비
자발적임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자성활성탄(MJAC)에 의한 TMP의 흡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4-요인(TMP의 농도, pH, 온도, 흡착제의 양)
BBD에 따라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였고, 얻어진 실험결과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2차 다항식에 맞추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한 결과, 모델에 대한 결정계수는 0.9740으로 실험값과 예측값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고,
모델의 잔차 분석 결과 적합하였고, 본 모델을 통해 흡착반응의 최적조건을 검토하였으며, 흡착속도는 유사 2차
모델에, 등온흡착은 Langmuir식에 더 부합됨을 알 수 있었으며, 흡착공정은 흡열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5. 참고문헌
Shon, J. S., Kim, D. B., Kim, T. I., Kim, E. J., Lee, C. H., Kam, S. K., Lee, M. G., 2016, Adsorption of
2,4-dichlorophenol ny magnetic activated carbon prepared from Jeju waste citrus peel, Proc. Annual Conf. of
Korean Soc. Ebviron. Sci., Nov., 3-5, Daeg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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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광촉매 반응에 의한 매립장 침출수 중 유기물 제거의
최적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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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다양한 고형페기물이 매립되는 쓰레기매립장에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함유하는 침출수가 발생하함으로 환경
적인 문제, 야생생물 및 인간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화합물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장기화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 과량 존재하며, 이
들 침출수는 대부분 자체 처리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여기에서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처리기술
에 의해 제거되지 않아 그대로 방류되어 다양한 수계에서 이들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UV 광촉매반응에 의한 침출수 중 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한 유기물 제거의 최적 조건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침출수는 제주도 B 쓰레기매립장에서 채수하였으며, UV 램프는 산요자외선의 254
nm-16W, 254 nm-25W, 185 nm-16W 및 185 nm-25W 등 4종류를 사용하였다. 반응기는 pyrex 재질의 직경 11
cm, 높이 44 cm의 환상형태의 반응기를 사용한 회분식 반응기이며, 냉각 순환조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20℃)
를 유지하였다. 광촉매는 TiO2로 anatase형(Degussa P-25)이며, 이를 침출수에 현탁시킨 상태로 가하고 자기 교
반기로 교반하면서 일정시간 후에 시료를 채수하여 GF/C 여지로 여과한 후 오염물질(CODCr, 색도)을 분석하여
광촉매 반응에 따른 유기물의 최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광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UV 광촉매 반응을 검토한 결과, 처리수의 수질은 원수와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254 nm-16W, 254 nm-25W, 185 nm-16W, 185 nm-25W 등 4종류의 UV 램프을 사용하고 광촉매
3 g/L를 가하여 24시간 반응한 결과, 처리수의 CODCr 및 색도는 약간 감소되었지만 청정지역의 방류수 수질기
준인 400 mg/L, 200도에 훨씬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침출수에 응집제로 FeCl3 ․ 6H2O 일정량을
가하고 pH를 조절한 응집실험을 수행한 결과 최적조건(FeCl3 ․ 6H2O 2 g, 초기 pH 6)에서 CODCr은 35% 제거,
색도는 82% 제거되었고, 응집침전 후 상징액을 광분해 반응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185 nm-16W 및 185
nm-25W의 UV 램프를 사용하고 시료의 pH를 3, 5 및 7로 조절하여 96시간 동안 검토한 결과, pH 5에서
CODCr은 가장 양호한 제거효율을 보였으나 색도는 변화가 없었고 방류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pH 5의 조건에서 H2O2 주입량을 검토한 결과, H2O2 주입량 1.54 g/L에서 185 nm-25W의 경우 CODCr 203
mg/L, 색도 160도로 CODCr은 방류수 기준에 접근하였고, 색도는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UV 램프의 경
우 CODCr의 기준을 15~20% 초과하였다.

4. 결론
제주도 매립장 침출수 중에 함유되어 잇는 난분해성 유기물의 처리를 위해 UV 광촉매 반응을 이용하여 최적
조건을 검토한 결과, 침출수의 응집침전 후, 최적조건의 상징액에 대해 185 nm-25W의 UV 램프, TiO2 3 g/L,
pH 5, H2O2 주입량 1.54 g/L에서 방류수의 유기물 기준(CODCr 400 mg/L, 색도 200도)에 적합함을 얻을 수 있
었다.

5. 참고문헌
Eggen, T., Moeder, M., Arukwe, A., 2010, Municipal landfill leachates: a significant source of new and emerging
pollutants, Sci. Total Environ., 408, 514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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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릿대숯-활성탄의 특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창한 ․ 지용하1) ․ 감상규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씨엔케이바이오㈜,

2)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제주 한라산에 풍부히 서식하고 있으며 우수한 건강 및 피부 증진 효과를 갖고 있으나 왕성한 생육활동으로
인해 서식지의 생물종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는 제주조릿대의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안으로 탄화공정에 의해 만
들어진 제주 조릿대숯으로부터 비표면적 및 세공구조가 잘 발달한 양질의 활성탄을 만드는 최적화한 조릿대 활
성탄을 제조하고 이의 활용방안으로 제주조릿대 디톡스 팩으로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제주조릿대숯 시료는 제주자원식물연구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반응로(muffle furnace), 세정장
치 및 건조오븐 등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된 반응장치 및 KOH 및 NaOH 등의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제주조릿대
숯-활성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활성탄의 특성을 검토하였고, 디톡스 팩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재형을 개발하였
고 이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주조릿대숯으로부터 활성화제로 KOH 와 NaOH를 사용하여 제조한 활성탄의 수율은 침적비율, 활성화온도
및 활성화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제조한 활성탄의 표면특성을 살펴 보면, 활성화제의 침적비율이 높
아질수록 기공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활성화제 KOH(300%, 700℃), KOH(300%, 900℃), NaOH(300%,
700℃)의 경우 최적 활성화시간은 각각 5시간, 2시간, 5시간 이었으며, 이보다 긴 활성화시간에는 기공들이 파
괴됨을 알 수 있었다. 제주조릿대숯에 활성화제 KOH 및 NaOH를 이용한 화학적 활성화 공정을 수행하여 제조
된 활성탄을 평가한 결과, 활성화제의 침적비율이 증가할수록 요오드흡착능이 증가하였으며, 최적의 활성탄은
활성화제 KOH의 경우 침적비율 300%, 활성화 온도 900℃, 활성화 시간 2 hr에서 비표면적 및 요오드 흡착능
은 각각 2080 m2/g 및 1,269 mg/g 그리고 활성화제 NaOH의 경우 침적비율 300%, 활성화 온도 700℃, 활성화
시간은 5 hr에서 요오드 흡착능 및 ㅂ;표면적은 각각 1,194 mg/g, 1656 이었다.
제조한 제주조릿대 활성탄의 디톡스팩은 활성탄 흡착능의 성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형인 필오프마스
프팩을 선정하여 개발하였으며, 이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중금속 기준, 피부자극
시험 및 방부력시험 등의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기존의 숯으로
제조한 디톡스팩에 비해 매우 우수한 흡착능을 보여 활용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론
제주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제주조릿대로부터 탄화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주조릿대숯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를 KOH, NaOH 등 약품 활성화공정에 의해 활성탄을 제조하였으며, 최적 조건에서 제조된 활성탄의 비
표면적 및 요오드 흡착능은 KOH의 경우, 2080 m2/g 및 1,269 mg/g, NaOH의 경우 각각 1,194 mg/g, 1656이었
다. 제조된 활성탄의 디톡스팩으로서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활용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참고문헌
Liao, H. Y., Chung, Y. T., Lai, C. H., Lin, M. H., Liou, S. H., 2014, Sneezing and allergic dermatitis were increased
in engineered nanomaterial handling workers, Industrial Health, 52(3), 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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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청성이 우수한 공용 기화성 방청제 화합물 개발
곽주영 ․ 박종원1) ․ 이창한1)
삼두종합기술㈜,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부식이란 금속이 환경,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표면이 점진적인 파괴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전세
계적으로 연간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형사고 및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계 되어 있어 부식 방지
기술이 중요하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인 기화성방청제는 상온에서 승화성이 있고 녹발생 방지
효력을 가지는 화합물 또는 그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이다. 기화성방청제 화합물의 증기압은 기화성
방청제 개발에 중요한 부분으로 방청제의 증기압 크기로 방청성능 유지시간이 결정된다. 지효성은 2차 3차 아
민, 아질산염 등이 있으나, 아민화합물 단독으로 KS 규격실험의 노출후 기화성방청성 120시간 이상의 장기방청
성능을 만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 비철, 구리, 아연 등에 우수한 방청성능을 나타내며 노출후
기화성방청성 120시간 이상의 방청성능을 만족하는 장기방청성이 우수한 공용 기화성방청제 화합물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 방법은 저독성, 장기방청성 공용기화성방청제를 합성하기 위하여 속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급아민류
사용, 방청수명 연장을 위한 지방산과 카르복실산,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의방청효과를 위해 비철용
기화성방청제를 사용하였으며, 공기중에 수분에 의해 가수분해의 방지와 양이온이 음이온의 영향으로 금속표면
에 보다 잘 흡착하기 위한 안식향산류 등 여러종류의 원료물질을 혼합 및 합성(작용기 예 : C6H5COO-, OH,
NH4+) 하였다. 또한 환경과 사용자 건강을 위해 용매를 물을 사용하였다. 공용 기화성방청제 방청성능을 측정/
확인 하기 위하여 기화성방청제를 PE 코팅된 80 g kraft paper에 도포/함침시켜 기화성방청지로 제조한 후 KS
T 1086 규격 품질 시험항목인 기화성방청성, 노출 후 기화성방청성, 비철금속과의 공존성, 접촉 방청성을 실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용매로 물을 사용하고, 2급 아민류, 지방산, 카르복실산, 비철용 기화성방청제, 안식향산류를 사용하여 저독성
의 장기방청성 공용기화성방청제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기화성방청제를 KS T 1086 규격 품질 시험결과 기화성
방청성 1 hr, 20 hr, 노출 후 기화성방청성 120 hr 을 만족하였고, 접촉 방청성 4사이클, 비철 금속(구리, 알루미
늄)과의 공존성 5일을 만족하여 장기방청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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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령토를 이용한 Na-A 제올라이트의 합성과 중금속
흡착
임우리 ․ 이창한 ․ 함세영1)
부산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1)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 서론
현재 국내외에서 천연 및 합성 광물을 활용한 중금속 오염물질 저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및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폐기물을 활성탄이나 제올라이트로 합성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석탄 비산재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 물질은 원료가 가지는 불순물에 의해 결정화도를 60% 이상 높
이지 못하는 한계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재하는 천연광물을 활용, 합성 제올라이트 물질의 결
정성을 극대화하여 상용화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위해성 금속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과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원물질인 고령토의 화학적 조성은 X선 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RF), X선 회절분석
(X-ray Diffraction, XRD)을 통해 산정하였다. 용융/수열합성법을 적용하여 합성된 제올라이트는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전계방출 투과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FE-TEM/EDS), 비표면적(Brunauer Emmett Teller, BET) 분
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합성된 제올라이트의 평형흡착량과 최대흡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동적흡착 실험시 중
금속 이온 농도와 제올라이트 농도를 각각 100 mg/L, 1g/L로 하여 15-240분간 수행하며, 등온흡착 실험시 제올
라이트의 농도는 1 g/L로 고정하고 중금속 이온 농도를 50-500 mg/L로 조절하여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NaOH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합성된 Na-A형 제올라이트의 입자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NaOH/kaolin비가 1.2일 때 평균 입자크기는 0.83 μm, 결정화도는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천연광물로 합성된 제올라이트에 비해 더 높은 합성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성된 Na-A형 제올라이
트의 연속식 흡착실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120-180분 내에 평형에 도달하였으며 Cu 이온에 대한 평형흡착
량은 66.2-94.0 mg/g, Cd 이온에 대한 평형흡착량은 98.1-98.4 mg/g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다양한 Cu, Cd 이온
초기농도와 제올라이트 투여량 1 g/L 조건에서 실시한 회분식 흡착실험 결과, Cu 이온에 대한 최대흡착량은
89.2-95.6 mg/g, Cd 이온에 대한 최대흡착량은 98.1-98.4 mg/g으로 산정되었다. 합성된 Na-A형 제올라이트의
결정화도에 따라 Cu와 Cd 이온의 평형흡착량 및 최대흡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선행연구들과 비교
하였을 때 흡착제 투여량 대비 매우 높은 흡착 성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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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처리가 한국산 개정향풀의 종자발아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김조훈 ․ 이재면 ․ 최지윤 ․ 박예근1) ․ 김도원 ․ 박형우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본 연구는 토양 염농도의 차이가 큰 간척지의 녹지조성을 위한 개정향풀의 안정적인 재배와 생산을 위한 연
구의 하나로, 염처리를 통한 개정향풀 종자의 발아 및 생육특성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된 개
정향풀 A. lancifolium의 종자꼬투리 길이는 평균 133.6 mm, 무게가 평균 0.2337 g, 천립중의 무게(g)는 0.59으
로 나타났다. 두개정향풀 종자의 광의 유무에 따른 발아율은 광처리에서 90%, 암처리에서 83%로 각각 나타났
다. 종자발아에서 광의 영향을 보면 광조건이 암조건보다 7.0% 정도 발아가 높게 나타났다. 0.00, 0.25, 0.50%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90.0%로 나타났으며, 0.5%의 염처리구 까지는 종자발아에 대한 염의 피해가 거의 나타
나지 않았으며 무염처리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1% 염농도 처리는 55%로 발아율이 낮아졌고 2% 처리에
서는 전혀 발아 되지 않았다. 또한 식물체의 토양 발아 시 원예용 상토조건에서 발아율이 식생지 자연토양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염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개정향풀의 생육은 줄어드는 경향이나 줄기의 굵기, 생체중, 건
물중은 오히려 0.25 ~ 1.0% 염처리에서 무염처리와 비숫한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2.0% 염농도 처리 시 종자
발아가 되지 않은 것과 달리 식믈은 고사하지 않고 생육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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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개정향풀 꽃의 향기분석 및 대사체분석
김조훈 ․ 이재면 ․ 최지윤 ․ 박예근1) ․ 김도원 ․ 박형우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국내 자생종인 개정향풀 꽃 향기 성분의 분석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온 포집형 질량분석법으로 이루어 졌
으며 주요 향기성분으로 ketone, alcohol, 그리고 terpene계 물질이 다른 물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향의 특징
적인 성분은 acetophenone (29.22%), phenylethyl alcohol (10.54%), methyl-benzenemethanol (8.43%), benzyl
alcohol (7.97%), caryophyllene (6.08%), gurjunene (6.20%), humulene (1.90%), 2,6-nonadienal (1.43%), and
ocimene (1.04%) 등이 화합물이었다. 꽃의 주요 대사체 물질은 pentanoic acid, malic acid, fructofuranoside,
quinic acid, tagatose, sorbose, galactose, inositol, galactaric acid, glucopyranoside, octadecenoic acid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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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처리에 따른 한국 자생 개정향풀의 유리아미노산 및
항산화 성분 분석
김조훈 ․ 이재면 ․ 최지윤 ․ 박예근1) ․ 김도원 ․ 박형우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NaCl처리를 통한 개정향풀 전초에서 프롤린을 포함한 유리아미노산 함량 및 항산화물질의 변화를 조사한 결
과, aspartic acid, glutamic acid, asparagine, serine, glutamine, histidine, glycine, threonine, citrulline, arginine,
alanine, GABA, tyrosine, valine, methionine, tryptophane, phenylalan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proline 총
21개 유리아미노산의 성분이 분석되었다. 대조구와 0.25%, 2% 농도의 NaCl처리 시 아미노산 성분 중
glutamine 성분이 21개 아미노산 종류 중 가장 많은 양으로 나타났고 0.5%, 1% 농도의 NaCl처리 시 아미노산
성분 중 arginine 성분이 가장 많은 양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리아미노산의 총량의 경우는 2.0% > 0.5% >
0.25% > 1.0% > 대조구 순의 결과를 보였고 특히 2.0% 고농도 NaCl처리의 7428.94 mg/kg 값은 대조구
2218.94 mg/kg의 약 3.4배 이상 높았다. 또한 NaCl 처리농도가 가장 높을 때 proline 함량이 47.49 mg/kg으로
나타났고 대조구의 경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물질은 AAE (Ascorbic Acid Equivalent),
Flavonoid 함량 CE (Catechin Equivalent), 총폴리페놀 GAE (Gallic Acid Equivalent)는 모두 0.25% 염농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7846.33, 46626.67, 그리고 24607.68 mg/kg 함량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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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대나무숲 현황 및 활용 정책의 중요도 분석 연구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1. 서론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녹지, 숲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산림 탄소 흡수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나무 한 그루가 연간 5.4 kg(1 ha당 연간 33.5 ton)의 이산화탄소를 흡
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국립산림과학원(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2020). 타 수종에 비해 약 3배 정도 탄소
흡수력이 높은 것으로 이를 단초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나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주목했다. 결국 이산화
탄소 흡수원으로 재발견된 대나무숲을 모티브로 국가적 아젠다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
한 다목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자생하는 대나무숲 현황을 파악하고 공
간조성 측면에서 대나무숲 활용 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기본 방향 수립의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었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대나무숲 현황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중요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3~4월에 진행되었고 브레인스토밍, 문
헌연구, 인터뷰 등을 통해 구성된 설문지를 총 50명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회수된 응답지 47부 중에서 총
43부의 답변서를 분석하였으며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 도
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메이크잇(Makeit)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경상북도 대나무숲 면적은 1,916 ha 규모로 경주, 포항, 김천, 구미 등의 순으로 분포 면적이 높았으며 죽종별
로는 솜대가 940 ha로 전체의 49.1%, 죽종혼효림이 774 ha인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경남과 전남지역에 비해 평균기온이 낮아 추위에 잘 견디는 수종인 솜대의 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추정된다. 전문가 의견분석 결과,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측면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수
익창출이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목적을 강조하면서 환경조절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나무숲 군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성 형태를 선정하여 활용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Table 1. 통합적 수준의 세부 항목별 중요도 분석
부문(A)
조성
목적
(0.349)
이용
범위
(0.078)
조성
형태
(0.161)
특화
기능
(0.191)
확대
방향
(0.220)

세부 부문
휴양/자연체험
경관개선/생태보전
지역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수익창출
지역내 거주자
인근지역 거주자
타지역 방문자
근린공원형
주제공원형
연결녹지형
마을숲형
사회이용기능 확대
환경조절기능 확대
복합기능유도
기존 대나무 군락지 활용
지역자산 연계
유휴부지 활용

가중치(B)
0.198
0.357
0.127
0.318
0.497
0.322
0.180
0.264
0.271
0.206
0.259
0.252
0.420
0.328
0.550
0.206
0.245

종합가중치(A×B)
0.069
0.124
0.044
0.111
0.039
0.025
0.014
0.043
0.044
0.033
0.042
0.048
0.080
0.063
0.121
0.045
0.054

우선순위
5
1
10
3
14
16
17
12
11
15
13
8
4
6
2
9
7

Fig. 1. 경상북도 대나무숲 분포 현황도.

