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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erious Liqui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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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ukheon-gil, Gangneung, 25457,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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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is essential for life. However,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water are still not well understood, and water is considered to be
mysterious and has many anomalous properties. Water shows the quantum
mechanical

behaviour

in

a

confined

small

space,

but

the

quantum

phenomena are not helping to explain the anomalies of water, so far.
Specific anomalies were observed with HPLC experiments, and these are
explained by the quantum mechanical phenomena involved in the small
free volume space of water. This would be the key to solving the
mysterious relation between water and life.
요약: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물의 구조와 성질에 대하여는 아직도 잘 알려
져 있지 않고 물은 신비한 액체로 여기며 많은 이상성을 보이고 있다. 좁은 공간에
구속된 물에서 양자역학적 현상이 관찰되기는 하나, 양자현상으로 물의 이상하고 신
비한 성질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HPLC 실험을 통하여 물의 이상성을 관찰하였으

며, 이 이상성들을 물이 좁은 자유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자역학적인 현상
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이상성에 대한 양자효과 해석은 물과 생명과의 신비한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 structure of water, anomalous properties of water, quantum
behaviour, water and life, Drost-Hansen temperat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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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액체이나, 그 구조나 성질에
대하여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신비롭게 여겨지고 있으며(Ball, 2008), 많은 연
구 쟁점이 되고 있는(Nilsson & Pettersson, 2015; Richardson, et al., 2016), 이
상한 액체이다. 물의 여러 가지 이상성들을 모아 잘 정리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
(Chaplin, 2018).
물에 대한 이상성 중, 흔히 물의 밀도가 4℃에서 최대가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
다.

온도에 대한 부피의 변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는데, 간단한

예이지만 생명체(물고기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현상이다. 비열이 크고 압축률이 큰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일반인들은 물의 비열이 크다는 점을 그저 철과 같이 비중이
큰 금속에 비하여 질량당 비열이 크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통계역학적으로
비열이란 물의 진동에너지 레벨에 열에너지를 보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얼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물은 녹는점에서 얼음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큰 비
열을 갖는다. 즉 물은 에너지의 편차와 압축률에 영향을 주는 밀도의 편차가 큰 분포
를 가지는 것이 이상한 성질이다. 또한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하여 녹는점이나 끓는점
이 높고, 표면장력이 크고, 점도가 큰 것을 특이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성질들을 물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이들 성질은 물의 강한
수소결합을 생각할 때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들 값이 작다는데 의미
를 두어 왔다(Yoon, 2003). 극저온에서 존재하는 특이한 액체인 액체 헬륨은 점도를
갖지 않는 초유체(super fluid)이며 양자액체라고 불린다. 이와 유사하게 물도 양자액
체를 닮아 강한 수소결합에도 불구하고 점도가 낮은 양자현상을 갖지 않나 여겨진다.
생명체들이 싫어하는 온도와 좋아하는 온도를 구별하는 표현이 있다. 대체적으로
15℃의 배수가 되는 온도를 피한다고 한다(Uedaira, 1973). 60℃ 근처에서 고온 살
균을 하고, 45℃ 되는 온도에서는 정온동물인 포유동물이, 30℃에서는 포유동물과 곤
충들이 해를 입고, 15℃에서는 식물들이 해를 입는다. 이러한 온도를 피하여 이들 온
도의 중간인 54℃ 근처에서는 고온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고, 37℃로 사람이나 포유동
물들이 체온을 유지하며, 23℃ 근처에서는 곤충, 물고기, 토양 박테리아, 곰팡이, 효
모 등이 살기 적합하며, 7℃ 근처는 미역 같은 해조류들에게 적합한 온도이다. 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Drost-Hansen이 처음으로 15℃
의

배수되는

온도에서

생명체들이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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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하였으며

(Drost-Han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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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haug, 1967; Drost-Hansen, 1969; Drost-Hansen, 2001)

