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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물벼룩을 이용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는 이미 국 내외적으로 많이 시행되었고,⋅
급성유동저해시험 심장박동을 이용한EC50( ), IC50(

유동저해시험 등의 실험도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루었다.
(1,2) 하지만 이러한 실험실에서의 시험 정(

적시험과 현장에서의 연속측정 동적시험은 서로) ( )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대강한강 금. 4 ( ,

강 낙동강 영산강 주요지점, , ) 에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물질 조기경보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년. 1990

대 말부터 생물감시장치 가 설치운(Impulse type) ․
영되어 왔고 현재는 보다 정밀한 형태인 독성지,

수형 장비 가 도입운용되고 있다(Toxicity type) .․
하천의 동일한 측정지점이라 하더라도 계절별 연

도별 물리 화학적인 강물조건이 변하고 같은 물,

벼룩 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라(Daphnia magna)

하더라도 장비의 미세구조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가 우리나라 하천 어느 곳에

설치되든 연간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는 수질오염

감시를 하기 위해선 연속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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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주요하천의 수질오염감시를 목적으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가 설치 운용되고: ,

있다 기기 목적상 유해물질에 대해 신뢰성 있는 신속한 독성경보를 내릴 수 있어야 하고 무인원격측. ,

정기기이므로 계절별 연간 하천의 물리적인 변화에도 측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에 운영, .

중인 장비는 물벼룩의 단위시간당 뛰는 횟수(Impulse 를 측정하는 방법과 유영형태를 분석하여 독성지수)

(Toxicity 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두 장비가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되었음에도 가동률과 긴급점검횟수) .

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원인은 용기 내 기포발생과 압력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

포와 미시적인 압력의 영향을 감소시켜 측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고 나아가 생물감시장치가 어떤,

환경에 설치되더라도 수질오염감시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Abstract: Water monitoring equipments using daphnia can be used to monitor the pollution levels of a country's main

rivers. Such equipments should be capable of providing a prompt warning about increase in the contamination levels, which

is evaluated on the basis of impulse number or toxicity index. As unmanned remote control equipments, they must provide

reliable pollution monitoring results for each season and for the annual physical changes in each river. Two different

equipments based on the impulse number and toxicity index showed different results for the operating rates and for the

number of emergency checks required even though both were operated at the same conditions. The results are affected by

many parameters such as the presence of any air bubbles and the microscopic press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that can reduce the effect of bubbles or microscopic pressure on the monitoring data. We expect to

achieve reliable monitoring data for water pollutants irrespective of the location of the equip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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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벼룩 행동패CCD

턴을 분석(3,4)하여 독성을 판정하는 독성지수형장

비와 물벼룩의 단위 시간당 뛰는 횟수를 측정하

는 기존 임펄스형장비의 년간 가동률을 비교했2

을 때 평균 독성지수형장비가 낮았으, 1.88~2.27%

며 장비이상에 따른 점검횟수도 독성지수형장비,

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장비 이상유형을 살펴보.

면 유로흐름상에 기포유입에 의한 장비가동중단

이 전체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50% .

연구의 목적은 기포가 시스템 내에 발생하더라도

측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동

시에 챔버 내에 작용하는 미시적인 압력을 낮추

도록 챔버 및 유로를 개선하여 측정자료의 신뢰

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기보완이.

이 장비의 고유한 임무인 독성평가에 어떠한 영

향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론적 배경2.

물벼룩2.1 (Daphnia magna)

생물감시장치에 사용되는 물벼룩 은 국(Fig. 1)

제표준종으로 담수 무척추 동물에 속한다, . 성체

Fig. 1 Daphnia magna

Fig. 2 Biomonitor(Impulse type)

크기는 정도이고5~6mm 일반적으로 에서20℃

일정도 생존하며 평균 일후에는 성체가56 , 7.5

되고 일 후에는 출산을 시작하여7~10 일마2~3

다 출산을 반복한다.

2.2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의 종류

2.2.1 임펄스형(Impulse type)

아래 는 좌우 챔버에 투입되어 있는 물벼Fig. 2 ,

룩의 단위시간당 운동수의 변화로 독성을 분석하

는 임펄스형 장비의 메인화면이다 물벼룩의 활.

동성 즉 유영성은 물벼룩을 담는 용기 이하 챔, (

버 에 설치된 쌍의 적외선 센서 에 의) 10 (IR sensor)

하여 감지된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수치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오염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독성지수형2.2.2 (toxicity type)

은 독성지수형 생물감시장치의 분석화면을Fig. 3 　 　 　

보여주는 것이다 물벼룩의 유영속도 고도 프랙털, ,　 ．

차원 등의 종합적인 유영형태를 카메라에 연속CCD

적으로 저장하여 에서 이것을 분석하여 평가하는PC

방법이다.

독성지수형 측정원리2.3

카메라를 이용한 화상분석2.3.1 CCD

Fig. 4는 한마리 물벼룩의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카메라에서의 출력은. CCD

비디오 입력 프로세서에 의해 화면 면적에 해당하

는 각 화소들이 디지털 값으로 순차적으로 출력된

다 한 마리의 물벼룩의 활동을 검출할 수 있는.