4. 참고문헌
국립산림과학원, 2016, 우리나라 대나무 자원의 분포 현황.
국립산림과학원(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2020, 대나무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연구성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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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원 관련 행정조직 개선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연구
-대구광역시를 사례로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1. 서론
생태자원의 가치와 생태계서비스 균형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환경보
전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을 추진하고 생태계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여 생태계 균형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도입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생태자원
을 보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생태자원인 달성습지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복원을 진행 중이다.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조직 개선이 뒷받
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생태자원 관련 행정조직의 여건을 분석하고 개
선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조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행정조직 여건 분석 및 개선 정책의 중요도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1년 4월에 진행되었고 내용은 타 지자체 사례조사, 브레인스토밍, 인터뷰 등을 통해 여건 및 역할분석,
개선 정책을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60명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였고 54명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결측치를 제외한 50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도 분석은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우선순위와 중요 정도를 분석 도출하였고 메이크잇(Makeit)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생태자원 관련 행정조직의 업무와 역할 분석 결과, 생태서식지 보전, 생태자원 계획 및 운영관리 총괄, 종합
관리 등의 항목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꼽혔고, 다음으로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항목도 중요한
업무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1차 수준과 각 세부항목별 2차 수준을 종합한 행정조직 개선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에서는 인력증원 항목이 0.137점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다음 우선순위로는 팀 재구성 항
목과 단중장기 방향설정 항목이 각각 0.120점과 0.118점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행정조직 개선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구성의 단기적 측면에서는 조직 보강 및 증원이 필수이며 장기적으로는 조직 안정화 및 확장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1. 생태자원 관련 행정조직 업무와 역할 분석.

Fig. 2. 통합적 수준의 정책 우선순위 분석.

4. 참고문헌
이도원, 2006, 생태자원과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보존 133, 2-8.
환경부, 2017, 자연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정책 발전전략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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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Dietary Curcumin Nanospheres on Growth,
Hematology, Proteomics and Fecal Pathogenic
Bacteria and Malodors in Weaned Piglets
Mohammad Moniruzzaman ․ Taesun Min
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Jeju International Animal Research Center (JIA) &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SARI), Jeju National University

1. Background
Curcumin is a lipophilic polyphenolic phytocompound present in the herbal plant, Curcuma longa which has
been widely used as turmeric powder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It has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in terms
of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timicrobial and anticancer activities. However, due to its hydrophobic nature,
it is poorly soluble in water and its bioavailability is very low on oral administration in organisms.

2.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135 weaned piglets (Duroc ×[Yorkshire ×Landrace]) with an average initial body weight of 7.0 ±
1.0 kg (28 ± 1 days of age) were randomly distributed in 9 pens (15 pigs in each pen) with 3 treatments in
triplicate groups of piglets. The 3 treatments consisted of 3 dietary supplementation of curcumin nanospheres
(CN) at 0 (control), 0.5 (T1) and 1.0 ml (T2) CN/kg of diet.

3. Results
At the end of a 21-day feeding trial, the results showed piglets fed 1.0 ml CN/kg diet had significantly higher
growth and feed utilization than those with the control diet (without CN). Serum glucose, gamma-glutamyl
transferase, total bilirubin, amylase and lipase contents were unaffected in piglets fed the experimental diets.
Interestingly, piglets fed with the T1 and T2 die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total cholesterol levels than those
in control diet. In serum proteomics study, a total of 103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EPs) are found in
the piglets fed control, T1, and T2 diets. We found exclusively 14 DEPs and 4 DEPs were upregulated and
downregulated, respectively, which were related to the enhancement of innate and adaptive immunity, increased
cell membrane integrity, response to drug, hemostasis as well as reduced expressions of carbonic anhydrase,
blood coagulations, immune cell degranulation in piglets fed with the T1 and T2 diets compared to the control
diet. In this study, fecal coliform bacteria and fecal ammonia ga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duced in
piglets fed with the T1 and T2 diets.
Overall, dietary supplementation of CN could enhance the growth, feed utilization, immunity and reduce fecal
pathogenic bacteria as well as ammonia gas emissions in weaned piglets.

4. References
Beyene, A. M., Moniruzzaman, M., Karthikeyanand, A., Min, T. S., 2021, Curcumin nanoformulations with metal oxide
nanomaterial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Nanomaterials, 11, 460.
Karthikeyan, A., Kim, N. Y., Moniruzzaman, M., Beyene, A. M., Do, K. T., Senthil, K. S., Min, T. S., 2021,
Curcumin and its modified formulations on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the sory so far and future outlook,
Pharmaceutics, 12, 447.
Moniruzzaman, M., Min, T. S., 2020, Curcumin, curcumin nanoparticles and curcumin nanospheres: a review on their
pharmacodynamics based on monogastric farm animal, poultry and fish nutrition, Pharmaceutics, 12,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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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전통 마을숲의 분포특성
김서영 ․ 장순영 ․ 한갑수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마을숲은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 등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보호 또는 유지되
어 온 숲을 의미한다. 또한, 마을에서 신성시하는 대상을 보호하거나 숲 자체에 토착신앙이 담겨있는 공간으로
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살아있는 문화공간이자 전통경관이다. 마을숲은 주민화합, 휴식기능 외에도 대기 정
화, 방풍, 미기후조절, 토양침식 방지 등과 같은 환경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숲과 녹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전통공간으로서의 마을숲은 도시화, 운영관리의 부재, 공동체 의식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강릉시에도 나타나는데, 전통문화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강릉시에는 크고 작은
마을숲이 많이 분포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수행되지 않고,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은 강릉 내 전통 마을숲들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마을숲의 보전 및 생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먼저, 마을숲 관련 서적, 논문 등을 통해 강릉시에 위치
한 마을 숲의 역사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을숲의 연구대상과 분석범위를 설정한 후, 각 마을숲을 답사하여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의 내용은 이용행태, 주요 수종, 관리실태 등이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문사회적 특성
과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각 마을숲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에 포함된 총 12개의 마을숲 중 신앙의 목적으로 조성된 숲은 구산서낭숲 등 6개소로 가장 많았으
며, 이어서 호안, 방풍 등의 순이었다. 마을숲의 대부분은 현재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성황
당, 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숲의 대부분은 마을과 인접하고, 도로나 하천을 따라 띠형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마을숲의 면적은 112,0002~400 m2으로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1300 m2~3000 m2에 분포하였다. 문헌 및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마을숲의 면적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일부 마을숲의 경우는 아파트단지 조
성 등에 의해 그 면적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숲의 주요 수종은 소나무, 굴참나무, 고욤나무 등이었는데, 이중 소나무는 전체 마을숲의 약 50%를 차지
하였다. 몇몇 마을숲의 경우는 주요 수종이 소나무였음에도, 아까시나무, 굴참나무등 다양한 하부식생이 서식하
고 있어, 소나무의 특성을 고려한 식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를 제외한 대부분 마을숲에는 안내판, 관리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적절한 홍보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을주민들에 의해 마을숲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마을숲의 훼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향후, 마을숲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마을숲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인 수목의 보호와 하부식생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숲의 역사, 특징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마을숲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전통문화 관광자원으로서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참고문헌
김학범, 장동수, 2007, 마을숲, 열화당.
문화재청, 2007,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보고서(강원·경상·전라·충청 일부지역).
생명의숲국민운동 역주, 2007, 조선의 임수, 지오북.

- 145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ND2)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논 기반 사료작물-벼 작부체계에서 토양의 화학적 특성과
조생종 벼의 생육 및 미질 특성 분석
오서영 ․ 오성환 ․ 서종호 ․ 최지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1. 서론
작부체계는 농경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소득을 올리며, 지력을 유지·증진하여 지속적 농업을 가능하게 하
는데 매우 중요한 농업체계이다. 논의 작부체계는 논 기반을 유지하여 쌀 부족 시 언제든지 벼(Oryza sativa L.)
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농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벼 중심 작부체계는 동계작물과 이른 춘계작물로써
여러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과 연계하여 지역 및 기상환경에 따라 다양한 2·3모작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료작물-벼 2모작 작부체계에 적합한 조생종 벼 품종을 선발하고자 사료작물 중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귀리를 연계한 2모작 작부체계에서 토양 특성, 조생종 벼 4품종의 생육 특성과 미
질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경상남도 밀양의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 시험포장 내 사료작물-벼 작부체계와 벼 단작 작부체계를 적
용하고 있는 논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벼 단작인 경우에는 겨울철 동안에 휴경을 하였으며, 사료작물-벼
작부체계에서는 겨울철 동안 이탈리안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 var. Greenfarm; IRG)와 귀리(Avena
sativa L. var. High-speed)를 재배하였다. 이후 조생종 벼(Oryza sativa L.) 4품종(조운, 조평, 해담쌀, 운광)은 30
일 자란 유묘를 30×14 cm 간격으로 주당 3본씩 손이앙하고, 2020년 5월 10일~8월 30일까지 재배하였다. 토양
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귀리 수확 후 휴경논과 더불어 각각 채취하였으며, 벼 수확 후에도 채취하여 이화학
적 특성 분석에 이용하였다. 벼의 생육 특성으로 출수기에 간장, 수장, 수수, 엽색도를 조사하였으며, 쌀 수량은
출수 후 40일에 수확하여 수당립수, 등숙률, 백미천립중, 백미수량 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벼 앞그루로 겨울철에 휴경하였을 때보다 사료작물을 재배하였을 때 논 토양 내 pH가 다소 낮아지고 T-N,
K, Ca, Na 함량이 높았으며 유기물과 유효인산(Av. P2O5) 함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로 인해 논 토양의 화학적 특성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수기에 해담쌀을 제외한 3종의 조생종
벼에서는 간장, 수장, 수수, 엽색도가 대체로 벼 단작에 비해 사료작물-벼 재배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
담쌀은 간장과 엽색도가 차이가 없고, 수장이 다소 짧아졌지만 수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수확기에 백미 생산량이 2모작 작부체계에서 다른 3종은 감소하지만 해담쌀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
미의 비율은 사료작물-벼 2모작 재배 시 다소 높았으며, 특히 조평과 해담쌀에서 높았다. 백미의 단백질 함량은
벼 단작에 비해 사료작물-벼 재배에서 높았고, 아밀로스 함량은 벼 단작과 같거나 그보다 다소 낮았다. Toyo 식
미치는 사료작물-벼 작부체계에서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호화온도는 모든 품종에서 작부체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담쌀은 2모작 작부체계에서도 다른 품종에 비하여 호화
온도가 낮으면서 Toyo 식미치값이 높아서, 식미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 생장은 작부체계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수수는 오히려 2모작 작부체계에서 증가하여 백미수량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담쌀
이 사료작물과 연계한 논 기반 작부체계에 최적의 품종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Oh, S. Y., Oh, S. H., Seo, J. H., Choi, J., 2021, Application of Italian ryegrass-rice double cropping systems to evalu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and yield and quality of rice in paddy field in southern parts of Korea,
J. Environ. Sci. Int., 30, 55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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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태도 분석
한재경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안전학부 환경안전학전공

1. 서론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형 국립공원으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다. 전체 면적은
약 535 ㎢이며, 해상면적이 70% 이상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6개의 지구(통영, 사천, 오동도, 거제, 금산, 남
해)로 나눠져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해양과 육지의 경관이 뛰어나 연간 약 67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Lee, 2015). 탐방객의 증가는 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탐방객에
관한 연구는 산악형국립공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의 특성과 환경태
도를 분석하여 국립공원 보호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2019년 5월 16일~5월 17일에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의 탐방로에서 현장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
상자는 탐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공원이라는 조사장소에 적합한 측정도구로
Short form 환경 태도 설문지(Woo, 2003)를 채택하였다. 설문 문항은 환경 중심적 태도(4문항)와 인간 중심적
태도(4문항)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총 120부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지 10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ANOVA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의 성별은 남성이 40.8%, 여성이 59.2%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20대(39.5%)와
30대(22.4%) 순으로 청년 탐방객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산악형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은 남성이 여
성보다 더 많았고 50대와 60대의 중년 탐방객이 많다는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값이 0.75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환경
중심적 태도(4문항)와 인간중심적태도(4문항)로 구분되었으며, 54.65%의 설명력을 보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탐방객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환경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환경태도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직업에 따른 환경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환경태도 평균
이 남성의 환경태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연령에 따른 환경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ANOVA
결과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50대의 환경태도 평균(M=3.34)이 가장 낮았으며, 40대(M=3.98)와 10대
(M=3.99)의 환경태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해상형 국립공원으로 산악형과
사적형 국립공원 탐방객의 특성과 환경태도의 차이를 규명하여 국립공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정책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

4. 참고문헌
Lee, S. H., 2015, A Study on the listing of landscape resources and grade evaluation in hallyeohaesan National Park,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and Welfare, 19, 55-63.
Woo, H. T., 2003,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ttitude scale for Kore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12, 76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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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 GIS based Method for Estimating the
Risk of Bird Strike
Jin Hyeong Seo ․ Sukmo Lee ․ JeongChil Yoo1) ․ Dongjoo Lee2)
Department of Ecolog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l University
1)
Department of Biology and Korea Institute of Ornithology, Kyung Hee University
2)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Aviation accidents such as bird strikes result in enormous social costs and ecological disturbances. Therefore,
when the government selects a potential airport site, it is necessary to avoid a place where many birds live such
as bird sanctuaries or major bird habitats nearby it. In reality, however, some of Korean airports currently in
operation are located on or near the migratory bird sanctuaries and the new airports are also being planned to
be on or near the bird habitats as well due to other prioritized conditions such as landscape and social-economic
issues.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build some new airports to improve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boost the travel industry. Since these locations are near the bird sanctuar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al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bird collisions and need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for them. The assessment
for the risk of bird strike should utilize the bird strike data from nearby airports with similar ecologi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It should also consider the dynamic spatial analysis which include habitat types,
resting sites, feeding sites, and migration routes. As, however,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ly
considers the number and diversity of the birds, the current assessment method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the ecosystem. Accordingly, we develop a GIS-based bird collision model that
can collect data reflecting bird behavior patterns and spatial information and evaluate the risk of bird collision
based on local habitat environments and bird spatio-temporal ecological information. We also compare and
analyze single and multi-matrix models respectively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GIS-based evaluation models. We
can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single-matrix models, which are simply evaluated as bird weights and
collision cases, and multi-matrix models that can be overestimated by subjective judgments, frequency of
observations, and the investigator's observation domain. The GIS-based bird collision evaluation model is a
model that evaluates the risk of bird collision with an ecological approach, reflecting the space and bird
behavior information used by birds. These GIS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bird collision evaluation models are
applicable to development projects with bird collision risk, and can be used to evaluate the location feasibility
of the developm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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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도시농업에서 콩과와 꿀풀과 엽채식물의 혼합파종 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 특성 비교
진효정 ․ 박제민 ․ 민경민 ․ 김태연 ․ 채예지 ․ 김원태1) ․ 주진희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1. 서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대인들에게 약품 및 인공비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농작물 재배보
다는 친환경적인 식물재배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식물을 생육할 수 있는 수직농장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조명되고
있다(양우창, 2015). 현재 인공조명인 LED를 적용한 식물생육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종
자 파종 시 파종비율에 따른 토양양분함량과 식물생육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
소고정에 유리한 콩과의 알파파(Medicago sativa)와 꿀풀과의 들깨(Perilla frutescens)를 이용하여, 파종비율 별
식물생육 및 토양양분함량을 비교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실내도시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녹지환경조절실험실에서 2021월 8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였다. 환경
조건은 광 반응을 주기로 시간 16시간, 온도 25℃, 습도 50%, 조도 10,000 lux, 암 반응을 주기로 시간 8시간,
온도 18℃, 습도 50%, 조도 0 lux로 설정하였다. 실험구 조성은 투명 플라스틱컵 안에 펄라이트 15 g, 원예용
상토 60 g으로 약 1 : 5 비율로 각각 배수층과 상토층을 조성한 뒤 파종 후 상토 5 g 을 복토하였다. 종자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을 알아보기 위해 알파파 단일파종(이하 AC ; Alfalfa Control), 들깨 단일파종(이하 PC ;
Perilla Control), 공영파종(이하 A1P1, A1P2, A2P1) 등 총 7가지로 파종하였다. 실험구는 각각 파종비율별로 9반
복하여 생장상에서 완전임의배치하였다. 측정항목은 2일 간격으로 발아율, 5일간격으로 토양양분함량(N, P, K)
과 생육(초장, 엽장, 엽폭, 엽수)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종자의 파종비율에 따른 발아율은 A1P2 > PC > A2P1 > A1P1 > AC 순으로 측정되었으며, AC 처리구에서 크
게 감소되었다. 생육측정 결과 AC 처리구에서 전반적으로 생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파종은
A2P1 처리구에서 알파파의 전반적인 생육이 높게 나왔으나, A2P1 처리구에서 들깨의 전반적인 생육이 높게 나
왔다.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알파파 : 들깨 = 2 : 1 의 비율로 파종하는 것이 생육에서 더 효율적인 비율이라고
사료된다.

4. 참고문헌
양우창, 2015, 도시농업을 위한 수직농장의 LED 기술도입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2), 335-345.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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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처리에 따른 조경수목의 뿌리발달과 생육평가연구
김효진 ․ 강건1) ․ 김의찬1) ․ 임현민1) ․ 김민정2) ․ 이은수2) ․ 손혜림 ․ 이상훈 ․ 이명훈3) ․ 김정호2) ․
윤용한2) ․ 김원태4)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3)당진시청 산림녹지과, 4)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식재지에서 활착과 생존, 생장이 우수한 수목을 생산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는 빛, 온도, 이산화탄소,
수분, 양분, 토양생물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 중 양분은 필수요소로 강조되고 있다(Landis et al, 2010). 시비처
리를 통해 수목의 잎과 수피, 소지, 뿌리의 양분함량이 시비 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양분이 높은 토양에서
는 수목의 부위별로 갖는 양분함량이 높게 나타난다(Miller et al, 2006). 현재 시비처리에 따른 다양한 수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조경수목으로 널리 이용되는 느티나무와 소나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비처리에 따른 조경 수목의 적정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온실 내에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식물
은 우리나라 자생종인 소나무(Pinus densiflora)와 느티나무(Zelkova serrata)를 선정하였다. 토양재료는 펄라이
트, 피트모스, 질석을 각각 1:1:1의 비율로 혼합하여 두 수목 모두 2년생으로 선정하였다. 액비 시비 일수와 시
비 방법에 따라 처리구를 구분하였다. 액비는 1:500의 비율로 물에 희석하여 화분 당 1 L를 시비하였다. 무처리
(A), 3일 주기(B), 7일 주기(C), 10일 주기(D), 1 L를 7일간 점적으로 시비한 처리구(E)로, 5처리구 3반복으로
각 15 수종씩 총 30개 처리구로 조성하였다. 수고와 근원직경, 뿌리의 길이와 폭, 건물 생산량 등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비처리에 따른 소나무의 생육 평가 결과 수고는 C > B > E > D > A 순으로 7일에 한번씩 시비한 C처리
구에서 가장 높은 생장률을 보였고 무처리구인 A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생장률을 보였다. 소나무의 근원직경은
B > E > C > D > A 순으로 3일에 한번씩 시비한 B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생장률을 보였고 무처리구인 A처리
구에서 가장 낮은 생장률을 보였다. 느티나무의 생육 비교 결과 수고는 E > B > D > C > A 순으로 점적으로
시비한 E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생장률을 보였고 무처리구인 A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생장률을 보였다. 또한
느티나무 근원직경의 생장률은 E > D > B > A > C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고와 비슷하게 점적으로 시비한 E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생장률을 보였고 7일에 한 번씩 시비한 C 처리구에서 낮은 생장률을 보였다.