이는 Peschel과

Aldfinger의 두 수정판 사이의 얇은 물에 대한 실험에서 대략 15℃의 배수되는 온도
에서 점도가 높아진다는 (Perschel & Adlfinger, 1967; Perschel & Adlfinger,
1969)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이 15℃의 배수되는 온도 즉, 15, 30, 45, 60 ℃를
Drost-Hansen temperature라고 불린다. 따라서 Drost-Hansen 온도를 피하여 생
명체들이 살기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의 영향으로 생각하며,

세포와 같이 얇은 막 사이의 물의 구조 (점도)

‘물과 생명’에 대한 또 하나의 숨어 있는 깊은 연관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나 15℃의 배수되는 온도에서 물의 특이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고(Falk & Kell, 1966), 이 특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연구
들도 있으나(Etzler & White, 1987; Etzler &. Conners, 1991), 그다지 분명한 특이
성을 관찰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왔다.

Fig. 1. Harmful and preferred temperatures for living organisms.

2. 물의 온도에 따른 양자효과 기대
물에 대한 과거 연구를 되살펴 볼 때, 물은 강한 수소 결합 때문에 분자들이 구속
되어 작은 자유공간(free space)을 가진다. 작은 자유공간을 가지면서 액체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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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도 특이한데, 좁은 자유공간에서 분자운동을 할 때 양자현상이 기대된다
(Yoon, 2003).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열운동을 할 적에 de Broglie의 물질파와 유

사한 개념인 열적파장(thermal wavelength;  )을 다음 식으로 표시한다.


  



(1)

위 식에서 기호는 일반적인 것으로 한다. 즉 열적파장은 질량이 작고 낮은 온도에서
크게 나타나며, 따라서 이런 경우 열운동에 의한 양자효과가 크다. 물은 상온에서 열
적파장이 약 0.2Å 정도로 통상적으로 양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Table 1. Half integers of quantum number at the Drost-Hansen
temperature.
 (℃)

 (Å)

 (cm3/mol)

 (cm3/mol)



15

0.242

18.04

0.232

3.00

30

0.236

18.10

0.341

3.50

45

0.231

18.20

0.491

4.05

60

0.225

18.33

0.696

4.66

, molar volume; , free volume; , quantum number given as 3.0 at
15℃. (From Yoon, 2003)

그러나 짧은 열적파장을 가지더라도 좁은 자유공간 사이에서는 양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Gorshunov et al., 2013), 대략 15℃의 배수되는 온도에서 자유공간의 크
기가 열적파장의 반파장의 배수와 겹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1에 나타낸  값
(    )이 Drost-Hansen 온도에서 반정수(half integer) 값으로 계산 되었다
(Yoon, 2003). 열적파장의 반파장의 배수가 자유공간에 겹치는 모습을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그림 2와 같이 물의 열적파장이 자유공간과 겹쳐 공명(resonance)을 일으
킨다고 할 때, 안정된 상태를 가져 점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 때
문에 얇은 막 사이의 물이 Drost-Hansen 온도에서 특이성이 보이며, 세포막이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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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물질들의 주위에서 물의 점도가 높아져 대사물질 등의 이동이 어렵게 되고, 따
라서 생명체들이 피하는 온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생각은 이론에 지나지 아
니하며, 검증이 필요하다.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rmal wavelength and the molecular free
space.

(a) at 15℃ (q=3.0), (b) 30℃ (q=3.5), (c) 45℃ (q=4.0), (d) 60℃ (q=4.5),

respectively. (From Yoon, 2003)