단위 면적을 개의 화소라 두고 이 단위 화소N*N

면적을 전체 화면에 격자형으로 배치한다 이 화.

Fig. 3 Biomonitor(Toxicit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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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th tracking

Fig. 5 Speed class index

소 내에서 물벼룩 영상 검출은 그레이레벨을 거쳐

의 두가지 비트 값으로 변화시킨다1,0 .
(3) 초당 25

개의 정지화상 프레임 을 만들어 동영상으로 제공( )

하고 분간 총 의 정지화상을 연결한다1 1500ea .

행동 패러미터2.3.2

독성지수의 측정 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행동패

러미터는 평균유영속도 속도분포지수 평균유영, ,

고도 평균거리 프랙탈 차수로 구성된다, , .

2.3.2.1 속도분포지수(Speed class index)

속도분포지수는 물벼룩 전체군의 평균유영속도

에서 각 개체가 얼마나 다른 속도로 유영하는가

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분간의 평균속도치와 비. 2

교하여 각 물벼룩 개체수의 유영속도의 통계적

분포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에서 보여. Fig. 5

주는 것과 같이 각 물벼룩 개체가 유사한 속도로

유영하고 있다면 좌측의 분포처럼 속도분포지수

가 낮고 물벼룩이 평균속도에서 많이 벗어나서

유영하고 있다면 우측처럼 분포지수가 높아지게

된다.

프랙탈 차원2.3.2.2 (Fractal Dimension)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선은 차원1 ,

Fig. 6 Koch's snow flake

Fig. 7 Fractal dimension

Fig. 8 Toxic index evaluation

면은 차원 이방체는 차원 등의 정수 차원만을2 , 3

가지지만 프랙탈 차원은 일반적인 기하학으로 설,

명할 수 없는 물성의 복잡성을 대표하는 변수이

다 프랙탈 차원이 증가할수록 대상체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5) 즉 프랙탈 기하학에서는 선의 경우 1

과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고 면은 와 사이의2 , 2 3

값을 가진다 프랙탈 차원으로 물벼룩움직임의 설.

명이 가능하다 프랙탈 차원의 값은 과 사이에. 1 2

있을 것이다 직선의 경우 프랙탈 차원의 값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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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에서 나타낸 것처럼 길이가 인 선분. Fig. 6 1

을 변형시켜 코흐곡선을 만들어 갈 때 닮은 조각,

의 개수 과 축소율 사이의 관계를 표로 만들어N r

차원을 구하면 프랙탈 차원이 된다 코흐의 눈송.

이는 프랙탈 패턴의 프랙탈 차원을 으로 제시1.26

하고 있다 물벼룩이 돌기 시작하여 궤적의 자취.

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덮기 시작할 때 프랙탈

차원는 에서처럼 에 가깝다Fig. 7 2 .

독성평가2.3.3 (Toxic index evaluation)

이상 살펴본 평균속도 속도분포지수 프랙탈, ,

차원 등 패러미터들의 일정시간 시간 동안 축적(9 )

된 자료에 의한 회귀곡선이 미리정한 기울기를

벗어날 경우 각각의 가중치에 의해 에서 보Fig. 8

여주는 것과 같이 종합적인 독성지수(toxic index)

를 산출하게 된다.

연구의 중요성 및 모델제시3.

가동률3.1 (Operating rate)

낙동강 두 지점에는 임펄스와 독성지수형S, K

생물감시장치 장비가 복수로 설치되어 있다 장.

비 오작동 등의 이상자료를 제외한 유효측정일수

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값의 백분율을 가동률

이라 한다 이는 측정장비의 연속운전에 대한 신.

뢰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용될 수 있다. Fig. 9

의 자료에서 년간의 평균가동률차이가2 1.9~2.3%

S Point

( )

(%)

K Point

( )

(%)

Fig. 9 Operating rate

독성지수형 장비가 낮다 가동률이 낮다는 의미.

는 그만큼 긴급점검횟수가 많았다는 것이고 점,

검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대기시간이 적었다는 것과 출동에 따른 부

대경비들이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독성지수장비 이상의 유형3.2

임펄스형 장비의 이상유형은 대부분이 간헐적

통신이상인데 반해 독성지수장비의 이상은, Fig.

에서 보인 것처럼 온도제어발산에 의한 하드웨10

어 알람 챔버 내 기포생성에 의한 가동중지 센, ,

서 카메라 시료펌프 등의 오작동 등 다양한, CCD ,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부분은.

이중 정도 차지하는 챔버 내 기포에 의한 이52%

상동작이다.

Fig. 10 Trouble pattern(2008)

Fig. 11 Chamber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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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분석4.