4. 참고문헌
Landis, T. D., Dumroese, R. K., Haase, D. L., 2010, The Container Tree Nursery Manual. Vol. 7. Seedling Processing,
Storage, and Outplanting. Agriculture Handbook 674, USDA Forest Service, Washington DC, 199.
Miller, J. H., Allen, H. L., Zutter, B. R., Zedaker ,S. M., Newbold, R. A., 2006, Soil and pine foliage nutrient responses
15 years after competing-vegetation controland their correlation with growth for 13 loblolly pine plantations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Canadian Journal of Forest Research, 36, 2412-2425.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사업임(NRF-2017R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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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협곡 유형별 종횡비에 따른 복사에너지 비교분석
이동재 ․ 김동환1) ․ 박경수1) ․ 박귀남1) ․ 심규서1) ․ 이건희1) ․ 이상훈 ․ 김정호2) ․ 윤용한2) ․
김학기3) ․ 이명훈4) ․ 김원태5)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3)(유)엘에스디, 4)당진시청 산림녹지과,

5)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최근 도시개발 및 인구집중과 같은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열섬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도시열섬은 도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도시 면적당 건물의 수가 대폭 상승하
면서 건물들은 고밀도화가 진행되었다. 건물의 고밀도화는 열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며, 도시열섬, 열대야 등 고
온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이러진다(차수연 등, 2020). 이에 도심지 열환경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국내 연구로는 대부분 위성영상 분석 연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 기상변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
면 국외 연구의 경우 다양한 거리협곡 모형을 통해 열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거리협곡을 대상
으로 실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복사에너지에 따른 변화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를 고려한 거리협곡의 종횡비의 변화에 따른 기상환경과 복사에너지를 실측하
여 거리협곡의 종회비가 기상환경과 복사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실험구 위치는 충청북도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복합실습동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구 조성은 콘크
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폭 1.5 m, 높이 1.5 m, 너비 2 m의 모형건물을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측정유형은 Case
A : 1:1 Case B : 1:0.5 Case C : 1:0.3의 비율로 구분하였다. 기상인자 측정지점은 지면으로부터 50 cm 떨어진
지점과 1.5 m 떨어진 지점 외부공간으로 분류하였으며, 복사에너지 측정지점은 각 측정유형별 지면으로부터
1.5 m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실험구 내의 기온, 상대습도와 복사에너지인 장, 단파복사에너지
를 측정하였다. 실험구 내 기온, 상대습도는 HOBO(MX2301A)를 사용하고, 실험구 외 기온, 상대습도는 기상관
측기(Watch dog 2000, USA)를 사용하여 09시~18시에 1분 간격으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장, 단파복사에너지는
복사계를 통하여 12~15시까지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거리협곡 유형별 종횡비에 따른 열환경 비교연구의 분석 결과 평균기온은 Case A > Case B > Case C 의
순으로 측정되었다. Case A 에서 평균기온이 38.5℃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Case C 에서 35.9℃로 가장 낮
게 분석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Case C > Case B > Case C순으로 나타났으며, Case C와 Case A의 차이는
11.58%의 차이를 보였다. 장파복사에너지의 경우 평균기온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Case A > Case B > Case
C 순으로 Case A 비율에서 360 w/㎡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Case C에서 332w/㎡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
다. 평균 단파복사에너지의 경우 Case C > Case B > Case A 순으로 기온과 평균장파에너지와 반대되는 경향
을 보였다. Case C에서 73 w/㎡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Case A에서 59 w/㎡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차수연, 오규식, 2020, 도시 주거공간 내 가로협곡의 기하학적 특성이 열쾌적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36(12).
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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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토지피복별 시간에 따른 수직적 구조의
기상 변화에 관한 연구 - 충주연수자연마당을 대상으로 김한결 ․ 장아서1) ․ 이준용1) ․ 박채림2) ․ 이수미2) ․ 이상훈 ․ 이명훈3) ․ 김원태4) ․ 김정호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원 녹색기술융대학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3)당진시청 산림녹지과, 4)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도시 열섬현상과 열대야와 같은 기온상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김미경, 2014).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자가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
시공원은 이전보다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박선영 외, 2009). 현재 도시공원과 교외 주거지를 대상으로
토지피복에 따른 열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토지피복별 지표면온도와 열쾌적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피복에 따른 시간대별 열쾌적 변화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후 결과에 기반하여 도
시공원 조성 시 공원이용자의 열쾌적성을 고려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측정은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충주시 연수동 산 6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수자연마당을 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측정시간은 최저기온인 04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12시, 최고기온인 14시, 5반복 측정
을 진행하였다. 측정지점은 토지피복유형에 따라 나지, 초지, 습지, 산림인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
형별 5지점을 선정하여 총 20지점에서 이동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측정값을 기반하여 보정
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은 미기상요소 중 기온, 상대습도, 열쾌적 요소인 WBGT, 지표온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토지피폭에 따른 시간대별 미기상 측정결과 기온은 04시 측정경우 산림구역>초지>나지>습지 순으로 높은 값
을 보였고 산림구역과 습지는 약 1℃로 차이를 보였다. 12시 측정 경우 나지>초지>습지>산림구역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나지와 산림구역은 약 4℃의 차이를 보였다. 14시 측정경우 또한 나지>초지>습지>산림구역 순
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나지와 산림구역의 기온 차는 약 4℃의 차이를 보였다. WBGT는 04시의 경우 초지>
나지>습지>산림구역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초지와 산림구역의 차이는 약 2℃의 차이를 보였다. 12시의 경
우 나지>습지>초지>산림구역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나지와 산림구역의 차이는 약 4℃의 차이를 보였다. 14
시 또한 나지>습지>초지>산림구역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나지와 산림구역의 차이는 약 6℃의 차이를 보
였다. 지표온도는 04시의 경우 초지>나지>산림구역>습지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초지와 습지는 약 2℃의 차
이를 보였다. 12시의 경우 나지>산림구역>초지>습지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나지와 습지는 약 13℃의 차이
를 보였다. 14시의 경우 나지>산림구역>초지>습지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나지와 습지는 약 15℃의 차이를
보였다.

4. 참고문헌
김미경, 김상필, 김남훈, 손홍규, 2014, LANDSAT 영상을 이용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화와 열섬현상 분석, 대한토목
학회논문집, 34.3, 1033-1041.
박선영, 주진희, 윤용한, 2009, 도시공원 열환경 실측과 근린주민 의식조사에 따른 체감열 특성 평가, 도시설계:한국도시
설계학회지, 10.4, 203-121.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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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버드나무 군락 내 입지 특성
신용진 ․ 고영준1) ․ 이성훈2) ․ 이아현2) ․ 이명훈3) ․ 이주승 ․ 이상훈 ․ 김원태4) ․ 김정호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3)당진시청 산림녹지과, 4)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하천변 내 습지 개발로 인한 습지 면적의 감소는 수생태계파괴와 그로 인한 생물의 서식처 감소를 야기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습지 면적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개척 식물인 버드나무 입지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
었다. 선행연구는 물의흐름과 염분함량에 따른 버드나무 입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창우, 2009; 이솔지, 2014)
이 되었지만 토양특성에 따른 버드나무 입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하천변 버드나무 군락
분포와 입지특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버드나무속 군락 형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하천변 내 버드나무 분포와 입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과 용탄동부터 중
앙탑면 가흥리 남한강변 일대를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2021년 06월부터 08월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측
정지점은 식생조사법 중 하나인 매목조사방법을 통해 교목층, 아교목층은 10x10 m크기 내 출현 수종에 대한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을 조사하였고, 관목층은 가변에 5 x5 m크기 내에 출현 수종에 대한 수고와 수관폭을
조사하였다. 방형구 40개를 A(버드나무 우점 군락), B(왕버들 우점 군락), C(버드나무-왕버들 우점군락), D(갯버
들 우점 군락)으로 10지점씩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수변으로부터의 거리, 침수 가능 여부에 따
라 상시 침수, 간헐적 침수, 침수 가능성 낮음으로 구분하였고, 식생은 출현종, 수고를 조사하였다. 토양요소로
는 토성, 토양 습윤 정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남한강유역의 버드나무군락을 조사한 결과, 버드나무 군락이 100 m2 이상으로 발달되어 있는 4지역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4개의 지역을 방형구를 사용하여 우점종을 기준으로 군락을 분류한 결과, 크게 A(버드나무
우점 군락), B(왕버들 우점군락), C(버드나무-왕버들 우점군락), D(갯버들 우점군락) 총 4개의 군락으로 구분되
었다. 군락유형에 따른 종 수는 A가 4종, B는 4종, C는 5종, D는 3종이 나타났다. 버드나무 속 종의 분포와 환
경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방형구와 평균 수변과의 거리는 C > B > A > D 순으로 토양의 습윤정
도는 D > A > C > B 순으로, 토성의 경우 A는 미사, B는 세사, C는 극세사, D는 극세사가 주를 이루었다.
침수가능성은 D > A > B = C 순으로 나타났다. 군락유형에 따른 환경입자 간 상관분석 결과 평균수고와 토양
수분, 침수가능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군락유형에 따른 토양수분은 A, B, C, D 순으로 수분량이
증가하였고, 침수가능성은 A, B, C, D 순으로 침수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하천변 버드나무 군
락지와 평균수고와 토양의 습윤정도, 침수가능성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후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추가적인 환경요인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이솔지, 2014, 염분스트레스가 버드나무 내염성 클론의 생리특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농학석사학위논문,
11-12.
이창우, 2009, 우포습지의 버드나무속 주요 3종의 공간분포, 계명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석사학위논문,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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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실증 연구

이상훈 ․ 강수민1) ․ 김지우1) ․ 이석준2) ․ 이재승3) ․ 이명훈4) ․ 김원태5)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건국대학교 영어학과, 4)당진시청 산림녹지과, 5)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서론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 피해가 증가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
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이재현, 2018). 특히 산업단지의 성장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도가 증가하면서, 이
에 따라 국가적 노력으로 산림청은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저감 숲을 조성하는 정책을 실시
하였다(이창흡, 2015). 현재 도시 내 공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변화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산
업단지 내 저감 숲의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주 산업단
지 내 저감 숲과 근린공원을 지형구조와 거리에 따라 비교 측정하여 실제 저감 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평가
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5월 예비 조사를 통해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 기간은 7월부터 9월
까지로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 용탄동 충주산단로 2로 가리저감숲과 인근 숲(용탄공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
였다. 일기가 맑은 날을 대상으로 측정시간은 공장 가동시간, 공원 이용 시간으로 구분하여 새벽(6~8시), 점심
(11~13시), 저녁(17~19시)에 측정했으며, 식재유형 및 오염배출원과의 거리에 따라 가리저감숲 7곳과 대조구 3
곳을 선정하였다. 기온, 상대습도, 풍속은 열선형풍속계(Tsi-9545, USA), 미세먼지의 경우 파티클 카운터 휴대
형(Tsi-9303, USA)을 이용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통해 오염배출원과의 거리와 기상요소 및 미세먼지와의 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리저감숲과 대조구 비교결과, 기온의 경우 가리저감숲(31.96℃) > 대조구(30.54℃)였으며, 상대습도는 대조
구(53.63%) > 가리저감숲(50.50%), 풍속의 경우, 가리저감숲(0.37 ㎧) > 대조구(0.31 ㎧)로 측정되었다. 초미세
먼지의 경우 가리저감숲(36.69 ㎍/m) > 대조구(33.50 ㎍/m)으로 가리저감숲에서 미세먼지가 더 높은 것으로 측
정되었다.
오염배출원과의 거리에 따른 분석결과, 기온의 경우 50 m > 100 m > 150 m > 250 m > 200 m의 순으로
오염배출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250 m > 200 m > 150
m > 100 m > 50 m의 순으로 오염배출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풍속의 경우
150 m > 200 m > 50 m > 250 m > 100 m의 순으로 거리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초미
세먼지의 경우 50 m > 250 m > 100 m > 200 m > 150 m의 순으로 거리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의 경우 50 m > 200 m > 250 m > 100 m > 150 m의 순으로 측정되었다. 점심시간대의
경우 100 m > 250 m > 200 m > 50 m > 150 m의 순이였으며, 저녁시간대의 경우 250 m > 50 m > 200 m
> 150 m > 100 m의 순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측정시간대에서 거리와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참고문헌
이재현, 2018, 미세먼지가 호흡기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이창흡, 2015, 산업도시 창원의 초미세먼지(PM2.5)의 중금속 조성과 위해성 평가 연구, 국내 박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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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식물 식재비율에 따른 생육 비교

민경민 ․ 김준석1) ․ 이하늘1) ․ 정세양1) ․ 황지은1) ․ 김원태3) ․ 주진희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최근 도시 내 녹지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옥상녹화는 지상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녹지량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전은정 외, 2011). 또한 도시농업은 가족농원, 시민농원, 도시텃밭, 옥
상농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영농활동을 접할 수 있어 도시민에
게 정서적 안정 및 수확의 즐거움을 주어 도시생활의 활력요소로 주목 받고 있다(김진원 외, 2014). 건축물의
옥상을 활용한 녹지확보와 도시농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상지를 옥상으로 선정하여 그에
맞는 효율적 생산관리 방안에 대한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옥상도시농
업에서 공영식물 파종비율별 식물생육 및 생리를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옥상도시농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복합실습동 건물 옥상에서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수행되었다. 토양재
료는 옥상녹화용 인공토양 포시즌과 펄라이트를 3:1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공시식물은
배추(Brassica campestris L. spp. Pekinensis), 메리골드(Tagetes erecta L.)를 선정하였고, 파종 비율에 따라 배추
단일식재(이하 CC ; Cabbage Control), 혼합식재(이하 C1M1, C1M2, C2M1), 메리골드 단일식재(이하 MM ;
Marigold Control)로 총 5개의 처리구로 구분하여 1.0 m × 1.0 m × 0.25 m의 실험구에 30 cm 간격으로 3반복
식재하였다. 측정항목은 생육(초장, 엽장, 엽폭, 엽수, 화폭, 착화수), 생리(상대엽록소함량, 생체중, 건물중)를 조
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옥상도시농업에서 배추와 메리골드 식재 비율에 따른 생육 측정 결과 초장은 C1M1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측
정되었으며, 메리골드는 C1M2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C1M2 처리구에서 배추와 메리골드의 엽
장이 높게 측정되었고 엽폭 측정 결과 배추는 C1M2 처리구에서, 메리골드는 C2M1처리구에서 높은 값을 보였
다. 메리골드의 착화수는 배추와 메리골드 비율이 2대1인 C2M1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 화폭은 비율이 1대1인
C1M1 처리구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상대엽록소 함량은 배추와 메리골드의 비율이 1대2인 C1M2처리구와 비율
이 2대1인 C2M1 처리구에서 비교적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4. 참고문헌
김진원, 유용만, Enkhjargar Baljii, 최인욱, 윤영남, 이영하, 나원석, 2014, 도시텃밭과 옥상정원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조사, 원예과학기술지, 32(3), 400-407.
전은정, 정순형, 이태호, 2011, 옥상녹화 이용자분석을 통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 환경관리학회지, 17(2), 131-140.

감사의 글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1R1F1
A1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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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조절에 따른 상추의 생장특성

김태연 ․ 김수현1) ․ 김성수1) ․ 김진우1) ․ 서동민1) ․ 전민중2) ․ 김원태2) ․ 주진희3) ․ 윤용한3)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2)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도시민들의 원예활동에 대한 관심은 주 5일 근무제의 보편화와 함께 여가활용 시간이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다(문지혜 등, 2007).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원예활동이 더욱 활
성화됨에 따라, 도시민들의 홈 가드닝 관심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실내농업에서 광 요구도에 따른 상추의 식재
환경조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도조절에 따른 상추의 생육 및 생리를 연구하여 효율적으
로 상추를 재배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도시농업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유리온실 내에서 1차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2차로 2021년 9월 한
달 동안 광량에 따른 엽채류의 생장 변화를 측정했다. 실험에 사용된 공시식물은 청치마상추(Lactuca sativa L)
와 적치마상추(Lactuca sativa L)를 선정하였고, 차광량에 따라 1,2차 실험 모두 0%(Cont.), 35%(S35), 55%(S55),
75%(S75) 처리구로 대조구와 처리구에 9개씩 10~15 cm의 식재 간격을 두어 펄라이트 250 g과 원예용상토
2400 g으로 3화분 총 24화분을 조성했다. 측정항목은 생육(초장, 엽장, 엽폭, 엽수), 생리(생체중, 건물중)을 측
정했다.

3. 결과 및 고찰
광도에 따른 엽채류의 엽장, 엽수, 엽폭, 초장의 생육변화 측정 결과 청상추와 적상추의 초장과 엽장은 S55에
서 가장 높았다. 엽수 측정결과 Cont.에서 가장 높고, 엽폭은 S55에서 가장 높은 결과로 측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청치마 상추와 적상추 모두 S55 처리구의 결과 값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차후 실내도시텃밭에서 상추 재배시
차광률 55%로 재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4. 참고문헌
문지혜, 이상규, 장윤아, 이우문, 이지원, 김승유, 박현준, 2007, 베란다 재배에 적합한 채소작품 및 관비방법 선발, 생물
환경조절학회지, 16(4), 314-321.

감사의 글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1R1F1
A1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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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13) 저관리

옥상녹화 멀칭재에 따른 식물 생육과 토양 수분 함량
및 열환경 상관관계 분석

최승용 ․ 채예지 ․ 조희준1) ․ 허원석1) ․ 유준우2) ․ 정민정2) ․ 이윤재2) ․ 윤도윤2) ․ 김원태3) ․
주진희4) ․ 윤용한4)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4)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옥상녹화는 도시열섬현상, 환경적 문제 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도심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윤용한 외, 2010). 하지만 옥상은 지상 환경에 비해 식물 서식에 불리해
생육이 비교적 열세인 경향을 보였다(최희선. 등, 2004). 이에 지온 조절, 토양수분 보존, 잡초발생 억제, 토양물
리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멀칭재를 통해 옥상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Jensen 등,
1988) 저관리 옥상녹화 멀칭재에 대한 토양수분 함량과 열환경 차이에 따른 식물 생육 연구는 미비한 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에서 멀칭재에 따른 토양수분함량과 열환경, 그리고 초화류 생육 반
응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복합실습동 옥상과 과학기술대학 옥상에서 수
행하였다. 공시식물은 내건성 정도에 따라 동자꽃(Lychnis cognata), 옥잠화(Hosta plantaginea) 2종의 식물을 선
정하였으며, 멀칭재료는 관리가 용이하고 수분 보유력을 고려해 우드칩, 코코칩, 짚거적, 톱밥 4가지를 사용하
였다. 실험구 조성은 가로 0.5 m, 세로 0.5 m, 높이 0.2 m, 토심 0.15 m, 멀칭재 높이 0.05 m의 정방형 모듈에
각 수종을 식재하였다. 멀칭재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구와 각 멀칭재를 처리한 5가지 처리구를 3반복하여 총 15
개의 처리구를 조성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항목으로는 식물 생육, 생리, 토양 수분함량을 격주로 매월 2회 측정
하였고, 열환경은 일 중 기온이 가장 높은 14시 기준으로 매일 각 건물 당 9반복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옥상녹화 설치 유무에 따른 열환경은 옥상녹화를 설치한 복합실습동 옥상이 설치하지 않은 과학기술대학 옥
상에 비해 낮은 온도를 보였다. 멀칭재에 따른 토양 수분함량은 7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W.O > S.T
> Cont. > S.A > C.O 순을 나타냈다. 생육도 측면에서 동자꽃은 S.T > C.O > Cont. > W.O > S.A 순을 나타냈
다. 생체중은 C.O가 가장 높았고 W.O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건물중은 C.O가 가장 높았고 S.T가 가장 낮았다.
옥잠화는 S.T > C.O > W.O > S.A > Cont. 순을 나타냈다. 생체중은 S.T가 가장 높았고 Cont.가 가장 낮았으
며, 건물중은 S.A가 가장 높았으며, W.O가 가장 낮았다.