같은 생각을 중수(heavy water, D2O)에 적용할 때, 중수의 경우에는 이상성을 가
지는 온도가 19, 32, 44, 56℃로 예측된다(Yoon, 2003). 이는 보통물(H2O) 보다 중
수의 분자간 인력이 크고 분자량이 커서 예상되는 온도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Drost-Hansen 온도를 실험에서 관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Fig. 3. Schematic of the HPLC system. The capillary was actually rolled
onto a round narrow copper block where the temperature was controlled.
(From Supplementary Information Yoon & Yo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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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ost-Hansen 온도의 관찰
Drost-Hansen 온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HPLC를 이용
한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관찰되었다(Yoon & Yoon, 2018). 그림 3과 같은 실험 장치
를 이용하여 물을 모세관을 통하여 흘려보냈다.
물에 UV로 검출될 수 있게 소량의 thiourea를 섞어 흘려보내 물이 모세관을 경유
한 후, 넣어진 시료 물의 분산된 형태를 관찰하여, 모세관 층간을 흐른 속도 분포를
PHLC peak의 모습과 연관지울 수 있는 수식을 마련하여 구할 수 있었다. 모세관을
흐르는 물은 층류(laminar flow)의 형태를 띠나 모세관 중앙 부근에서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특성을 얻었는데, 이는 HPLC 펌프로부터 큰 압력으로 흐름이 결정되는 이
유에서 인 듯하다. 시료에 소량의 실리카 콜로이드를 첨가하였을 경우 온도에 따른
특이한 peak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여 관찰되었다(그림4, 그림
5).

그림 4는 모세관의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른 속력분포가 계산되었을 경우,

모세관 위치에 따른 첫 번째 미분(shear force)과 두 번째 미분(viscose force)의 온
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실리카 콜로이드를 첨가하였을 경우 두 번째
미분에서 특이성이 나타난다. 그림 5는 HPLC peak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흐름에 해
당하는 층의 모세관 중앙으로 부터의 거리(그림 5a)와 HPLC peak의 폭(그림 5b)의
온도에 따른 변화이다.

Fig. 4. (a) The first derivative () is at  = 0.67, where  is the
radius from the center of capillary of radius  . The negative sign was
applied, since the velocity decreases from the capillary centerline to the


wall. (b) The second derivative (�   �) is at

 = 0.67. Anomalies

upon temperature appear in the up-peaks with silica colloid sample. (From
Supplementary Information Yoon & Yo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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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HPLC peak maximum position and (b) HPLC peak width along
with

temperature. Anomalies upon temperature appear in the up-peaks

with silica colloid sample. (From Supplementary Information Yoon & Yoon,
2018)

역시 실리카 콜로이드가 있을 경우 온도에 따른 특이성이 나타난다. 이들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특이성은 모세관의 중앙으로 부터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서, 특이한 온
도가 나타는 온도를 특정하기에 어렵다.

이러한 현상이 실리카 콜로이드를 첨가한

경우에만 나타나고 실리카 콜로이드의 양에 비례하여 나타나므로, 실리카 표면 근처
의 물의 이상성이라고 여겨진다.

Fig. 6. (a-c) The conception of the observation of the molecular quantum
behaviour in a macroscopic scale of an HPLC peak through the coupling
in laminar flow. An asymmetric HPLC peak shape is represented in c. The
dashed vertical line in c is at the peak maximum. (From Yoon & Yo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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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이 얇은 막에서 이상성을 보인 것이

양자효과라고 할 때,

이것도 또한 실리카

표면 근처의 물의 양자현상이 모세관을 흐르면서 층류로 나타날 때 관찰된 것으로 여
겨진다. 그림 6에 분자 수준에서의 양자효과가 층류의 앙상불을 거치면서 HPLC의 거
시적인 현상으로 관찰 되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림 6의 c에서 HPLC의 peak 모양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며, 이 peak 모양에
층류 흐름을 통하여 분자 수준의 양자현상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보통의 실

험에서 HPLC 장치는 혼합물 시료를 주입하였을 경우 peak이 나타나는 위치만을

Fig.

7.

Anomalous

temperature

spectra. The ratio of the difference
between front width (F) and back (B)
(see
width,

Fig.