4.1 시료 및 실험방법

물벼룩 챔버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측정시료의 흐름을 기존의 순차적으로 챔버를 지

나가는 방식을 각각의 챔버로 별도 공급토록 수

정하였고 챔버 내 기포가 유입되었을 때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의 빨간선부분으로 표시Fig. 11

된 내부챔버구조를 개조하였다 벽면에 의. ø1mm

을 를 간격으로 뚫은 후 금속망을Hole 12ea 3~5mm

덧 대어 물벼룩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 드레.

인 부분의 노즐이 작아 압력손실로 작용하므로

확관 하였다(ø1mm->ø5mm) . 또한 에서 나타Fig. 12

낸 것처럼 기포를 제거하기 위한 부가장치(Pre

기포제거기 기포제거 들을Heater(A), (B), Pump(C))

바이패스하여 실험을 실시했다.

To drain

To drain

G. CCD Camera

F. 물벼룩Chamber

보조 냉각기

A. Pre Heater

조류펌프

C. 기포제거펌프

B. 기포제거기

D. 샘플펌프

E. 열전반도체(펠티어)

조류배양기

측정시료

Fig. 12 Process flow diagram

Fig. 13 Sample flow in chamber

결과 고찰4.2

챔버내 유동분석4.2.1

챔버 개조 후 투입되는 시료의 흐름이 측면으

로 바로 빠져나가 버리면 챔버 내에 물벼룩과 접

촉하지 못 하게 되어 독성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개조 후 시료의 흐름을 파악할 필.

요가 있었다 의 사진은 입자상 물질을 이. Fig. 13

용해 챔버 내 유동을 시각화한 연속촬영사진이

다 번호 까지 초에서 초까지의 연속. ~ t=0.1 0.7① ⑥

사진을 살펴보면 작은 빨간점이 표시된 물벼룩과

입자상물질이 상면에서 챔버 바닥까지 원활히 도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노미터를 이용하.

여 측정한 챔버압력은 에서 개조후65~80mmAq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0mmAq .

유해물질 독성테스트4.2.2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혼합 를 증류수 이상에 희석Standard (18.2M ) 80ppbΩ

로 만들었다 포함된 물질은. Benzene, Toluene, m,

p-Xylene, o-Xylene, Ethylbenzene, Carbon Tetrachloride,

Dichloromethane, Tetrachloroethylene, Trichloroethylene,

1,1,1-trichloroethane 이상 가지로 구성되어 진다10 . Fig.

에서14 개조챔버 위 와 기존챔버 아래 의 독성지수( ) ( )

를 살펴보면 개조챔버가 오히려 독(Toxic index)

성이 더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 독성경보에.

반영된 패러미터들 평균속도 프랙탈 차원 속도( , ,

분포지수 또한 에서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Fig. 15

표시된 단기 장기 회귀곡선의 기울기Gradient1,2( ,

가 설정치 벗어남 로 개조챔버가 더 민감하게 반)

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진 페놀 중금. ,

속 등의 실험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챔버개조 전후 속도분포지수4.2.3

장비가 가동이 중지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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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OCs (toxic index, averag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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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OCs(fractal dimension, speed cl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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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peed class index(H Point)

발생한 기포는 챔버내에서 일시적으로 개체로 인

식되기 때문에 속도분포지수 전체 물벼룩 평균속(

도에 대한 각 물벼룩 개체의 속도편차의 백분율)

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은 챔버가 개조된. Fig. 16

지점의 개조전후 속도분포지수 자료이다 축H . X

은 해당월의 분유효데이타 축은 속도분포지수5 , Y

이다 개조전 속도분포지수는 대략적으로 상한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개조후의 월자40% . 3

료를 살펴보면 이 속도분포지수의 상한이 전반적

으로 수준이하로 낮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20%

다 또한 개조 전에 보이던 불연속적으로 튀는.

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다 이는 챔버가 개Peak .

조됨에 따라 기포의 측정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

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독성지수형 생물감시장치의 측

정챔버를 개조하여 기포유입 등의 측정방해요소

를 개선하고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조된 챔버.

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기포만을 공급하여도 장비

가 가동중지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독성.

물질 등 테스트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개(VOCs )

조된 챔버가 측정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에서 나타난 개조 전후 속도분포지Fig. 16

수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조 후 불연속적인 피크

가 대부분 제거되고 속도분포지수값이 보다 낮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

오염감시에 있어서 물벼룩 경로측정의 불확실성

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독성평가를 할 수 있도,

록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생물을 이용한 수질감시장치는 이와 같이 챔버

내 기포발생 및 기타 미시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측정값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앞으로 많은 추

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도 수질모.

니터링 장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6) 우리 현

실에 맞는 효율적인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장비의 하드웨어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측정결과의 평가항에서 살펴보았듯

이 속도분포지수 프랙탈차원 그리고 이를 종합, ,

하는 회귀곡선 등 독성평가에 필요한 수학적인

기법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챔버 내 기류의.

변화 압력존재여부 등 물벼룩주위의 미시적 환,

경에도 주목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생물을

이용한 수질 모니터링 장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향후 광범위한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오염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벼룩과 별도로 특정유

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7,8)들에 대

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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