4. 참고문헌
박준석, 박지혜, 주진희, 윤용한, 2010, 옥상녹화 식재지반이 토양수분과 순가문비나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
학회지. 38(3), 98-106.
Choi, H. S., D. M. Ahn, 2004, Rooftop planting methods and invading species. Journal of Korean Environmental
Research & Revegetation Technology 7(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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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초화류 식재 시 식재밀도에 따른 식물생육

평가
이선영 ․ 서종옥1) ․ 홍시우1) ․ 권유진2) ․ 박수현2) ․ 박현아2) ․ 김원태3) ․ 주진희4) ․ 윤용한4)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2)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4)
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기술융합학과

1. 서론
가로변의 녹지 조성은 도심 내에서 부족한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재해의 완충효과, 생물
서식공간,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가로녹화는(정희은 등, 2015) 하부에 초화류를
식재함에 따라 계절적 변화성을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계절적 장점으로(정해준 등, 2012) 기존 가로수가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가로변의 척박한 환경으로 가로수 하부의 초화류
식재 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조성과정부터 적절한 식재방법 적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로수 하부 초본류 식재밀도의 차이가 생육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가로수 하층 식재를 위한 적정 식재밀도를 규명하여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중앙로 벚나무길에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가로수 하
부 식재를 위한 식물재료로는 환경 적응성이 높은 맥문동(Liriope platyphylla)과 비비추(Hosta longipes)를 선정
하였다. 실험구는 기존에 식재된 벚나무의 하단부(1.0×1.0㎡)에 비비추(이하 P)와 맥문동(이하 L)을 식재밀도
11, 25, 49, 83%로 구분하여 각 실험구 당 3반복하여 총 24개로 조성하였다. 측정은 실험기간 중 2주간격으로
18시부터 19시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항목은 생육(엽장, 엽폭, 초장, 초폭, 엽수), 생리(상대엽록소 함량), 시각적
질(주관적 평가)로 설정하여 실험구 별 임의선정한 측정개체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식재밀도의 차이에 따른 식물의 생육결과 실험 진행 초기에는 맥문동과 비비추 모두 밀도가 높은 실험구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적 낮은 밀도로 식재한 실험구와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실험시간 중 맥문
동은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밀도차이에 따른 생육 값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비비추는 P11, P25 실
험구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상대엽록소 함량의 경우 맥문동은 실험 중반을 기점으로 L11, L25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비비추는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질의 경우 맥문동은 대체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비비추는 밀도가 높은 실험구의 개체가 고사함에 따라 낮은 수치를 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한 일사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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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tive and Antibacterial Effects of
Rhynchosia volubilis extracts
Ji Hyun Kim ․ Gi Soo Jung ․ Gwanpil Song ․ Sung Pil Moon ․ Ji Young Kim
Jeju Biological Resource Co., Ltd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anti-oxidative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70% ethanol (70% EtOH) and
n-hexane, dichloromethan, ethyl acetate, buthanol and water extracts from Rhynchosia volubilis.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highest in ethyl acetate fraction were 243.3 mg/g GAE and 125.3 mg/g QE respectively.
Upon the anti-oxidative studies by DPPH and ABTS test, the IC50 values of the ethyl acetate and butanol
fraction were 33.8 ~ 58.95 ㎍/ml and 8.42 ~ 16.21 ㎍/ml, respectively. The highest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exhibited that ethyl acetate and butanol fraction manifested highest activity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and Cutibacterium acnes
strains including antibiotic resistant strains were observed in paper disc method and MIC showed inhibition of
bacterial growth. The 70% ethanol, hexane, dichloromethan, ethyl acetate and butanol extractions showed
anti-bacterial activitie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hynchosia volubilis leaves can be used as natural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resources.
Key words : Rhynchosia volubilis, Plant, Natural source, Antibacterial,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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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olyphenol Compound and Antioxidative
Activity in the seasonal variation of Hedera japonica
Tobler
Ji Young Kim ․ Jung-A Lee1) ․ Ji Hyun Kim ․ Sook Young Park1) ․ Gi Soo Jung ․
Sung Pil Moon ․ Gwanpil Song
Jeju Biological Resource Co., Ltd,

1)

Human Interface Media Center,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ith the aim of developing functional plants to cosmetic material, 70% ethanol extracts were
prepared using Hedera japonica harvested from the fields of Hamduk, Jeju, Korea on March to October and
their antioxidant potential were evaluated. The Hedera japonica during seasonal variation were extracted 70%
ethanol to measure antioxidative activity using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 In the antioxidation
assay, May 70% ethanol extracts showed the highest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nd the IC50 values
of the May 70% ethanol extracts were 241.9 ㎍/ml and 123.6 ㎍/ml, respectively. In the present study,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Polyphenol Compound in the Hedera japonica during seasonal variation, we
investigated the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nalysis from 70% ethanol extracts.
Significant increases were observed in the levels of chlorogenic acid in the leaf extracts by 70% ethanol
extracts. The results suggest that extract from Hedera japonica harvested in particular periods and prepared
using a strong potential as a novel natural source an antioxidant agent.
Key words : Hedera japonica, Polyphenol compound, Natural source, Antioxidant, Chloroge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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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오름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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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

돝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오름으로 산정부에서 동쪽으로 얕게 골이 패어 있는 원형분화구를 갖
고 있는 기생화산체이다. 비고가 1294 m, 둘레가 2,410 m 면적이 430,425 ㎡로 천연기념물 ‘제주평대리 비자나
무숲’과 매우 인접한 지역이다. 이곳은 기후는 평균기온 15.8℃, 연강수량이 2156 ㎜, 연일조량이 2094.9 hr, 습
도가 73.8%인 기후로 최근에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본 조사는 비자림과 인접한 돝오름을 대상으로 식물상을 파악하여 기후에 따른 식물의 분포특성을 조사하고
자 수행하였다. 2021년 01월 06일부터 2021년 09월 0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표본을 채집하고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돝오름의 식물은 총 97과 255속 343종 3변종, 2아종, 1품종 등 총 349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양치식물이 12과 26속 34종, 나자식물이 3과 5속 5종, 피자식물은 쌍자엽식물 72과 187속 252종
3변종 2아종 1품종 등 258분류군, 단자엽식물 9과 37속 52종이었다. 이 중 한국특산식물은 5분류군, 식물구계
학적 특정식물 99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Ⅴ등급 2분류군 Ⅳ등급 9분류군 Ⅲ등급 48분류
군 Ⅱ등급 1분류군Ⅰ등급 39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적색목록 식물은 취약(VU) 2분류군, 미평가(NE) 1분
류군, 관심대상(LC) 3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35분류군(약 10%), 생태계교란식물 4분류군 등이 확인
되었고, 이는 인위적 간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재된 식물은 비자
나무, 삼나무, 편백, 상수리나무 등 4종이 확인되었다.
돝오름은 비자림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오름 정상에서 비자림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어 트래킹 하기 편하여 관광객 및 도민 출입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주변은 농경지와 연결되어 있어 인위적
간섭이 많은 지역으로 귀화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오름의 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다.
Key words : 아열대기후,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비자림, 종다양성,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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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오름 식물상
이민정 ․ 정기수 ․ 문성필 ․ 이성권 ․ 송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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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오름은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름으로 말발굽형 기생화산이다. 비고가 117 m, 둘레가 2,968 m, 면적이
474,001 ㎡로 제주 시내와 인접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기후는 평균기온이 16.7℃, 연강수량이 1459.5 mm, 연일
조량이 2616.5 hr, 습도가 80%인 기후로 최근에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본 조사는 제주 시내와 인접해있는 민오름을 대상으로 식물상을 파악하여 기후에 따른 식물의 분포특성을 조
사하고자 수행하였다.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표본을 채집하고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오름의 식물은 총 94과 241속 344종 4변종 2품종 2아종 등 총 352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양치식물이 8과 18속 26종 등 26분류군, 나자식물이 4과 7속 6종 등 6분류군, 피자식물은 쌍자엽식
물 70과 176속 253종 3변종 1품종 1아종 등 258분류군, 단자엽식물 12과 40속 60종 1변종 1품종 1아종 등 63
분류군이었다. 이 중 환경부 멸종위기식물은 대흥란 1종이 확인되었으며, 한국특산식물은 8분류군, 식물구계학
적 특정식물 10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Ⅴ등급 3분류군 Ⅳ등급 17분류군 Ⅲ등급 35분
류군 Ⅱ등급 2분류군 Ⅰ등급 4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적색목록 식물은 위기(EN) 2분류군, 준위협(NT)
1분류군, 취약(VU) 1분류군, 관심대상(LC) 5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민오름의 귀화식물 32분류군 (약 9%), 생태
계교란식물 4분류군 등이 확인되었고, 식재된 식물은 26분류군으로 확인되어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역임을 간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민오름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오름으로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와 산책코스가 만들어져 있어 도민과 관광객
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식재된 종들이 변화상을 추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낙
엽활엽수 종들이 변화 및 식물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최적이 장소라고 사료된다. 또한 오름의 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Key words : 아열대기후,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멸종위기야생식물, 종다양성,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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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례 분석을 통한 습지의 탄소격리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동향 고찰
신지영 ․ 김나경 ․ 박예지1) ․ 노백호1)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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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 전공

1. 서론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전략, 환경부 탄소중립이행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생태자원이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그 기능을 파악하고 복원하는 등의 정책 및 연구가 확
대되고 있다. 습지는 탄소의 흡수 및 저장소로서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며, 이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의 탄소
유입을 적절히 조절할 뿐만 아니라 국지적 기후조절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im, 2008).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내 습지의 기능을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획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격리 관점의 국내·외 습지 정책 실태를 분석하여 국내 습지 정책의 개
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습지의 탄소격리(carbon sequestration)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습지관련 법정계획 및
람사르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된 주요 국가보고서를 취합하였다.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내의 습
지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내륙습지의 보전계획 중 연도별 추진 사업을 검토하였다.
습지보전과 관련된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국가별 제4차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목표의 이행 현황을 보고한 「람사
르 국가 보고서(Ramsar National Report)」를 이용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된 주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가운데 습지를 비롯한 토지 부분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3. 결과 및 고찰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관점의 습지 정책 수립, 연구 수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내륙습지 보전계획을 분석했을
때 습지에 대한 조사, 보전, 복원 및 주민지원 등의 사업은 제시 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추진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람사르협약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호주, 중국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습
지의 역할 관련 정책이나 지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맹그로브 숲, 연안습지, 범람원 등의
습지복원과 이탄습지의 탄소량 측정, 모니터링, 탄소 농업 등 습지의 탄소 저장 능력 관련 정책의 추진비율이
높다. 습지 취약성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연구를 실시하여 기후 대응형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집중하였다. 국
내에서는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연안, 습지 등에 대한 보전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
관점의 습지 정책은 미흡하다. 또한, 논습지 관리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측하는 연구가 활발한 반면 이탄습지에 대한 조사·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탄습지가 저장 중인 토양
탄소량은 전 육상생태계 토양 탄소의 16∼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호정, 201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에 따르면 호주는 연안습지, 저수지 등 다양한 습지를 대상으로 온
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국내는 이탄을 제외하고 양어장, 구거, 유지에 대한 배출량만 조사한다(온실가스종
합정보센터, 2021). 이에 이탄습지 발굴 및 탄소 저장량의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 4차 국가 습지보전기본
계획에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정책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가 국가 및 시·도의 기후변
화 및 습지 관리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강호정, 2013, 국제협력연구사업 결과보고서: 전지구적 탄소 순환 및 기후변화와 연관된 온대와 열대 이탄 습지 생태계
의 비교연구, 한국연구재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국가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
Kim H. S., 2008, The function and value of wetlands, River and culture, 4(2), 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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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내 토지피복에 따른 열쾌적성 분석 연구
염정헌 ․ 박상혁 ․ 임형균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최근 도시의 열섬현상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력소비량, 공기순환 악화로 인한 대
기오염 등은 폭염과 열대야,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도심 외부 공간의 기온 상
승은 가로 보행자의 쾌적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Park et al., 2000; Lee et al., 2010)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토지피복 유형에 따른 열 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캠퍼스 보행환
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대상지는 강릉원주대학교(강릉캠퍼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토지피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영상
(1/10,000)을 활용하였다. AutoCAD 2014와 ArcGIS 10.8을 이용하여 토지피복 유형을 디지타이징 및 맵핑 하였
고, 단위 격자(50 m×50 m)별 토지피복비율(%)을 기반으로 유형화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현장답사를 통해 토지
피복 유형별 대표지점을 선정하였다. 총 10개 지점이 선정되었고, 공간 분석을 위해 어안렌즈(Samyang EF8mm
f/3.5)를 사용하여 천공 사진을 촬영하였다. 공간의 열 환경 측정을 위해 TESTO 440를 활용하여 지점별 온도,
습도, 풍속 등을 측정하였고, 평균 복사온도(TMRT)값(FLIR–T400)을 보완하였다. 또한, 캠퍼스 기상환경에 대
한 기준 값을 파악을 위해 Davis Vantage PRO AWS II을 통해 온도, 습도 등을 설치하였다. 최종적인 열쾌적성
분석을 위해 RayMan_ver. 3.1을 활용하였으며, 지점별 PMV(생리적 등가온도), PET(열 스트레스 지수) 등의 값
을 도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SVF값이 높을 수록 그늘 면적이 작고, 일사량이 많아 더 높은 PMV값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높은 온도, 낮은 습도, 적은 풍속, 높은 TMRT(평균복사온도)값 등을 나타내는 공간일수록 열 쾌적
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온역인 학생본부 주차장(불투수포장)과 최저온역인 해람지 (수면)의 PET값
16~18℃의 차이를 보였으며 PMV 지수상 ‘매우 더움’에 해당하는 공간의 열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유사 연구와 마찬가지로 옥외 공간에서는 태양 복사열에 따른 지표면의 온도가 열 쾌적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캠퍼스 열 쾌적성 개선을 위한 불투수 포장지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Lee, J. A., Jung, D. Y., Chon, J. H., Lee, S. M., Song, Y. B., 2010, An Evaluation of Human Thermal Comfort and
Improvement of Thermal Environment by Spatial Structur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8(5), 12-20.
Park, I. H., Jang, G. S., Kim, J. Y., Park, C. H., Seo, D. J., 2000, Effect of Cool Islands on the Thermal Mitigation
in Urban Area -Case Study of T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8(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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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시율을 활용한 가로수 부후 예측 시범 연구
염정헌 ․ 정다훈 ․ 장재영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심 가로에서는
가로수의 도복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 외 도복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
(도로의 재포장, 보도블럭 교체), 상처 (병충해, 전정), 뿌리 상처를 통한 부후 발생 등이며, 관련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사전에 도복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강릉시 가로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열시율을 기반으로 동공 및 부후에 의한 도복 가능성을 효과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대상 수종은 가로수로 활용비율이 높은 왕벚나무 (군정교 ~ 경포 현대아파트 입구), 느티나무(송정주공 후문
~ 한솔초교), 양버즘나무(임영로 한국은행 ~ 택시부광장 구간) 등을 선정하였고, 동공 및 부후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쿨링존(cooling zone) 파악(Catena and Catena, 2008; Papandrea et al., 2020)을 위해 FLIR-T400 열화상 카
메라를 활용하여 개별 가로에 대한 1차 전수 촬영을 실시하였다. 촬영된 열화상 사진은 AutoCAD 14를 이용하
여 디지타이징 하였고, ArcGIS 10.8을 통해 열시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수종
별 정상 예측목 3주와 부후예측목 3주에 대한 2차 측정을 실시하였고, 동공 및 부후 등 목재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IML-RESI PD 400(드릴저항측정기)를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체적으로 정상 예측 수목 9주 중 7주 (78%)에서 열화상사진 분석과 드릴저항측정기를 활용한 실측결과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후 예측 수목 9주 중에서는 2주 (22%)만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
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양버즘나무는 정상 예측 수목 3주 중 2주, 부후 예측 수목 3주
중 1주에서 각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왕벚나무는 정상 예측 수목 중 2주, 부후 예측 수목 중 1주
가 각각 연관성이 있었다. 느티나무는 정상 예측 수목 중 3주 모두 연관성이 있었으나, 부후 예측 수목은 연관
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측정 결과, 부후 예측 수목에서의 연관성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연구 샘플링 수가
다소 적었고, 연관성이 확인된 수목에 한하여 동공 및 부후 구간이 정확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Catena, A., Catena, G., 2008, Overview of thermal imaging for tree assessment, Arboricultural Journal, 30(4), 259-270.
Papandrea, S. F., Proto, A. R., Cataldo, M. F., Zimbalatti, G., 2020, Comparative Evaluation of Inspection Techniques
for Decay Detection in Urban Trees. In Environmental Sciences Proceedings 3(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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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호의 변천과 정자에서의 조망특성
한갑수 ․ 이호창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정자 조영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자연경관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는 것이었다. ‘제일강산(第一江山)’이라는 이
름을 얻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가진 경포호변에는 경포대를 비롯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13개의 정자가 위치한
다. 정자는 인문환경과 산수(山水)라고 하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전통문화 공간으로 그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 향토사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 귀중한 전통자원이다. 하지만, 경포호 주변의 정자
중 일부는 화재로 소실되고, 일부는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어 이에 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까
지 정자 관리기관의 관심은 정자의 건물자체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선행연구의 대부분도 건물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자는 동양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자 내부에서 외부를 조망하는
외부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자의 기능 복원 및 관리, 그리고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자의 조영 당시부터 최근까지 조망유형이 어떻게 변화왔는
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자 관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의 주된 내용은 경포호의 변천과 정자에서의 조망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포호의 변천 특성은 자
료수집과 GIS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고지도, 수치지형도, 수치토양도, 수치토양피복도, 항공사진 등을 수집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702년, 1918년, 1972년 2017년 등 4시기의 경포호의 형태를 설정하였다. 1702년도의
경우, 고지도로서 소축척이며 정밀히 표현되지 않았기에 관련 문헌을 참고하고, 지형과 토양을 바탕으로 경포
호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1918년도는 당시의 지도, 1972년 및 2017년도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그 경계를 설정
하였다. 또한 각각의 시기별로 토지피복유형을 호수, 농경지, 산림, 기타 등 4개로 구분하여 토지피복도를 작성
하였다.
강릉 경포호의 주변에는 현재 13개의 정자가 위치하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실된 석란정, 경포호내에 위치
한 월파정을 제외한 11개의 정자를 대상으로, 시점의 특성을 반영한 조망권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정자별 조망
자료와 토지피복도를 중첩하여 각 정자에서 시기별로 어떻게 토지피복유형이 조망되는가를 정량화하여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모든 정자에서의 경포호 조망면적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환산정은 18세기에는 조망면적이 전체의 약 68.9%
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20.9%로 약 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정과 활래정, 경포대의 경우도
약 46.5%, 39.8%, 3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운정과 활래정은 18세기에는 각각 조망면적의 약
47.2%, 39.8%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경포호의 조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해정의 경우는 18세
기에 경포호의 북서측에 위치하여 전체 조망의 51.3%가 경포호를 조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와 같은 형
태와 규모로 경포호가 축소되면서, 약 20% 정도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인접한 곳은 모
두 농지로 전용되고, 경포호 방향으로 아파트 및 상가건물이 위치하여, 실제로 경포호의 조망은 불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경포호 조망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정자는 경호정, 창랑정, 상영정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
자의 보존 및 기능의 복원을 위해서는 경포호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참고문헌
강릉문화원, 1997, 강릉의 누정자료집, 강릉문화원.
문화재청, 1999, 강릉 해운정 실측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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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학교숲의 교육활용도 및 교과목과의 연계성 분석
-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이현지 ․ 이주영
한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1. 서론
학교숲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교숲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단체나 지자
체에서는 학교숲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자체적인 조성이 시행되고 있
다. 최근 학교환경의 교육적 중요성과 다양한 활용에 대한 논의가 도입되고 있는데, 환경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
성, 지역공동체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학교공원화, 학교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옥외환경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Kim et al., 2011). 더 나아가 학교숲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교육적 측면과 학교
숲과 교육과정간의 연계를 통해 학교숲의 지속적인 확대와 조성방향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도와 교육과정과 학교숲 간의 연계성에 대해 조사·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도시형 학교숲의 교육활용도와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주요 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지는 서울시 에코스쿨 사업을 실시한 학교 중에서 사업개요, 추진연도, 면적, 학
교규모를 고려하여 10개교를 선정하였다(신상도 ․ 성내 ․ 명덕 ․ 남부 ․ 삼성 ․ 아현 ․ 동명 ․ 숭덕 ․ 가동 ․ 윤중초등학
교).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학교숲의 만족도, 학교숲의 이용실태, 학교숲의 교육과정간의 연계성, 학교숲의 유지
관리실태로 구성하였다.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93부
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학교숲의 교육활용도, 학교숲과
교과목과의 연계성 등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형 학교숲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시형 학교숲의
비교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학교숲과 교육과정간의 연계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도심
형 학교숲 만족도에 유의미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 분석 결과, 도시형 학교숲의 교육목적으로써의 활용도는 60%이상으로 높았다. 학교숲의 체험 및 관
찰을 통한 수업활용도가 70%이상으로 단순히 휴식 및 산책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활용되
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직원들의 선호하는 공간으로는 채소원 및 텃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체험공간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숲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는 적
극적이다는 응답이 70%로 높게 나타났으며, 60%이상의 교직원들이 학교숲이 교육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
였다. 다만 학교숲의 활용도와 연계성이 높은 교과목은 과학, 미술, 실과로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용에 필요한 학교숲 조성의 필요성은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숲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또한 80%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추후 학생과 교직원의 선호도,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중점으로 학교숲 조
성과 관리에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4. 참고문헌
Kang, M. Y., Joo, J. W., Kim, S. J., Kim, T. W., Moon, H. S., 2021,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 School Forests of
Elementary Schools in Changwon-City, Gyeongnam-do,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30(3),
207-218.
Kim, S. B., Lim, M. J., Moon, H. S., 2011,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atus and Satisfactions of School Forest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rea -,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논문집, 5(1),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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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가든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생리심리학적 효과
윤초혜 ․ 정이봄 ․ 강민지 ․ 김수진 ․ 최효빈 ․ 이주영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현재 정원과 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
는 실내공간에 녹색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강민지 외, 2020; 김승주 외, 2021). 그래서 본 실
험은 의료기관에서의 녹색환경이 근무자의 휴식기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진행하
였다.