6c)

i.e.,

relative

(B-F)/(B+F)

to
at

the

full

various

peak-height positions at 50, 60, 75,
and 90 % of the HPLC peak at a
pump speed of 0.75 mL/min and a
silica colloid concentration of 1.5 wt
%. The arrows indicate ATs. (From
Yoon & Yoon, 2018)

관찰하는데 사용되나, 이 실험에서는 모세관을 흐른 시간에 따른 peak의 모양을 주시
하였다. 그림 6c에서 peak의 최고점으로 부터의 좌·우 폭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역시
온도에 따른 특이성이

HPLC peak의 높이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괄되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에도 실리카 콜로이드를 첨가한 경우에만 이상성이 관찰되었다. 이 특이한 온
도(anomalous temperature; AT)는 HPLC 펌프의 속도를 달리하였을 때 달라졌으
며, 펌프 속도에 따라 나타나는 AT를 펌프속도가 0일 때로 외삽하면, 펌프속도에 관
계없는 특이한 온도 (specific anomalous temperature; SAT)로 14, 30, 45, 59℃
가 얻어 졌다(그림 8). 이는 Drost-Hansen 온도의 재현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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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수와 물-메탄올 혼합된 물에서의 양자현상
같은 실험을 중수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중수의 경우 얻어진 SAT가 16, 31,
45, 58℃로 열적파장과

자유공간의 관계에서 예상되었던(Yoon, 2003) 19, 32, 44,

56℃와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불어 물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물에 약간의 메탄올을 첨가하여 같은 실험을 하였
다. 소량의 메탄올이 첨가된 물은 물의 구조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o et

al., 2003).

같은 방법으로 HPLC 펌프 속도가 0로 AT들을 외삽 하였을 경우

메탄

올의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즉, 물의 구조가 파괴됨으로써 SAT들이 낮아지는 것이
관측되었다.

Fig. 8. Extrapolated anomalous temperatures. (a) H2O, (b) D2O, and (c) H2O
with 1.0 v% MeOH; SATs (ATs at a zero pumps peed) were 6, 26, 43, and
57°C. (d) H2O with 2.0 v% MeOH; SATs were 2, 24, 42, and 54°C. (e) The
overall plot of SATs for the samples in a-d. (From Yoon & Yoon, 2018)

이들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양자역학적 현상에 중점을
두면서 살펴보았을 경우, 열적파장과 자유공간에서 생각했던 양자현상은(Yoon, 2003)
에너지 준위 간격이 15℃라는 적은 차이가 나서 열운동하는 입자들의 분산된 에너지
분포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가정이다. 또 Drost-Hansen 온도는 섭씨온
도 15의 정확한 배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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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anck–Condon principle energy diagram.
(Figure from https://en.wikipedia.org/wiki/Franck-Condon_principle)

따라서 새로운 양자 모델로 Franck-Condon(F-C) 원리를 들어 본다. F-C원리는
입자의 운동 좌표가 변할 때, 바닥상태의 중앙(파동함수의 진폭이 최대; 즉 존재할 확
률이 최대)에서 여기 된 상태의 파동함수의 진폭이 최대인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에너
지 준위를 선택하여 입자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그림 9). 고체표면 근처의 입자
들이 충격을 받아 자리 이동을 할 때, 비슷한 원리로 바닥상태의 중앙에 해당하는 파
동함수와 이동하여 여기 된 상태의 파동함수의 중첩이 큰 경우로 선택적으로 이동한
다면, 이동하는 거리가 임의 거리가 아니고 불연속적인(discrete)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림 10).

그림 10은 단순화한 물-물간 퍼텐셜(Yoon, Jhon & Scheraga, 1990)을

이용하여 물 분자의 질량에 해당하는 Schrödinger 방정식을 풀어 6-중첩한 파동함
수를 나타내었고, 이 때 에너지 간격은 대략 1  에 해당하여 열운동에너지 분포에
서 충분하게 구별되는 크기이고, 이동한 거리는 0.2Å 정도이다. 이 경우에도 물-물
간의 강한 수소결합으로

인하여 분자 간 진동이

양자화 되어 있음을 근본적으로 가

정하고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중수의 경우 상호작용 에너지가 커서 그림 10e와
같이 퍼텐셜이 깊고, 질량이 커서 에너지 간격이 낮아, 예상되는 SAT가 낮은 온도에
서는 높았다가 높은 에너지로의 전환은 점점 낮아짐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그
림 8e에 잘 나타났고, 물의 구조를 파괴하여 물-물간 퍼텐셜이 넓은 경우에는(그림
10f) 에너지 간격이 좁아져 SAT가 낮아진다는 해석이 그림 8e를 설명하는데 효과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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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Proposed

origin

of

the

observed

anomalous

behaviour.

(a)

Illustration of the consecutively commensurate displacements accepted by
the Franck-Condon principle as in d for the 1-D linear water cluster
moving into free volume space by an impact near a solid wall exhibiting
the down-peaks in b. (b) A capture from Fig. 7. (c) As in a but the
displacement and energy are not accepted by the Franck-Condon principle
and dissipated. (d, e) Accepted energy (∆  ) and displacement ( ∆) by the
Franck-Condon principle for (d) H2O and (e) D2O. (f) The same overlap as
in d but with an arbitrarily broadened potential of a less-structured
network for water-methanol mixture. It requires less energy but longer
displacement. (From Yoon & Yoon, 2018)

따라서 HPLC를 이용하여 관측된 이상성이 고체 실리카 주위의 물 분자가 작은 공간
에서 충격을 받아 양자역학적으로 선택적 이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양자현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어느 학자는 고체 주위의 물은 아주 다른 양상의 띄어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닌 제4의 상(forth phase)을 갖는다(Pollack, 2013)고 하지만, 이 보다는
그저 이제껏 예상되지 않은 고체 주위의 물 분자들이 특이한 양자현상일 뿐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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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의 양자현상과 생명
Drost-Hansen 온도와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대략 15℃의 배수 되는 온도에서 물
의 이상성이 HPLC 실험을 통하여 관측된 것은, 정지된 물의 network과는 달리 모세
관에 흐르는 물의 network에서는 HPLC 펌프의 작동으로 높은 에너지가 공급되어
서 인 듯하다. 즉, 층류의 경우 모세관 층별로 흐름 속도가 달라 층간에서 수소결합
이 끊어질 정도의 높은 에너지가 network에 분포되어 있다. 정지된 물에서는 이러한
이상성이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관찰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
사물질들이 화학퍼텐셜 등의 차이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적에, 주위의 물물간 수소 결합이 끊어져야 가능하여,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체 안에서는 이러한 온도에 따라

따라서 Drost-Hansen의 특이한 온도를 생명체들이

피한다는 가정이 타당했다고 할 수 있다.
Drost-Hansen 온도에서의 세포내에서의 점도가 높아 일반 생명체들의 생명활동
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면,

반대로

이들 온도에서는 과일이나 식품을 보관하기에 적

절한 온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보관 온도가 사과, 포도, 딸기 등은 0∼2℃에서 적절
하고, 바나나, 토마토, 고구마, 생강 등은 13∼16℃에서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Ginsburg, 1965). 땅 속의 평균 온도가 대략 16℃ 정도라고 하니, 땅 속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보인다. 다람쥐나 곰들도 겨울잠을
자는 동안 체온을 30℃ 근처 까지 낮춘다고 한다(Tøien et al., 2011). 즉 겨울잠을
자는 동안 신진대사 활동을 최소로 하는 체온을 유지한다.