2. 연구 방법
연구는 충남에 위치한 C의료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해당 의료원 종사자로 20-50대 사이의 건강
한 성인(평균나이 43.5 ± 7.1세)으로 하였다. 그룹 내 비교(Within group)를 적용한 실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가든과 대조구에서의 심리ㆍ생리적 반응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10분간의 휴식기간 동안의 생리적 반응
측정을 위해 뇌전두엽 혈류량 변화, 심박변이도(HRV), 혈압(BP), 맥박(PR)을 측정하였으며 심리측정도구로는
회복환경지각척도(PRS), 환경스트레스척도(ZIPERS), 한국형 기분상태척도(POMS), 상태불안척도(STAI)를 사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두엽의 혈류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조구(-0.1648 ± 0.0019)에 비해 스마트가든(-0.6133 ± 0.0027)에서 휴식
을 취할 때 전두엽 전체의 혈류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좌뇌ㆍ우뇌의 혈류량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POM를 이용한 심리적 피로도는 대조구(6.1 ± 1.1) 대비 스마트가든(1.9 ± 0.8)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였으
며, ZIPERS를 활용한 집중도는 대조구(5.6 ± 0.4)에 비해 스마트가든(8.4 ± 0.3)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가든에서 단시간의 휴식이 뇌의 피로를 해소시켜줌과 동시에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자율신경계 지표인 심박변이도를 분석한 결과, 부교감신경활동(HF)에서 대조구(214.2 ± 5.0)에 비
해 스마트가든(274.1 ± 9.2)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교감신경활동(LF/HF)에서는 대조구(2.8 ± 0.2)
에 비해 스마트가든(2.1 ± 0.1)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PRS에 의한 회복환경수준은 스마트가든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대조구, 53.9 ± 6.4 ; 스마트가든, 111.1 ± 5.5)으로 보아 녹색공간이라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낮추어 심혈관계와 심리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OMS와 STAI를 이용한 기분상태 평가에서는 스마트가든에서 휴식하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스마트가든에서의 휴식이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에 보다 긍정적인 효
과를 도모함을 알 수 있다.

4. 참고문헌
강민지, 김승주, 진혜영, 송수정, 이주영, 2020, 정원의 직접적 건강편익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6(3), 282-292.
김승주, 강민지, 이주영, 2021, 수직형 실내정원이 주는 생리적·심리적 효과 검증, 한국환경과학회지,30(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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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 화학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연구
오주연 ․ 김은별 ․ 김현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

1. 서론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이 대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위
험물을 취급·저장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 및 폭발, 독성물질의 누출 등의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의 화학사고 및 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환경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중 주요사고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원인분석기법을 적용하
여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화학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수립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재난아카이브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화학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최
근 5년간(2016년~2020년)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발생유형별로 분류한 후, 사고에 대한 원인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난 사고를 대상으로 주요사고를 선정하였다. 원인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법으로는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재난·사고 원인분류체계를 주로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Causal Loop)
분석 및 종단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과관계 분석 시 도출된 원인요인간의 피
드백 구조를 파악하여 유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재난아카이브를 통해 수집된 환경오염 ․ 화학사고는 주로 제조공정(보수 ․ 수리 포함), 실험실, 운반차량으로 사
고유형을 분류하였다. 제조공정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주요사고로는 이송배
관의 개스킷 교체작업 중 질산이 유출된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실 유형에서는 폐액 처
리 시 여러 종류를 혼입하여 폐액 간 반응으로 가스가 발생한 사고를 원인분석 하였으며, 운반차량 유형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상에 무수크롬산이 유출된 사고를 분석하였다.
각 사고에 대하여 원인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질산 유출사고(제조공정 유형)는 안전수칙 미준수
(개인), 관리 ․ 감독(안전관리 절차) 소홀, 안전관리 시스템 ․ 조직 미흡 ․ 부재, 안전교육 및 훈련 부재의 요인이
나타났다. 폐액가스 발생사고(실험실 유형)는 안전수칙 미준수(개인), 부주의, 안전장치 및 장비구비 미흡으로
로 요인이 나타났다. 무수크롬산 유출사고(운반차량 유형)는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개인), 안전을 무시한 경
영관리로 요인이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원인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지도를 작성하여 원인요인간의 영향 및 근
본원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종단분석을 통해 각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비교해봄으로써 각 사고의 특징 및 주
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사고에 대한 원인-대책 관계분석을 통해 기존 대책에서의 제도
적 사각지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향후, 재난아카이브 개선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자
료를 수집 ․ 관리하여 수집자료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원인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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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에 의한 셀룰로오스 분해 모델링 : 음식물 생분해의 기초
수리학
조선주 ․ 김태욱 ․ 조대철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1. 서론
이전 연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동력학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 중 생분해가 어려운 부분
은 셀룰로오스(cellulose), 헤미셀룰로오스(hemicellulose), 리그닌(lignin)의 복합체로 등이 있다. 셀룰로오스는 갈
조류의 세포벽을 이루는 구조성 다당류로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D-glucose가 β-1,4 결합으로 연결된 사슬 모양
의 고분자 화합물로써, 산, 알칼리 또는 셀룰로오스 가수분해효소(cellulase)에 의해 글루코오스(glucose)로 가수
분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팀은모델 생분해 물질로서 특정 효소 즉, β-glucosidase와 endo glucanase 효
소를 사용하여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기계적 모델(Mechanistic Model)을 제안하여 이전 수리모델을 업그레이
드 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셀룰로오스를 생분해하기 위해 제시되는 model식은 다음과 같다. :  는 길이 인 셀룰로오스의 농도, 는 각
효소의 분해반응속도,  는 셀룰로오스 분자의 반응확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분해반응은
 
       



(1)

와 같다.  와  는 사슬길이 및 온도, 농도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for    or 

(2)

      for    or 

(3)

3. 참고문헌
Cho, S. J., Kim, T. W., Cho, D. C., Kwon, S. H., 2021, Simulative Calculations of Food Waste Reduction Using
Kineto-transport Models,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30(6), 429-439.
Matthew S. M., Alex D. P., Dionisios G. V., Paul J. D., 2012, The chain length effect in pyrolysis: bridging the gap
between glucose and cellulose, Green Chemistry, 14, 1284-1288.
Park, E. Y., Kim. Y. J., Jeong, S. M., Lee, D. H., 2014, Characteristics of Enzymatic Hydrolysis of Microcrystalline
Cellulose and Laminaria japonica, J.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 31(8), 820-832.
Tongye S., Paul L., Alfred D. F., Glenn P. J., S. Gnanakaran, 2009, Conformational Flexibility of Soluble Cellulose
Oligomers: Chain Length and Temperature Dependence, J. Am. Chem. Soc. 131(41), 14786-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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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제를 함유한 사료첨가제를 모돈에 급여시 포유전 ․ 후
등지방 두께와 발정재귀에 미치는 영향
최인학 ․ 김창만1) ․ 류효승2) ․ 오종훈2)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1)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2)

㈜아미텍

1. 서론
항생제 주요 작용기전은 장내 유해성 병원성균을 억제시키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증대시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축산물(계란, 우유, 고기)에 잔류 및 이를 통해 체내의 내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사료에서의 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되었다(Ko et al., 2007). 당연히 소비자들은 안전한 축산물에 선택에
있어 안정을 강조하는 항생제 대체물질 확보와 효능 연구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료첨가제의 변화에 있
어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프리바이오틱스(probiotics)와 프레바이오틱스(prebiotics)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지만, 포유모돈과 관련된 기초적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을
도입한 아미노산제를 함유한 사료첨가제를 모돈에 급여하여 등지방 두께와 발정재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포유모돈 3원 교잡종으로 총 20마리 4처리구(처리구별 5두)로 시험 설계되었다. 4처리구는
대조구, 0.5%, 1% 및 2% 아미노산제 처리구로 나누었다. 모돈은 임신확인후 즉시 처리구별로 사료를 공급하고
분만후에도 계속하여 사료를 급여하였다. 이때 포유전·후 사이에 등지방 두께를 측정하였다. 발정재귀일은 이유
후 즉시 이유자돈과 분리하여 4일에서 7일 사이에서 관측하여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아미노산제를 함유한 사료첨가제를 모돈에 급여하여 등지방 두께와 발정재귀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
내었다. 포유전 ․ 후 등지방 두께와 발정재귀일에 적합한 처리구는 2% 처리구였다. 그 이유는 최적 사료급여 기
준 2%로서 아미노산 대사의 능력이 모돈의 포유능력과 발정재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Table 1. Effects of amino acid-contained feed additives on back fat thickness and days of wean-to service
Treatment
Item

Control

0.5%
additive

1%
additive

2%
additive

Back fat thickness before lactating (mm)

29.20

28.40

29.80

29.40

Back fat thickness after lactating (mm)

27.40

26.00

28.40

28.20

Days of wean-to-service

6.00

5.80

5.80

5.00

4. 참고문헌
Ko, Y. H., Yang, H. Y., Kang, S. Y., Kim, E. S., Jang, I. S., 2007, Effects of a blend of Prunus Mume extract as
an alternative to antibiotics on growth performance, activity of digestive enzymes and microflora population in
broiler chickens, J. Anim. Sci. & Technol, 49, 6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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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애등에 사료 급여가 반려견 품종별 단백질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
정태호 ․ 최인학 ․ 최성업 ․ 정연우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1. 서론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곤충은 쉽게 사육이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 분뇨를 분해나는 능력이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곤충의 번데기를 이용하면 양돈 사료에 좋은 질소공급
원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Newton et al., 1997). 예를 들면, 특히 곤충 중에서 동애등에(Ptecticus
tenebrifer) 유충은 커피콩 음식물쓰레기 분해처리능력이 뛰어 날 뿐만 아니라 분해과정에서 악취가 적게 발생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Kim et al., 2019). 그러나 동애등에 사료를 견에 급여하여 소화율을 연구한 사례는 거
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는 동애등에 사료를 견에 급여시 견 품종별 단백질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견종은 비숑(15마리), 말티즈(15마리), 치와와(15마리) 그리고 푸들(15마리) 4 품종(총 60마
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견 품종별 소화율 시험을 위해 5개 농장의 동애등에 사료와 통조림 사료을 혼합하였
다. 사료 혼합은 5개 농장 동애등에 사료를 A, B, C, D 그리고 E로 구분하여 각 25 g 씩 각 통조림 사료 100
g을 섞어 각 125 g을 정량 후 각 품종별 마리수로 하여 급여하였다. 소화율은 각 품종별로 충분한 견분(dog
manure)을 얻기 위하여 사료를 2번 연속하여 급여하였으며, 사료와 견분은 단백질을 분석하여 단백질 소화율에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단백질 소화율은 비숑의 경우 A 93.30%, B 95.12%, C 90.16%, D 94.58%, E 93.82% 였다. 말티즈의 단백질
소화율은 A 90.57%, B 89.22%, C 87.41%, D 93.50%, E 92.49%로 나타났다. 치와와에서는 단백질 소화율은
A 92.57%, B 88.45%, C 92.66%, D 96.80%, E 93.16%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푸들의 결과는 단백질 소화율이
A 90.93%, B 88.69%, C 88.06%, D 93.45%, E 97.34%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높은 단백질 소화율은 푸들E이
며, 말티즈C에서 낮은 단백질 소화율을 보여 주었다. 이 차이는 견 품종별 특성과 소화능력에서 비롯된다.

4. 참고문헌
Kim, S. H., Bae,ᆞ C. H., Yun, J. H., Sim, ᆞJ., Han, H. S., 2019, Evaluation of black soldier fly meal as a dietary animal
protein source replacing fish meal in Korean catfish Silurus asotus, JFM S E, 31, 1495-1502.
Newton, G. L., Booram, C. V., Barker, R. W., Hale, O. M., 1997, Dried Hermetia illucens larvae meal as a supplement
for swine. J Anim Sci, 44, 3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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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한우농가의 한우분 특성에 대하여
최인학 ․ 최성업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1. 서론
최근 한우사육 농가는 감소되고 있지만 호당 사육두수 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16). 이와 같
은 현상은 농경지의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된 사육 두수는 한우에서 발생
되는 축분 발생량을 크게 증가시켜 환경에 미치는 영양을 최소화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우분을 유기
질 퇴비(비료)의 가치와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한우농가에 대한 축분의
조사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어 이를 활용하기 전 반드시 한우분에 대한 지역별 분석과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기질 퇴비의 기준은 질소성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분이 질소 성분이 가장 높고 중간은 돈분, 그
리고 우분은 질소 비료성분이 낮지만 토양 개량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계연구, 1997; Choi
and Kim, 2009).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에 위치한 한우농가를 선발하여 한우분의 특성 가운데 질소 성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한우농가는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비육우 5개 농가와 번식우 2개 농가를 선택하였다. 한우분의 특성은 4개 항
목으로 건물, pH, 및 총 질소함량을 분석하였다. pH 분석은 분과 증류수의 비율을 1:10으로 하여 원심 분리 후
pH meter로 즉시 측정하였다. 한우분의 건물함량은 수분함량을 측정한 후 100으로 뺀 다음 계산하였다. 총 질
소함량은 분해 ․ 증류 ․ 적정 3 단계를 거쳐 Nahm(1992)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한우농가의 비육우 농장의 한우분 건물함량은 평균 44.74~67.82%, pH는 평균 8.81~9.16 그리고 총 질소함량
은 평균 2.40~3.04% 분포로 다양한 함량의 분포도를 보였다. 번식우 농장의 한우분의 건물 함량은 평균
64.65~70.46%, pH는 평균 9.45~9.56 및 총 질소함량은 평균 2.03~2.05%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한우농가
에서 사육되는 비육우와 번식우에게 급여하는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양계연구, 가축분의 비료적 가치와 적정시비량, 48-51.
Choi, I. H., Kim, C. M., 2009, Effects of chemical additives on nitrogen contents in dairy slurry, J. Environ. Sc, 18,
811-817.
Lee, S. H., Yu, B. K., Ju, S. Y., Kang, Y, G., Jung, G. W., 2016, Characteristics of solid fuel from cattle manure,
New & Renewable Energy, 12, 64-69.
Nahm K. H., 1992, Practical guide to feed, forage, and water analysis(English Edition), Yoo Han Pub. Co.,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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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죽서루를 통해 본 도시환경 변화와 도시 내 문화유산의
보존
김순기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전공

1. 서론
도시환경의 변화는 도시 내 위치한 문화유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죽서루와 같이
주변 경관을 감상하는 조망점으로서의 기능이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관자원이라 할 수 있는 명승과 같은 문
화유산의 경우, 도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며, 환경의 변화 정도가 클 경우, 조망점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 즉, 문화재를 둘러싼 도시환경은 명승과 같은 경관유산에게는 문화재의 가치를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삼척시에 위치한 죽서루의 경관 가치에 삼척시의 도시환경 변화가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삼척 죽서루 주변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지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
대별 지도를 수집, 분석하여 오십천을 비롯한 주변지역과 지형의 변화를 시대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추가로 죽
서루와 오십천의 시대별 사진자료를 수집해 지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시설물의 규모나 위치 등을 보다 명
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죽서루의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파악하여 오늘날 해당 가치가 어느정도 훼손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원형태의 죽서루가 가지는 문화경관적 의미 파악을 위해
죽서루의 성격, 문화적맥락, 그리고 조선시대 그려진 실경산수화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조망점과 조망대
상으로서 현재의 죽서루 가치를 파악하고자 현장조사를 통한 경관분석 또한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죽서루의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 삼척시의 도시 환경 변화로는 크게 남산절단공사에 의한
오십천의 유로변경과 출렁다리의 건설 등 다양한 시설물의 추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오십천의 유로 변경이
직접적으로 죽서루의 가시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렁다리 등 경관가치를 훼손하는 시설물의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과거의 주요 경관구성요소는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망지점으로서
바라다보이는 경관은 삼척시가지의 확대와 변화,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해 과거의 경관구성요소가 다
소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관적 가치가 문화유산의 가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관자원으로서의
삼척 죽서루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망지점으로서의 경관요소의 보존과 조망
대상으로서의 경관요소의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참고문헌
Digital Samcheok Grand Culture Archieve, http://samcheok.grandculture.net/samcheok.
Gangwon Archaeologic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2012, Short Report on the 2nd Excavation of the Ruins around
Jukseoru, Samcheok.
Kim, H. B., 2013, Our Scenic Sites Journey to See, Think, and Feel, 126-131.
Kim, S. K., 2018, A Formation and Application of a Categorization System for Conservation of Cultural Landscapes,
J. Kr. Ins. Trad. Land. Arch. 16(Int. Ed.), 28-35.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https://www.ngii.go.kr/kor/main.do.
Samcheok City, https://www.samcheok.go.kr/.
Samcheok-si, 1999, Samcheok Jukseoru Precise Measure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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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에서의 중금속 용출 및 저감방안
우정현1) ․ 이강혁1),2) ․ 한상국1) ․ 김찬승2)
1)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2)

㈜엘앤더블유

1. 서론
콘크리트의 주재료인 시멘트는 건설재료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생산된 시멘트에서 6가 크롬, 비소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
게 검출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이 진행될 경우 환경중으로 중금속의 용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 용출될 경우, 생물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조건을 설정하여 콘크리트에서의 중금속 용출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미강암결정체는 천연소재 미강을 펠렛으로 성형화하여 고온에서 소성화 및 결정화를 거쳐
제조되었으며, 미강미네랄수는 증류수에 미강암결정체 5%(W/V)를 투입하여 전자파(700W)로 4분간 조사하여
제조되었다. KS20은 제올라이트에 무기 바인들, 미강 분말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었으며, KS20을 증류수에
20%의 용량(V/V%)를 투입하여 하루 동안 정치시킨 용액을 사용하였다. 전자파는 (KR-L202BMP, 동부대우전
자(주), KOREA)를 이용하였으며, 콘크리트 벽돌은 2021년 6월에 생산된 삼일시멘트 제품을 사용하였다. 실험
마다 동일한 무게의 콘크리트 벽돌을 플라스틱 비커에 넣고 무게와 부피가 비례하도록 용액을 투입하여 정치한
후, 수질오염공정시험법을 통해 분광광도계(UV-1650PC, Shimadzu, Japan)로 중금속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다양한 pH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 pH5, pH7과 비교하였을 때 pH9의 조건에서 중금속이 가장 많이 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2) pH9 용액에서 형태에 따른 중금속 용출을 비교하였을 때, 원형과 달리 분쇄된 벽돌에서 경시적으로 중금
속 용출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3) 앞의 실험에서의 중금속 용출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천연소재들을 투입하여 제어율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13일차에서의 결과, 조건 1에서는 pH7과 비교하였을 때, 미강미네랄수에 의해 6가 크롬은 62.89%,
비소는 90.47% 제어되었으며, 조건 2에서는 pH9.5와 비교하였을 때, KS20 20%에 의해 6가 크롬은 74.44%, 비
소는 93.28% 제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강미네랄수와 KS20은 콘크리트에서의 중금속 용출 저감과의 상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강과 KS20 담체는 친환경적으로 콘크리트에서의 중금속 용출을 저감시키는 천연소재
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참고문헌
Choi Jeong-hyun, Okhoecheon Stream River Maintenance Project in Gunsan, Jeollabuk-do, and noise are continuing,
NBNNEWS, February 28, 2020.,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51, Access to August
31, 2021.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Public data portal, Results of domestic and foreign cement heavy metal
and radioactivity analysis, https://www.data.go.kr/data/15048247/fileData.do, Access to August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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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Synthesis of Silver and Gold Nanoparticles
using Sargassum horneri Extract and Evaluation of
Catalytic Capacity for Degradation of Synthetic Dyes
Woo Chang Song ․ Beomjin Kim ․ Sun Young Park1) ․ Jin-woo Oh ․ Geuntae Park
Department of Nano Fusion Techn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1)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In this study, silver and gold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using marin algae Sargassum horneri (SH). We
focus on the degradation of organic dyes using the biosynthesized nanoparticles as catalysts. The biosynthesized
NPs were characterized using UV-Vis, dynamic light scattering, high-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X-ray powder diffraction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NPs were evaluated for catalytic activity using three dyes
(methylene blue, rhodamine B, and methyl orange) widely used in the dye industry.

2. 자료 및 방법
Sargassum horneri extract was obtained from JEJU TECHNOPARK Inc. (Jeju, KR). Silver nitrate (AgNO3),
Hydrogen tetrachloroaurate (III) trihydrate (HAuCl4 ․ 3H2O), methylene blue(MB), rhodamine B (RB), methyl
orange (MO) and sodium borohydride (NaBH4) were purchased from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1 µL of AgNO3 (1M) aqueous solution was added to 1mL of the filtered SH extract (2mg/mL) and incubated
in water for 15 min at 80℃. After 15 min, the tube containing the colloid was placed on ice for 5 min. For
synthesis of SH-AuNPs, 1mL of the filtered SH extract (2mg/mL) was put into 1µL HAuCl4 ․ 3H2O (1M)
solution, following the processes of AgNP ssynthesis. The biosynthesized SH-AgNPs and SH-AuNPs were
characterized by UV-vis, DLS, HRTEM, EDX, XRD and FTIR analysis. The catalytic activity of the
biosynthe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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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rmation of SH-AgNP and SH-AuNP was verified by UV-Vis and EDX analysis. The size, zeta potential
and morphology of NPs were investigated by DLS and HRTEM. XRD and SAED patterns showed that the
crystal structures of SH-AgNPs and SH-AuNPs were FCC. FTIR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at
Sargassum horneri acts as a reducing agent and capping agent. The reaction obtained through dye reduction
followed pseudo first order and a rate constant could be obtained.

4. 참고문헌
Angelova, R., Baldikova, E., Pospiskova, K., Maderova, Z., Safarikova, M., Safarik, I., 2016, Magnetically modified
Sargassum horneri biomass as an adsorbent for organic dye removal, J. Cleaner Prod., 137, 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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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graphene Oxide Triggered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in Human Retinal
Pigment Epithelial Cells
Sun Young Park ․ Woo Chang Song1) ․ Beomjin Kim1) ․ Jin-Woo Oh1) ․ Geuntae Park1)
Bio-IT Fus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1)
Department of Nanofusion Techn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Nano-graphene oxide (Nano-GO) is an extensively studied multifunctional carbon na-nomaterial with attractive
applications in biomedicine and biotechnology.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ssess the
epithelial-to-mesenchymal transition (EMT) in the 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 We aimed to determine
whether Nano-GO induces EMT by regulat-ing phospholipase D (PLD) signaling in human RPE (ARPE-19)
cells.

2. 자료 및 방법
The Nano-GO (1 mg/mL) used in this study was purchased from UniNano Tech Co., Lt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Nano-GO was performed using a Zetasizer, X-ray diffraction,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Human RPE (ARPE-19) cells were acquired from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s and cultured in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F12 supplemented with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10 units/mL penicillin, and 100 units/mL streptomycin (PS) in a
humidi-fied atmosphere of 95% air and 5% CO2 at 37℃. RPE cell migration was performed using SPLScar
Scratchers. The RPE cell mechanical properties were determined using the CytoSelect 48-Well Cell Contraction
Assay.

3. 결과 및 고찰
The size distribution and zeta potential of Nano-GO were confirmed using a Zetasizer. FTIR spectrophotometr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unctional groups of Nano-GO. We also showed TEM images of Nano-GO. A
peak was observed at 10.07° based on the XRD pattern, indicating the (001) plane. RPE cell migration is
significantly upregulated in Nano-GO-treated RPE cells. Using the cell contraction assay, we also clarified the
effect of Nano-GO-treated RPE cells on collagen gel contraction. Similar results were observed where Nano-GO
alleviated the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Moreover, western blotting results showed that Nano-GO
downregulated E-cadherin and upregulated N-cadherin, vimentin, a-SMA, MMP-2, and MMP-9 in treated RPE
cells. To determine whether Nano-GO contributes to the EMT process, a persistently knocked-down PLD system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nockdown of PLD1 and PLD2 significantly reversed the EMT process
of Nano-GO.

4. 참고문헌
Taniselass, S., Arshad, M. K. M., Gopinath, S. C. B., 2019, Graphene-based electrochemical biosensors for monitoring
noncommunicable disease biomarkers. Biosens Bioelectron, 130, 27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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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가지검은마름병균의 유전적 다형성
(Genetic Polymorphism) 분석
함현희 ․ 박동석 ․ 양수인
국립농업과학원

1. 서론
가지검은마름병은 Erwinia pyrifoliae가 일으키는 식물세균병으로, 주로 배와 일부 사과 품종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 pyrifoliae는 1995년 강원도 춘천의 배 과원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과수의 꽃,
열매, 가지 등에 괴사와 마름증상을 일으킨다. 가지검은마름병은 국내의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
생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서도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국내 분포와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유전적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이병 시료로부터 가지검은마름병원균(E. pyrifoliae)를 순수분리하기 위해, 병반이 보이는 잎 또는 줄기를
70% 에탄올로 표면소독하고, 병환부와 건전부의 경계 부위를 멸균한 칼을 이용해 5 ⨯ 5 mm 크기로 잘랐다.
자른 조각 3~5개를 1 ml 증류수에 넣고 30분간 추출한 후, 추출액 10 μl를 TSA 배지에 획선도말하여 27℃에서
2일 간 배양하였다. 배지에서 미백색의 E. pyrifoliae 유사균총을 확인하면 이것을 CPS1/2c primer로 PCR 하여
1200 bp의 특이적인 밴드가 증폭되는지 확인하였다.
E. pyrifoliae로 확인된 균은 순수분리한 뒤 유전적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 분석을 위한 total g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total gDNA는 농도를 25 ng으로 맞추고, 유전적 다형성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Universal
Rice Primer set 중 URP9F로 PCR을 하였다. 증폭된 산물 중 10 μl를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을 통해 유전
적 다형성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20년도에 발병된 시료 중 지역별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에서 105개체의 가지검은마름병
원균(Erwinia pyrifoliae) 균을 분리하였다. 유전적 다형성 조사 결과 균주들이 총 6가지 유형(pattern)으로 구분
되어 각각을 A, B, C, D, E, F로 명명하였다. 유형 A, B, D, E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지에
골고루 나타났으며, 유형 C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만 발견되었고, 유형 F는 강원도에서만 발견되었다. 강원
도에서는 6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나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가지검은마름병의 분포
와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Kang, H. W., Park, D. S., Go, S. J., Eun, M. Y., 2001, Fingerprinting of diverse genomes using PCR with universal
rice primers generated from repetitive sequence of Korean weedy rice, 13(2), 281-287.
Kim, W. S., Jock, S., 2001, Molecular detection and differentiation of Erwinia pyrifoliae and host range analysis of
the Asian pear pathogen, Plant Dis., 85, 1183-1188.
Rhim, S. L., Volksch, B., Gardan, L., Paulin, J. P., Langlotz, C., Kim, W. S., Geider, K., 1999, Erwinia pyrifoliae,
an Erwinia species different from Erwinia amylovora, causes a necrotic disease of Asian pear trees, Plant
Pathology, 48, 5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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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대체 논 이모작 작부체계를 적용한 논 생태계에서 밀
생산성 분석
오서영 ․ 오성환 ․ 서종호 ․ 최지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1. 서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재고 감축을 위해 논에서 밭작물 재배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남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기상환경이 작부체계에 유리하기에 벼 대체용으로 다양한 소득형 작물의 작부체계를 개
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논의 이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
장마기에 강우량이 집중되고 논은 물 빠짐이 불량하여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습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논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선정하고 습해방지 등 안전재배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벼 대체 논 이모
작 작부체계를 적용한 논 생태계에서 밀 생산성과 각각의 작물과 연계한 소득성을 분석함으로써 벼 이외의 식
량작물 자급률과 경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경상남도 밀양의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 시험포장을 이용하여 하계작물로 벼(Oryza sativa L.
‘Daebo’), 검정콩(Glycine max (L.) Merr. ‘Cheongja3’), 참깨(Sesamum indicum L. ‘Goenbaek’), 들깨(Perilla
frutescens (L.) Britton ‘Dayu’)를 재배한 후 각각의 포장에 겨울철 동안 밀(Triticum aestivum L. ‘Jokyung’)을
재배하였다. 하계작물은 6월 중순에 이앙 및 파종하였으며, 동계작물인 밀은 11월 초순에 파종하였다. 토양은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재배한 후 각각 채취하여 이화학적 특성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작물별 생육 및 수량성
을 조사하고, 농산물 생산비 통계 경영비 및 도매단가를 적용하여 소득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밀 중심 이모작 작부체계를 적용한 논 생태계에서 밀과 벼 또는 밭작물(참깨, 검정콩, 들깨)의 재배기간 동안
대기 환경요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벼와 밭작물의 재배기간(2020년 6월 19일~10월 20일) 동안의 평균기온은
22.8℃(최저기온 18.8℃, 최고기온 27.7℃)이고, 상대습도는 75.5%, 누적 강우량은 932.3 mm, 누적 일조시간은
679.4 hr이다. 밀 재배기간(2020년 10월 30일~2021년 6월 9일) 동안의 평균기온은 8.8℃(최저기온 2.7℃, 최고기
온 15.7℃)이고, 상대습도는 58.2%, 누적 강우량과 일조시간은 각각 437.3 mm, 1,536.6 hr이다. 벼는 이앙 후 8
월 20일에 출수되었고, 천립중과 수량은 각각 21.5 g, 486 kg/10a이다. 검정콩의 백립중과 수량은 각각 33.6 g,
176 kg/10a이며, 참깨는 천립중과 수량이 각각 2.9 g, 66 kg/10a, 들깨는 3.3 g, 119 kg/10a이다. 각 작물의 소득
은 들깨(1,187천원/10a), 검정콩(1,156천원/10a), 참깨(1,066천원/10a), 벼(607천원/10a) 순으로 감소하였다. 밀의
간장은 84.8~87.8 cm이고 수장은 7.3~9.1 cm이며 수수는 791.7~962.5개/㎡이며 수당립수는 29.1~35.6개 이다.
밀의 간장, 수장, 수수, 수당립수는 타작물보다 검정콩과의 작부체계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밀의 수량은
벼와의 작부체계에서 573.2 kg/10a로 낮았으며, 검정콩과의 작부체계에서 707.3 kg/10a로 가장 높았다. 밀 소득
분석의 결과 밀-벼 이모작 작부체계보다 밀-검정콩 이모작 작부체계에서 밀 수량이 많아 더 높은 소득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밀-검정콩 작부체계에서 작물의 생육일수가 344일로 밀-벼(331일), 밀-들깨
(337일), 밀-참깨(310일) 보다 길어 앞뒤 작물의 작기 연결성은 여유가 없었으며, 기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정
콩의 수확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밀 파종 시기와 겹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4. 참고문헌
Oh, S. Y., Oh, S. H., Seo, J. H., Choi, J., 2021, Application of Italian ryegrass-rice double cropping systems to evalu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and yield and quality of rice in paddy field in southern parts of Korea.
J. Environ. Sci. Int., 30, 55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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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증기업 중심 국내 통합환경허가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최영훈 ․ 김선진 ․ 이동현 ․ 이준엽
㈜시드파트원

1. 서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현재 한국산업
표준분류 기준에 따른 19개 업종의 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의 1 ․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430여개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발전시설 중 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은 전체의 약
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LNG 발전 32.5% 및 석탄 화력발전 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이
전체의 29% 그리고 LNG 발전이 32.5%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
염물질 배출의 심각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 증기업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가 완료된 사업장 중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정보
공개 된 55개 업체(연료 기준 : LNG-35개, 유연탄- 8개, B-C유 ․ 중유 ․ 등유 ․ 코크스-5개, 우드펠렛 ․ SRF ․ 바이오
가스-6개, LPG-1개)를 대상으로 통합환경허가 결정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업종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통합환경허가가 완료된 55개 사업장 허가조건 사항 중 ①시설운영 및 허가시설 최대용량 이하 가동여부 등에
해당되는 공통사항, ②방지시설 및 연료변경 등에 해당하는 개선사항, ③가동시간(일) 및 연료함량 등에 해당되
는 관리사항, ④폐기물 분석 및 품질분석 등에 해당되는 분석사항 및 ⑤배출시설 등 측정사항 등 5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통합환경허가 완료사업장 중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대한 정보공개 된 55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5
가지 주요 사항을 포함한 통합환경허가 결정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허가결정 사례조사 결과 약 600여개 허가조건 중 공통사항 부분에서 300여건의 결정사례가 나타났
으며,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기반 시설운영 및 허가시설 최대용량 이하 가동여부, 시설점검 및 청소실시와 정상
가동 그리고 운영시간 중 시설등 상시 모니터링 항목,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한 배출시설 방음 및 관리, 및 허
가된 배출구 외 오염물질 배출금지와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후 배출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대기 수질 등 매체별 측정사항에 대한 결정사례는 165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예로 SCR 전 ․ 후단 자가측
정 2년 1회 이상과 방지시설 효율 점검 및 LNG 발전시설의 암모니아 측정결과 3회 연속 허가배출기준 30%
이내일 경우 측정제외 및 등과 같은 결정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조건으
로 강우발생 후 30분 이내 시료채취 등이 확인되었다. 개선사항에 대한 결정사례는 100여건이 확인되었으며,
대기방지시설 개선과 연료변경 등이 나타났다. 관리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은 83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예로 연
간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 준수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와 같은 연간 가동시간과 가동일수 준수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분석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은 19건으로 확인 되었으며 액체연료(등류, B-C유, 경유, 중유)에
대한 황함량, 회분함량 및 발열량 분석 등이 결정사례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국내 통합환경허가는 기준준수, 유지관리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기반 운영 등과 같은 법적 준
수사항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따라 향후 시설폐쇄 계획과 에너지 절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도 시
행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서경애, 김가희, 김은석, 석희정, 신수정, 김영란, 강필구, 2020, 비료제조업의 국내와 EU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비교 ․
분석, 한국환경과학회, 29(3), 307-318.
통합환경허가시스템, https://ieps.nier.go.kr/web/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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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절차에 따른 주요 사전협의 검토결과 조사
최영훈 ․ 김선진 ․ 이동현 ․ 이준엽 ․ 신승호1) ․ 최정학2)
㈜시드파트원,

1)

지구환경측정㈜,

2)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최적가용기법을 통해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말한다. 이
는 매체별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으로, 현재 7개 법령, 11개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에 공개된 주요 업체별 사전협의 주요 검토항목인 서류 및
기술검토 항목을 백분율의 단순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전협의 신청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에 따
른 주요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배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통
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가 완료되어, 통합환
경허가시스템(IEPS)에 공개된 신규 65개 사업장(증기 냉
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외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 주요 검토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검토결과 조사 및 분석 항목
항 목

주요항목

협의대상
서류검토
기술검토
대상업종
조사대상
허가결정

사전협의
통합관리사업장 대상여부 외 2개 항목
통합공정도 작성의 적절성 외 6개 항목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외 5
65개 허가완료 사업장
신규

통합환경허가절차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을 통해 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서를 통지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 공개된 총 65개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에 따른 주
요사항인 서류 및 기술검토 사항에 따른 보완조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류검토 항목 중 통합관리사업장 대상여부에 대한 보완조치 20%, 사전협의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
과 보완여부 14%,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른 적절성에서는 보완 60%로 확인되었다. 기술적 검토
사항에 대한 7가지 항목 중 통합공정도 작성의 적절성에서는 82%, 물질수지 분석 및 오염물질처리방법과 방지
시설 처리효율 등 방지시설 설치운영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보완조치가 각각 92%, 13%로 나타났다. 허가배출
기준안의 적절성 여부, 배출영향분석 입력정보와 분석방법론 등 세부요소 적용 부분, 사후 유지관리 및 모니터
링 계획과 환경오염사고 예상 및 조치계획에서는 각각 68%, 71% 및 74%의 보완조치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
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적용 수준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서는 81%가 보완조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기술검토 항목 중 연료 및 원료 투입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여부에 따른 적
정 방지시설 및 저감대책에 대한 통합공정도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투입과 배출의 관계에서 과학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물질수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기 작성시 사업장에 대한 현황 및 기
초자료 분석과 환경관리수준 진단 및 기존 인허가 내역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문헌
김종민, 2017,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 https://ieps.nier.go.kr/web/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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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및 흡착시스템을 이용한 악취물질 제어 연구
신승호 ․ 김명량 ․ 이현철1) ․ 김지훈2) ․ 이준엽3)
지구환경측정㈜,

1)

㈜지구이앤씨,

2)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3)

㈜시드파트원

1. 서론
사람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악취물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생활환경,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많은 유기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하여 주요 악취물질의 발생농도
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러한 악취물질의 제어에 대한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에
한해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악취는 사람에게 관능적인 영역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
에, 최초 배출되는 배출원에서의 높은 효율의 악취물질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제어시
스템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Fig. 1에 나타낸 장치모식도와 같이 하여 음식물 폐기물류에서
배출되는 고온가스를 냉각 및 친수성 악취물질 제어를 위하여 수
분을 분사하고,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시스템을 연속하여 설
치하였다. 그 이후 제어되지 않은 잔여 악취물질 제어를 위하여 활
성탄을 다단으로 설치하였다.
Fig. 1. Schematic of degradation system.