6. 결론
물의 구조와 성질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상하고 신비한데, 이러한 물의 이상성
이 생명 현상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0여 년 전 생명체들이 15℃의 배수 되
는 온도를 피하여 생존하고 있다는 가설을 주장하였으나,

이 온도에서의 물의 특이

한 이상성을 관측하는데 힘들었다. 모세관을 흐르는 물에서 HPLC 실험을 통하여 관
측된 온도에 따른 이상성을 정지된 물의 경우로 유추하여 Drost-Hansen 온도를 찾
았다. 이 이상성은 물이 고체표면 근체에서 양자역학적 현상에 의하여 발현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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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자효과가 물의 다른 이상성을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즉, 표면
이 아닌 내부의 물(bulk water)의 경우에는 물 분자의 규격적인 양자역학적 운동이
오히려 산란된 모습을 보여, 서론에서 말했던 물-물간 강한 수소결합에도 불구하고
점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물은 상온에서 존재함으로 열적파장이 작아 양자효과가 없으리
라 무시하지만, 물은 작은 자유공간을 가지므로 구속된(confined) 운동에서 양자현상
을 나타낸다. 아래에 양자효과를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었다.
Quantum fluid (super fluid)
Hot quantum fluid
Classical fluid

------

-------------

-----------------

  

(2)

 ×  ∼  ≈ 


(3)

  ≪ 


(4)

따라서 액체 물은 중간(식 3)에 해당하며, 상온에서도 양자현상을 보이는 ‘고온 양자
액체(hot quantum fluid)’라고 해도 좋겠다. 21세기인 오늘날 물에 대한 신비한 성
질을 푸는 열쇠는, 새로운 수식이나 물리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

에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냥 지나친 물이 작은 자유공간에서 벌이는
양자현상일 수 있겠다.
The key to solving the mysteries of water including functions in life may
be in a place that we already know but have ignored, possibly in the
quantum mechanical wave behaviour that water exhibits in a small free
volume space (Yoon & Yo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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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 기술
이권호1)
1)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Remote Sensing Techniques for the Asian Dust
Monitoring
Kwon-Ho Lee1)
1)

Department of Atmospheric Environment & Sciences (DAE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WNU), Gangneung, 25457, Korea

Abstract: The Asian dust strom is a regional air pollution phenomenon,
which

increases

the

concentration

of

mineral

dust

particles

in

the

atmosphere, has a wide horizontal influence range, and has a complicated
vertical distribution. Therefore, it is not enough to quantif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ground observation network using the existing air
quality measurement equipment. In recent years,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ies

related

to

remote

sensing

technique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Therefore, observations using remote sensing devices such as
conventional satellites can be used in public areas (i.e. environmental
observation, monitoring, management, and prediction), research areas (i.e.
global

environment,

geographical

information,

land

development,

etc.).

Since the 1970s, satellite-based remote sensing observat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of dust monitoring and local air quality by
providing a variety of data with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and
spectral res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chnology
introduce research trends related to remote sensing techniques used in
1)

corresponding Author. E-mail: kwonho.lee@gmail.com, Tel: +82-33-6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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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 observation. Throug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using various
remote sensing technologies,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the utilization
methods and limitations of technologies that are highly utilized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Keywords: asian dust, remote sensing, satellite, air quality
요약: 황사 현상은 광역적 대기 오염 현상으로서 대기 중의 황사 입자농도가 증가하
게 되고, 수평적인 영향 범위가 넓고, 수직적 분포가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기존의 대기 자동 측정망 장비를 이용한 지상 관측망으로는 공간적 특성을 정량화 하
기엔 부족하다. 최근 원격탐사 기법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급속히 발전
하면서 기존의 인공 위성과 같은 원격탐사 기기를 이용한 관측은 적은 운용비용과 효
과적인 자료 취득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공공분야(환경 관측·감시, 관리·예측 등), 연구
분야(지구환경, 지리정보, 국토개발 등)에서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70년대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측 자료는 시∙공간적 인 해상도와 분광학적 해상도를
가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황사 감시 및 지역 대기질 관련 연구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황사 관측에 활용되고 있는 원격탐사 기법에
대한 관련 기술 소개와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원격탐사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수집·분석 사례를 통하여 대기환경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의 이
용 방안과 한계점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Keywords: 황사, 원격탐사, 인공위성, 대기질