3. 결과 및 고찰

사업장 내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농도를 배출구, 사업장에 설치된 흡수탑 제어, 본 연구 제작 장치 제어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흡수탑은 배출구의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히드의 제어효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제
작한 시스템은 모든 대상 물질의 제어효율이 90% 이상의 제어효율이 나타났다.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와 같
은 친수성이 강한 물질이 주입되는 물의 용해도가 높으나, 배출구의 고온가스 주입으로 재증발하여 제어효율이
낮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제작된 시스템은 냉각소자가 결합되어 있어, 용해되어 있는 액체상태로 유
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제어효율이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Control of Odor compounds under the Deodorization System.
항목
NH3
H2S
CH3SH
C2H6S
C2H6S2
C3H9N
CH3CHO
C8H8
항목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공업지역
기타지역
2
1
0.004
0.02
0.06
0.002
0.05
0.01
0.03
0.009
0.02
0.005
0.1
0.05
0.8
0.4
배출허용기준
공업지역
기타지역
1000
500

배출구
0.7
0.031
0.018
0.009
0.037
0.183
3.12
ND
배출구
1,000

농도(ppm)
제작 장치
0.06
0.005
ND
0.0003
ND
0.002
0.02
ND
희석배수
제작 장치
70

사업장 흡수탑
0.5
0.009
ND
0.0008
0.002
0.018
1.25
ND
사업장 흡수탑
50

4. 참고문헌
Jo, W. K., Lee, J. W., Shin, D. C., 2004, Exposure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residences adhacent to dyeing
industrial complex,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77,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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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유입 BOD 예측 모델 개발 연구
이상민 ․ 정용현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1. 서론
하수처리장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하
수처리장은 운전자들의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수처리 공정을 운전 및 관리하고 있으나(김 등) 관습적, 경험적
기술로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 소요와 함께 객관성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진다
(Maged et al., 2004). 최근 몇 년간 컴퓨터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많은 환경문제에 적용되어왔고, ‘딥러
닝(Deep Learning)’ 접근 방법이 제시되고있다. 본 연구는 하수처리장의 유입 BOD를 예측하기 위해 딥러닝 기
반의 LSTM (Long-Short Term Memory) 시계열 모델을 제안한다. 하수처리장의 유입 성분의 패턴 변화 주기성
을 시계열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수처리장의 과거 수질 및 기온 데
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BOD 농도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장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여 공정과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2015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까지 부산 G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총 2,100개의
일별 유입수 데이터 및 일별 기온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데이터셋은 2,100개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
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유량(Inflow), 대장균(E.coli), 기온(Temperature)
변수를 사용하였고 2주(14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날의 BOD를 예측하도록 LSTM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
델 학습시 전체데이터의 70%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고, 30%를 학습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예측 방법, 다중선형회귀분석 모델과 비교 및 평가
하여 성능 검증을 실시했다. 모델 평가 방법으로 평균 제곱근 오차(RMSE)와 결정계수(R2)값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부산 G 하수처리장의 기존방법론의 경우 결정계수는 0.370, RMSE는 24.43이었다. 다중선형회귀분석 모델의
경우 결정계수는 0.294, RMSE는 22.00이었다. LSTM 모델의 경우 결정계수는 0.575, 19.17로 LSTM 모델이 가
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고 다중선형회귀분석 모델의 예측력이 가장 떨어졌다(Table 1). 본 연구를 통해 딥러닝
모델 적용시 기존 방법론보다 개선된 예측력을 통해 공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하
수처리장의 경우 선형회귀보다 시계열적 접근이 높은 예측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Table 1. Models Comparison & Estimation
Model

R2

RMSE

기존방법론

0.370

24.43

다중선형회귀분석

0.294

22.00

LSTM

0.575

19.17

4. 참고문헌
김병군, 문용택, 김홍석, 김종락, 2007, 시계열모델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유입수 성상 예측, 상하수도학회지, 21(6),
701-707.
하수도법, 2022.
Maged, M., Hamed, Mona, G., Khalafallah, Ezzat, A., Hassanien, 2004, Predictio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performance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Environmental Modeling % Software, 19(10), 91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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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회토양과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마늘의 생장, 광합성
및 무기성분 함량의 변화
오서영 ․ 고석찬1)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

1)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1. 서론
제주도의 토양은 우리나라 토양통의 약 15.6%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하며, 크게 흑색 화산회토양(21%), 농암
갈색 화산회토양(41%), 암갈색 비화산회토양(17%), 산악지 토양(21%)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고품질의 작물
을 수확하기 위한 토양 개선과 작물 재배 시 관리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화산회토양(흑색, 농암갈
색)과 비화산회토양(암갈색)에서 주요 채소작물 중의 하나인 마늘을 재배하였을 때 생육 특성과 광합성, 무기성
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마늘(Allium sativum L.)은 5∼6 g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건전한 인편을 사용하였으며, 흑색 화산회토양, 농
암갈색 화산회토양,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으로 각각 채워진 라이시미터를 이용하여 20×10 cm 간격으로 직파하
였다. 광합성 특성은 LCpro+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ADC Bio Scientific Ltd., UK)을 사용하여 20℃ 조
건에서 1,400 μmol·m-2·s-1의 포화광을 조사하여 광합성률(A), 기공전도도(gs), 증산률(E) 등을 측정하였다. 그리
고 수확기에 각각 10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엽초경, 총포경, 인경경, 인경고, 인편 수 등을 조사하였다. 식물
체내 질소, 인과 무기성분 함량은 파종 후 250일에 수확한 시료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표준분
석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주도 농경지 토양유형별로 토양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유기물과 질소 함량은 화산회토양(흑색 및 농암갈색)
이 비화산회토양(암갈색)보다 높았고, 유효인산(P2O5)과 Mg 함량은 비화산회토양이 화산회토양보다 높았다. 마
늘의 최대광합성률(Amax)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과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였을 때 높은데 반하여 흑
색 화산회토양에서 낮았다. 더군다나 토양유형별로 마늘 인편을 파종하고 250일 동안 재배하였을 때 생육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상부의 길이와 엽초경의 발달은 농암갈색 화산회토양과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
배하였을 때 더 빠르게 생장하였으며, 흑색 화산회토양에서는 저조하였다. 수확기 인경 두께와 길이도 농암갈
색 화산회토양과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하였을 때 잘 발달하였으며, 흑색 화산회토양에서는 인경 발달
이 가장 저조하였다. 인경 당 인편 수는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7개로 많고, 암갈색 비화산회토양과 흑색 화
산회토양에서는 각각 6개와 4개로 감소하였으며, 인편무게도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서 수확한 마늘이 더 무거
웠다. 마늘 인경은 보통 10개 내외의 인편들이 화경을 중심으로 둥글게 배열된 형태이며, 각각의 인편들은 분화
및 비대가 진행된 후 성숙함에 따라 뚜렷하게 분리된다. 그러나 흑색 화산회토양에서는 지상부의 생장뿐만 아
니라 인편 분화 및 비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암갈색 비화산회토양과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에
서 재배된 마늘은 T-N, P, K, Ca, Fe, Mn, Zn, Cu 함량이 높은데 반하여, 흑색 화산회토양에서는 낮았다. 특히,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마늘의 K, Mn, Zn, Cu 함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토양의 물리·화학적 조건이 마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며, 농암갈색 화산회토양과 암갈색 비화산회토양에서는
마늘 재배가 양호하나 흑색 화산회토양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후에는 다양한 작물들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토양유형별로 생육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참고문헌
Oh, S., Moon, K. H., Song, E. Y., Wi, S. H., Koh, S. C., 2019, Photosynthesis, productivity, and mineral content of
winter radishes by soil type on Jeju Island, Hortic. Sci. Technol. 37, 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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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후각기준취를 이용한 남자대학생의 냄새평가
유미선 ․ 이서림1) ․ Mistuda megumi2) ․ 양성봉3)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2)

일본 다이도대학교 건축학과,

3)

울산대학교 화학과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악취공정시험법에 근거하고 냄새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냄새세기 2도에 해당하는
5종의 표준냄새물질을 이용하여 남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냄새를 맡도록 한 후 이에 대한 각각 냄새물질의
느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냄새기준액에 따른 후각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평가방법
후각이상여부를 판정용 시약인 T&T 올펙토미터에서 정한 5종(페닐에틸알코올, 메틸사이클로펜타놀온, i-발레
르산, γ-운데카락톤, 스카톨)의 물질을 악취세기 2도에 해당하는 농도를 구입(제일약품, 일본)하고, 5개의 바이
알에 분취한 후 20대의 남 ․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냄새설문을 진행하였다.
(2) 평가항목
T&T 올펙토미터에서 정한 냄새 기준물질의 냄새를 맡은 후 냄새세기(6단계), 쾌 ․ 불쾌도(9단계), 냄새의 기호
성(9단계)에 대해 본인의 느낀 점을 설문용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5종의 냄새기준취의 후각평가 결과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꽃냄새, 달콤한 냄새와 과일향의 냄새에 대해 상쾌
(+)함을, 썩거나 분(糞)냄새로 인식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불쾌(-)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좋은 향에 대한 상쾌한
정도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불쾌감을 느끼는 스카톨과 i-발레르산에 대해서는 i-발레르산에 대해 큰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1.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5 kinds odor substances
Division

PEA

MCPN

IVA

UDLT

SKT

Odor intensity

2.3

2.9

4.4

2.1

3.2

9 stages indication method of odor hedonics

1.0

0.6

-3.6

1.4

-1.5

9 stages of odor preference

1.1

1.3

-3.6

1.7

-1.6

PEA : Phenyl ethyl alcohol, MCPN: Methyl cyclopentanolone,
IVA : i-Vlaeric acid, UDLT : γ-Undecalactone

SKT : Skatol

5종의 기준 냄새물질에 대해 쾌 ․ 불쾌와 어느 수준으로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에 대한 기호도는 5종 냄
새물질에 대해 매우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문헌
Kondo, S., Tanamura, T., Mitsuda, M., 2019, Efeect of Notifying the odor sample name on odor quality evaluation,
32nd Annual Conference on Odor Environment, Japan Association on odor Enviro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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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중심으로 후각기준취를 이용한 냄새평가
이서림 ․ 양성봉1) ․ 미츠다메구미2) ․ 유미선3)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1)

울산대학교 화학과,

2)

일본 다이도대학교 건축학과,

3)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 서론
후각을 이용한 냄새의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에
서도 행해지고 있으며, 판정원 선발방법을 통해 후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악취공정시
험법에 근거하고 냄새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냄새세기 2도에 해당하는 5종의 표준냄새물질을 여대생 50명
에게 맡도록 하여 각 표준냄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 평가방법
판정원 선발용 5종(페닐에틸알코올, 메틸사이클로펜타놀온, i-발레르산, γ-운데카락톤, 스카톨)을 냄새세기 2
도에 해당되는 농도의 용액을 각 바이알에 분취하여 냄새평가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여대생(20대)으로 총 50명에 대해 설문조사전 후각평가관련 안내사항, 실험방법, 설명문을 통해 고지하였으며,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하였다(UOU IRB 2020R0015-001).
(2)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냄새세기(6단계), 쾌 ․ 불쾌도(9단계), 냄새의 기호성(9단계), 냄새룰 맡아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냄새로 느끼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5종의 냄새기준취를 대상으로 후각평가를 실시한 결과 i-발레르산의 냄새세기가 4.4도로 가장 높았으며, γ-운
데카락톤이 2.1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9단계 쾌 ․ 불쾌도는 i-발레르산, 스카톨, 운데카락톤, 페닐에
틸알코올, 메틸사이클로펜타놀온 순으로의 증가경향을 나타내었다. 냄새의 기호에 대해서는 페닐에틸알코올과
메틸사이클로펜타놀온은 거의 1.6도 수준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i-발레르산과 스카톨은 –3.2도와 –2.3도를 나
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냄새세기와 9단계 쾌ㆍ불쾌도에 대한 분산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비교적 좋지
않다고 평가된 I-발레르산과 스카톨의 분산이 크고, 과일향의 메틸사이클로펜타놀온과 장미향을 가진 페닐에틸
알코올의 분산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냄새의 기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페닐에틸알코올, 메틸사이클로펜
타놀온, i-발레르산의 분산과 표준편차가 1이하의 낮은 수준인데 반해, 운데카락톤과 스카톨은 1.0 이상을 나타
내어 좋고 싫음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페닐에틸알코올과 메틸사이클로펜타놀온에 대해 일원분산법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냄새세기, 9단
계 쾌ㆍ불쾌도, 냄새기호성 모두 p>0.005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장미향과 캬라멜향에 대한 후각적인 결과가 동
일한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4. 참고문헌
Kondo, S., Tanamura, T., Mitsuda, M., 2019, Efeect of Notifying the odor sample name on odor quality evaluation,
32nd Annual Conference on Odor Environment, Japan Association on odor Enviro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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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UVB-irradiation to the Skin Dysregulates
Dopamine Metabolism Via Adrenal Medulla Toxicity
임혜선1) ․ 윤경노2) ․ 장유미1) ․ 정진호2),3),4),5) ․ 이용석6) ․ 이동훈2),3),4),5) ․ 박건혁1)
1)
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과,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환경경계생물연구소, 5)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6)

1. 서론
Ultraviolet (UV) radiation has a strong biological effect on skin biology and is associated with adaptive
mechanisms to maintain homeostasis in organs such as the skin, adrenal glands, and brai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adaptation of the body to repeated UVB radiation,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catecholamine
synthesis pathway of the adrenal glands.

2. 방법 및 결과
The effects of UVB on catecholamine-related enzymes were determined based on neurochemical and
histological analyses. To evaluate catecholamine changes after chronic excessive UVB exposure on mouse skin,
we examined dopamine and norepinephrine levels in adrenal glands and blood from UV-irradiated and
sham-irradiated mice. We found that chronic excessive UVB exposure significantly reduced dopamine and did
not reduce norepinephrine in both the adrenal glands and blood. Moreover, the quantification of related enzymes,
tyrosine hydroxylase and dopamine-β-hydroxylase (Dβ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ir levels.
Furthermore, we also found that apoptosis-associated markers were increased, which may contribute to the
marked structural abnormality in the adrenal medulla in the chronic UVB-induced mice.

3. 고찰
This is the first evidence of chronic UVB exposure inducing damages in the adrenal gland and subsequently
affecting catecholamine metabolism, which is considered an equilibrium condition caused by damage to the
adrenal glands.

4. 참고문헌
Skobowiat, C., Slominski, A. T., 2015, UVB activates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in C57BL/6 mice,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35(6), 163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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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Isosorbide-based
Biopolycarbonate
Yujin Kwon ․ Gayeon Kim ․ Won-Ki Lee
Department of Polymer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olycarbonate (PC) is widely used because it possesses numerous outstanding physical properties. However,
PC is made from bisphenol A(BPA) and the release of BPA as an environmental hormone from PC restricts its
wide applications. To overcomes this drawback, bio-based polycarbonate (BioPC) synthesized by diphenyl
carbonate (DPC) and bio-based isosorbide (ISB) was newly developed. In this study, various properties of
BioPC, which can reduce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were studied to replace a commercialized conventional
PC. Additionally, degradation behaviors of both polymers were investigated by Langmuir technique.
Key words : polycarbonate, isosorbide, degradation behaviors, Langmu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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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도포 산업체 실내 공기오염물질 노출평가
신승호 ․ 김명량 ․ 이현철1)
지구환경측정(주),

1)

㈜지구이앤씨

1. 서론
페인트, 코팅제 및 도색 염료를 사용하여 도장/도포 공정을 진행하는 산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매
우 많다. 또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고,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 열악한 내부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규모 산업체의 경우 항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에 대한 유해오
염물질의 노출도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도장/도포 산업체
에서 작업 진행 중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하여 대표적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실내공기
농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대구 ․ 경북지역 내 소규모 도장/도포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산업체와 자
연배기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나누어 각각 3개의 산업체를 지정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지정한 산업체는 하
루 8시간 지속적인 도장/도포 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소규모 작업을 운영하는 산업체이기 때문에 공정이 진행되
는 시간을 산업체에 고지받아서 포집을 진행하였다. 대상물질 포집 및 분석은 EPA TO-1 method를 응용하여,
도장/도포 공정 중 작업자 주변 실내공기를 Tenax가 충진된 SS관에 포집하였고,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측정시간은 ambient air pump를 이용하여 100 ml/min의 유속으로 10분간 포집하였으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내 일정시간간격을 두고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대상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toluene,
ethylbenzene, Xylene, methanol, methyl ethyl ketone(MEK) 총 5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업장 내에서 배출되는 대상물질의 농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배
기장치의 지속적인 구동이 이루어졌으며, 대상물질 포집시간 동안 작업장 내 실내공기의 대상물질 농도 감소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자연배기 작업장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양에 따라 배
출되는 대상물질의 희석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외부 공기량이 극대화되는 되지 않는 이
상 작업장 실내에서 배출된 대상물질이 정체됨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Concentraion of indoor air to painting process industry
Indoor air mean concentration (ppm)
Target
compounds

Installed local ventilation system

Only natural ventilation

A1

A2

A3

B1

B2

B3
5.5

Toluene

3.6

5.8

6.0

5.8

6.3

Ethylbenzene

0.6

0.7

0.8

0.7

0.5

0.6

Xylene

2.3

3.1

3.5

2.5

1.8

2.0

Methyanol

ND

ND

ND

0.1

0.1

0.1

MEK

2.2

2.7

3.1

2.7

2.7

3.6

4. 참고문헌
Jo, W. K., Lee, J. W., Shin, D. C., 2004, Exposure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residences adhacent to dyeing
industrial complex,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77,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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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etallic Cu Catalyst with High Step-sites Density
for CO2 Electroreduction
김국보 ․ 김주예1) ․ 정희태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1)

한국화학연구원

1. 서론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carbon dioxide (CO2) is a key technology to resolve increasing energy demand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mong various materials for electrochemical catalysts, copper (Cu)-based catalysts
are remarkably favorable because they exhibit unique performance in CO2 reduction that can convert into
valuable products. Various strategies have been studied to increase the activity for CO2 conversion so far, and
we recently reported a nanowrinkled Cu catalyst with high-facets which was generated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graphene growth process. In this study, we introduced other noble metals such as gold (Au)
and palladium (Pd) into the nanowrinkled Cu to further study how both high-facets and alloy catalysts can
contribute to the final products. Different reaction pathways can be expected when Au and Pd are introduced in
wrinkled Cu, resulting in contrasting product selectivity. To further investigate the effect of alloys in final
products, we investigated the selectivity changes by controlling the metal ratios maintaining the high-facet
property. As a result, Au-Cu showed exclusive selectivity towards CO and Pd-Cu to CO and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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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강정고령보 지점의 유해남조류 변화 추이
곽세훈 ․ 김지훈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1. 서론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부근은 매곡정수장의 취수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강정고령보 부근의 수질은 대구 시민들
의 생활용수, 수돗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부근의 수질 관
리는 항상 대구 시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녹조 현상에 따른 수질 변화는 정수장에
유입되는 수질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조 현상에 의한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감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조류의 분석 또한 필요한 상황
이며 이중에서 녹조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유해 남조류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도 필요한 실정이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소개된 측정치를 바탕으로 측정값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환경부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지점 중 강정고령보 지점의 측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수계의 특
성을 반영하고 수질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지, 수게 영향권역별 목표수질 달성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지점이 선택되었다. 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보존, 현장측정, 시험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내용 측정치를 살펴보았을 때 수온이 높은 경우 탁도가 높은 측정치를 보여주는 빈도가 높았으며 용존산소의
경우 수온이 낮은 경우 높은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pH)의 경우 다른 측정값들에 비해
높은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해 남조류 중 Anabaena, Aphanizomenon의 경우 2019년 8월경에 높은 연관성
을 보여주었다.

4. 참고문헌
FENG, Li-Juan, et al., 2020, Nanoplastics promote microcystin synthesis and release from cyanobacterial Microcystis
aeruginosa,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54(6), 3386-3394.
WEI, Jia, et al., 2020, Simultaneous Microcystis algicidal and microcystin synthesis inhibition by a red pigment
prodigiosin, Environmental pollution, 256,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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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ola Frondosa Inhibits the ERK and NF-κB
Signaling Pathway Responsible for the Skin Apoptosis
Induced by Environmental Hormones in Human
Dermal Fibroblasts
Seong-Ryeong Lim ․ Ju-Ha Kim ․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Grifola frondosa (GF), a species of Basidiomycotina, is widely distributed in Asia and has been used as an
immunomodulatory, anti-bacterial, and anti-cancer agent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skin
protective effect of GF extract against the ecotoxicological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in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 (NHDF). We found that GF extract (100 g/mL) has inhibitory effect on the cell death induced
by the bisphenol A (BPA) in NHDF. GF extract containing of naringin, hesperidin, chlorogenic acid, and
kaempferol revealed by an ultra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inhibited the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responsible for the distinctive activations of the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in BPA-stimulated NHDF. In addition, we found that GF extract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apoptosis related-proteins (Bax, Bcl-2, and cleaved caspase-3) by suppression of nu-clear
factor-kappa B (NF-κB) activation in BPA-treated NHDF.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F ex-tract is functional
pharmacological agent that prevents the apoptotic cell death induced by BPA via the inhibition of ROS-mediated
signaling events in human dermal fibroblast.
Key words : Apoptotic Cell Death, Bisphenol A, Grifola Frond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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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sphere Form of Melatonin Improves the Process
to Wound Restitution by Increasing Proliferation and
Migration in the Ameliorating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Do-Wan Kim ․ Sei-Jung Lee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Melatonin (5-methoxy-N-acetyltryptamine), an endogenous hormone molecule, has a variety of biological
functions, but its low absorption rate is one of the major factors limiting its oral administr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role of nanosphere loaded with melatonin (MN) to promote the proliferation and
motility in the preventing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In gastrointestinal epithelial cells, M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ell proliferation by inducing cell cycle-related proteins and promoted the migration
accompanying the expression of migration-related proteins. Moreover, MN inhibited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Raw 264.7 cells induced by LPS, which had shown 1000-fold higher anti-inflammation efficacy
than melatonin. Experimental colitis was induced in mice by adding dextran sulfate sodium (DSS) to their
drinking water. We demonstrated that MN reduces the disease activity index score, body weight loss, and
histological inflammation in DSS-treated mice. Interestingly, MN promotes the intestinal epithelial restitution via
the increased cell proliferation to restore the inflammation and the colonic bacterial composition augmented by
DSS in 16S rRNA gene-based microbiome taxonomic profiling. Coll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MN is a
functional drug delivery system in the regulation of wound healing, proliferation, and inflammatory processes
during the IBD.
Key words : Inflammation, Melatonin nanosphere, Gastrointestinal cell, Proliferation,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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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of Skin Damage by Extracellular Basic
pH in Human Dermal Fibroblasts and 3D Skin
Equivalent System
임혜선 ․ 김용웅1) ․ 박문기1) ․ 박건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1)

대구한의대학교 제약공학과

1. 서론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as air environmental pollution increase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H of
the skin, which is the outer layer of the human body, becomes basic. pH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direct
and indirect regulation of the cell process in the wound, which in turn affects the wound healing proces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duction of accelerated collagen decomposition through downward control of
apoptosis due to pH imbalance in the skin.

2. 방법
Na+/H+ exchanger and metalloproteinase (MMP)-1 were analyzed spectrophotometrically, and the expression of
collagen type-I-alpha-1 (COL1A1) and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was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Then, apoptosis-related protein levels were measured using an array kit, target protein expression levels
were detected by immunostaining, lactate dehydrogenase was analyzed spectrophotometrically, and Annexin V
levels were measured by fluorescence staining.

3. 결과
Accelerated collagen breakdown induced by extracellular basic pH via the over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MAPK signaling was examined in skin fibroblasts and in a three-dimensional human skin
equivalent system. Basic pH (>7.50) upregulated MMP-1 and downregulated COL1A1 levels via ROS generation
and MAPK signaling pathways. Acidic pH (<6.04) slightly upregulated MMP-1 and slightly downregulated
COL1A1 levels via ROS generation and the p38 signaling pathway.Basic pH (8.40) strongly upregulated
extrinsic apoptosis proteins (Fas, high temperature requirement A, and p21) and slightly upregulated intrinsic
apoptosis proteins (cytochrome c, B-cell lymphoma 2 [Bcl-2], Bcl-2-associated death promoter, and Bcl-2-like
protein 4) in a 3D human skin equivalent system. Moreover, basic pH (8.40) induced heat shock protein (HSP)
60 and 70. In addition, basic pH-exposed Fas- and HSP60-knockdown cells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levels of apoptosis.

4. 고찰
Our results indicate that skin pH is an important effector of collagen formation in wound healing. Also,
extracellular basic pH increases early-stage apoptosis through Fas/FasL via modulation of HSP60 and HSP70.
Thus, This finding will aid in the development of new pH-targeted therapeutic strategies.

5. 참고문헌
J Cell Mol Med, 2021, Apr, 25(7), 3646-3653.
Pharmacology, 2017, 100(1-2), 98-104.
Skin Pharmacol, Physiol,. 2016, 29(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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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축 필름을 이용한 비닐 제조
참가자_권유진 ․ 김동은 ․ 김승미 ․ 최재혁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지도교수_이원기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1.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매립장의 매립 가능 용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매립지 관리 방안이 대두되고 있
다. 생활 폐기물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닐류의 매립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열수축 필름을 통
한 비닐류의 대체를 고안해냈다. 열수축 필름 폐기의 경우, 60~80℃ 정도의 온도에서 열수축을 일으킴으로써
비닐 폐기물의 89~90% 정도 부피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열수축을 통한 폐기물의 부피 감소가 매립
효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열수축 필름의 종류에 따른 70℃ 부피 수축률을 알아보고 50~100℃ 범위에서 각 열수축 필름의 열수축 정도
를 관찰함으로써 적정 수축 온도를 알아보았다. 포장 용도로 사용될 경우, 굴곡이 있는 재료에도 밀착이 잘 이
루어졌으며 필름의 절반 이상 면적을 가지는 내용물에 한해서 좋은 밀착력을 보였다. 조리용의 경우, 시간에 따
른 내부 재료의 온도를 측정 비교하여 온도 전달률을 확인함으로써 조리용 진공 비닐과의 비교실험 또한 진행
하였다.
열수축 필름은 대부분의 기존 비닐 적용 분야를 대체할 수 있으며 열에 의한 우수한 수축률을 바탕으로 매립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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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Wearable 기기를 이용한 PM2.5 흡입량의 실시간
예측 앱 개발
참가자_김가영 ․ 윤재란 ․ 임유경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박정호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1. 필요성 및 목적
∙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는 미세먼지는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심혈관계와 호흡기계에 피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지능력과 뇌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치매의 위험요소’라 밝혀지고 있다.
∙ 한편,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미세먼지 흡입량은 농도보다 활동도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예로
PM10 흡입량은 “보통”수준(50 ㎍/㎥)에서 속보산책시 120 ㎍/hr으로 “매우 나쁨”수준(300 ㎍/㎥)에서 휴식
(안정)시 108 ㎍/hr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의 흡입량이 보고되고 있다(한국생활환경학회지(2010년))
∙ 본 과제는 개인들이 착용한 웨어러블(wearable)기기에서 실시간 활동도에 따른심박수 측정과 에어코리아
(Air Korea) 등 각종 PM2.5 농도의 실시간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
한 PM2.5의 흡입량산정방법론의 정립과 앱(App)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① 개인별 실시간 활동도에 따른 심박수 측정을 통한 PM2.5 흡입량 산정식 정립
② 실시간 PM2.5 흡입량 산정 앱(App) 개발 및 지속적 업그레이드
③ 시민들에게 다양한 활동도에 따른 PM2.5 흡입 피해영향 정보제공 및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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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내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아미노산제재의 활용
참가자_김초은 ․ 이다현 ․ 현승원 ․ 이민주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지도교수_최인학
중부대학교 애완동물학부

1. 필요성 및 목적
∙ 항생제 대체할 사료첨가제의 한 종류인 아미노산제제의 사용은 오리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비용절
감을 통한 경제성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됨
∙ 대부분의 사료첨가제 연구는 생산성 및 육질의 영향에 미치는 연구이며 아미노산제제의 사용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오리사내 암모니아 저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사료첨가제의 유통 및 판로를 위해 기업체에 기초 연구와 자료 제공
∙ 사양실험에 참여한 오리 농가를 우선으로 시제품을 제공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판매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의 주요결과는 실질적인 효과로 암모니아 저감율이 50%로 나타남

- 201 -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OUC4)

2021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득량만 상부 해역 해수와 패류의 위생학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결과와 오염원과의 상관관계 분석
참가자_서동욱 ․ 한재선 ․ 이명규 ․ 이종석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지도교수_안삼영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1. 필요성 및 목적
패류에 대한 국민들의 식품 안전과 위생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확보와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본 연구팀에서는 꼬막과 바지락의 주생산지인 득량만 상부 해역에 대한 모니
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4년간의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조사 항목은 득
량만 상부 해역의 해수 수질(20개 지점, Fig. 1), 패류로는 새꼬막과 바지락 각 1점이고
조사횟수는 4년간 총 32회이다. 또한, 득량만 상부 해역 인근에 소재한 육상오염원을
파악하고 이들 육상오염원과 해수 수질에 대한 장기모티터링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함으로서 득량만 상부 해역의 해역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Fig. 1. 해수 수질조사지점.

득량만 상부 해역의 20개 조사 정점의 해수 수질 상태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조사
정점 중 St.2, St.3, St.5, St.6, St.7, St.8, St. 9, St.10, St.11은 분변계대장균값의 기하학적 평균값이 3이상인 지역이며, 인근에
주요 육상오염원이 파악되어 이들 지점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분변계대장균값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4년간의 바지락과 새꼬막의 E.coli 분석값은 표 2에 정리하였다. 우리나라는 패류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EU 기준 구간
(230 MPN/100g, 4600 MPN/100g, 46,000 MPN/100g)을 근거로 보면 바지락의 경우 230 MPN/100g을 초과하는 시료가
31.3%에 달해 새꼬막에 비해 위생학적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패류의 특성으로 바지락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으로 의미한다.
Table 1. 득량만 상부 해역 해수의 조사정점별 위생지표세균의 변화 (2018∼2021.2)
분변계대장균(MPN/100 mL)
≥14
No.
%
1
3.1
4
12.5
5
15.6
3
9.4
6
18.8
5
15.6
4
12.5
4
12.5
4
12.5
4
12.5
4
12.5
2
6.3
2
6.3
2
6.3
3
9.4
4
12.5
2
6.3
4
12.5
3
9.4
1
3.1

조사
정점

범위

기하학적 평균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8-79
<1.8-490
<1.8-130
<1.8-140
<1.8-1,700
<1.8-1,700
<1.8-4,900
<1.8-130
<1.8-790
<1.8-490
<1.8-4,900
<1.8-230
<1.8-1,100
<1.8-170
<1.8-330
<1.8-130
<1.8-230
<1.8-490
<1.8-330
<1.8-27

2.4
3.3
3.2
2.8
3.9
3.6
3.5
3.1
3.3
3.1
3.3
2.7
2.9
2.5
2.9
2.8
2.6
2.6
2.5
2.0

>88
No.
0
3
1
2
2
2
2
1
2
1
2
2
2
1
2
1
2
1
2
0

총 시료수
%
0.0
9.4
3.1
6.3
6.3
6.3
6.3
3.1
6.3
3.1
6.3
6.3
6.3
3.1
6.3
3.1
6.3
3.1
6.3
0.0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Table 2. 바지락과 꼬막의 E. coli의 변화(2018∼2021.2)
패류
새꼬막
바지락

Range
<18-490
<20-4,900

>230
No.
1
10

%
3.1
31.3

대장균(MPN/100 g)
>700
No.
%
0
0.0
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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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No.
0
1

%
0.0
3.1

<46,000
No.
%
0
0.0
0
0.0

총 시료수
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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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농도에 따른 후드풍량자동조절
참가자_안초원 ․ 이영섭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외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실내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정도는 실외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내 오염물질 중 특히 포름알데
히드는 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노출을 피해야하며 실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와 TVOC 물질로부터
노출될 경우 인체 위해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고려해야 될 존재로 명시하였습니다. 앞
서 언급한 가스상 오염물질의 경우 조리 시 많이 발생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환기로 공
기의 순환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흡인 기기인 ‘후드’는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시중엔 공기 정화 후드를
비롯한 센서 부착형 후드가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효율적인 면과 농도 저감 부분에선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후드의 경우 필터를 자주 교체하기 어려울 뿐더러 필터로 농도를 감축시키기보단 공기 순
환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TVOC)의 농도를 측정하고, 분석 &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을 효율적이게 감축시킬 수 있는 자
동 풍량 조절 후드를 설계할 것입니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직접 제작한 아두이노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는 삼겹살, 계란토스트, 계란후라이를 토대로 후드 가동/미가동으
로 나눠 실험을 하였습니다. 후드를 미가동시 이산화탄소의 최댓값은 2400 ppm, TVOC의 경우 3006 ppb, 포름
알데히드의 농도는 0.80 ppm입니다. 후드를 가동하였을 때 이산화탄소의 최댓값은 689 ppm, TVOC의 경우
564 ppb이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0.65 ppm입니다. 후드를 가동하였을때 이산화탄소의 경우 71.29% 감축되었
으며, TVOC는 81.24%, 포름알데히드는 18.75% 감축되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 시 후드를 가동하는 것
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고농도 가스상 물질에서의 노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용의 후드의 경우 일정한 흐름으로 풍량을 가동하는 것으로 흡인적인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전력
의 효율의 면과 장시간 조리 시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흡인하는 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리 시
발생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설정한 기준 농도치에 따른 후드의 풍량을 조절을 한다면 전력효
율은 물론 인체에 대한 오염물질의 노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자동 풍량 조절장
치는 농도를 분석하여 기준 데이터를 입력하고 기준에 따른 풍량을 조절을 통해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
점 같은 경우 후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공기의 축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대기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동 풍량 조절장치를 적용한다면 인체 노출이 저감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후드와 같은 경우 동일한 흐름과 속도로 운영되
기 때문에 전력효율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풍
량을 조절을 한다면 전력효율 부분에 있어 충분한 경제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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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유래 안구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한 전이 금속 기반
대사체 검출 센서
참가자_장원석 ․ 윤재석 ․ 강민승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지도교수_오진우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1.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함안군의 한 마을에서는 5개의 공장이 들어선 후 공장 폐수 및 화학 물질에 의해 주민의 1/3 정도가
녹내장을 비롯한 안과 질환에 노출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 2020년 H기업 식당 노동자들이 소독 및 세척을
위한 락스와 세제 혼합물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집단 안과 질환에 걸린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 같이 환경유해물질로 인해 안과 질환에 노출된 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눈은 환경 유해 물질의 노출에 매우 취약하며, 한번 손상이 되면 본래의 상태를 되찾기 힘들다. 대표적
인 안과 질환인 백내장과 녹내장은 모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는다
면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다수다. 또한, 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가 불가하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질병을 조기진단을 하는
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안구질환자 및 정상군 유래 검체를 기반으로 대사체의 차이를 핵자기 공명 분광법(NMR)을
이용하여 스크리닝 및 표적 물질 선정을 통해 제조된 전이 금속과 유기용매, 첨가제를 혼합해 제작한 색 복합
체를 이용하여 색 차이를 이용, 민감도 Test 하여 안구질환을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진단 가능한 센서를 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앙상블마이닝 기법이 도입된 결과 도출 및 machine learning을 통한 전
산적 데이터 처리를 통해 진단율을 확보할 것이다. 또, 본 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목표 물질을 이용해 실
험을 진행해 봄으로써, 심혈관계 질환, 뇌 질환, 암 등 질병의 조기진단을 비롯해 수질 및 대기 등의 환경오염도
측정과 같이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센서 제작을 최종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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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미래 도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부산광역시)
참가자_정민경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지도교수_손장호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1. 필요성 및 목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 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 대, 2030년까지 785만 대 보급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도로 이동오염원으로서 도시대기질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대체될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에 따른 도로 이동수단 배출량 변동성과
부산시 도시대기질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인간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많은 매스컴 뉴스들을 통해서 미세
먼지에 대한 기사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한 미세먼
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내린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곤두세우
고 있으며, 미세먼지 및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차량 부제 운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시대기질을 관리하고 있
다.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로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도시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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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혁
최인학
최재혁
최정동

OPE5, OPE6
OPA2
OPA21, OPA22
OB2, OPB6
OE3, OE4, OE5, OUC3
OUC1
OPB8, OPB9, OPB12,
OPB13
OPC6, OPC7, OPC8,
OPC9, OPE6
OPA3
OND2, OPE4
OD1, OD2, OD3
OA7, OA8
OPD10

최정학
최종규
최지수
최지윤
최현식
최효빈

ㅍ
피명언

PB4

ㅎ
하은지
한갑수
한상국
한상민
한수지
한재경
한재선

OA1
OND1, OPD8
ONE2
OPA18
OPA8
OND3
OUC4

황지애
황지은

OPB7
OA9
OC2, ONB6, OPB19, OPC14

ONB5
OPC5
OND11

ABC
Beomjin Kim
Do-Wan Kim

OPE1, OPE2
OPE18

Dongjoo Lee
Gayeon Kim
Geuntae Park
Gi Soo Jung
Gwanpil Song
JeongChil Yoo
Ji Hyun Kim
Ji Young Kim
Jin Hyeong Seo

OND4
OPE13
OPE1, OPE2
OPD1, OPD2
OPD1, OPD2
OND4
OPD1, OPD2
OPD1, OPD2
OND4

Jin-Woo Oh
OPE1, OPE2
Joonyeob Lee
OPC2
Ju-Ha Kim
OPE17
Jung-A Lee
OPD2
Le Thi Nhu Trang
OPC2
Minjae Kim
OPC2
Mistuda megumi
OPE10
Mohammad Moniruzzaman
OD6
Sei-Jung Lee
OPE17, OPE18
Seong-Ryeong Lim
OPE17
Sook Young Park
OPD2
Sukmo Lee
OND4
Sun Young Park
Sung Pil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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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1, OPD2

Sungyun Jung
Taesun Min
Taeyoon Lee
Won-Ki Lee
Woo Chang Song
Yujin Kwon

OPC2
OD6
OPC2
OPE13
OPE1, OPE2
OP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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