1. 서론
최근까지 환경관측기술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뿐 아니라 환
경 기술(Environment Technology; ET) 분야와 연계되어 무인화, 자동화 기술로서
융·복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각종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센서와 데이터 관리 툴의 기술적 진보는 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정밀함
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기의 개발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대기 환
경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기술, 센서가 측정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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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집된 자료를 전처리하는 기술, 전처리된 자료로부터 요인 변수를 산출하는
기술, 산출된 요인 변수를 활용하는 기술 등 광범위한 기술요소가 동반된다. 특히, 원
격탐사 기술(Remte Sensing Technique)은 센서 기술과 자료 분석기술이 혼합된 분
야로서 항공 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되었다. 그리고 원격탐사기술은 유
인 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비 접근 지역이나 위험 지역, 또는 광역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원격탐사기술
의 활용은 시간에 따라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대기환경 분야에서의 원격탐사의 관심 대상은 대기오염물질이나 기상학적 요소
이며 보다 경제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관측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 연속 감시
(temporal monitoring)와 공간상의 정보를 가시화(spatial mapping visualization)
하는 기술과, 충분한 탐지 민감도 와 탐지 능력을 가진 수단과, 상황정보(안전성 여
부) 결정을 위한 빠른 정보 획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신 기술로서 원격탐사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시ㆍ공간적
변수를 연구하는데 유용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나 운용시 유지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은 대기환경 변화 감시 뿐 아니라 환경 재
난/재해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에도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현상은 동아시아 대륙에서 발생하는 모래폭풍이 주로 편서풍을 타고 동쪽
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인하며, ‘asian dust’, ‘desert dust’ 또는 ‘dust storm’ 등으
로 표현한다. 황사 입자의 성분은 주로 규소(Si)나 석회(CaO)질의 알칼리성을 띠고 있
으며(Ma et al., 2012), 중국의 산업화된 지역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각종 오염물
질과 혼합물이 되기도 한다 (Arimoto et al., 2006). 그림 1은 서해 상공에서 관측된
황사입자에 대한 전자 현미경 분석 영상 사례로 광물질과 탄소성분이 혼합된 상태임
을 알 수 있다. 황사 입자가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ⅰ) 토양의 산성화를 낮추
고 (Ito and Fent, 2010), ⅱ) 해수중의 플랑크톤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n et al, 2011; 2013). 그러나, 대기 중 황사 입자의 증가는
발생 지역과 이동하는 경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환경문제(인체 유해성, 시정거리 감
소, 농업, 정밀 산업, 관광 등)를 야기하므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5차 보고서(IPCC, 2013)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온실
기체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증진이 되었지만 황사와 같은 “mineral dust” 성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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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함을 보고하였다.
황사를 비롯한 대기 중의 입자 성분에 관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대기환경 변
화 감시,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한반도의 지
정학적 위치는 대륙으로부터의 발생하는 황사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주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감시가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원격 탐사 기법을 이용한 황사 모니터링 기술은 황사의 시ㆍ공간적 변수를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
은 24시간 한반도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황사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무인화/자동화된 관측 기기를 이용한 감시 기술을 토대로 황사에 대한 종합
적인 측정 및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관측 위성은 국내외
에서 지속적으로 발사될 예정이므로, 황사 모니터링분야에 있어 중점적인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황사 모니터링 기술의 원리와 관련 연구 현황
을 소개한다. 관련 기술의 분류는 인공위성의 관측 방법과 탑재센서의 특징에 따른
분석 기술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의 설명에서는 2장 주요 원격탐사 기법, 3
장 황사 탐지가 가능한 위성센서, 그리고 4장 요약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서해 상공에서 샘플링된 황사 입자의 전자현미경(SEM) 사진: (a) Ca
aluminosilicate, (b) Mg aluminosilicate, (c) black carbon spherule aggregates
(soot), (d) separate carbon spheres. (image from Arimoto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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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원격탐사 기법
2.1 적외선 채널을 이용한 황사탐지 기술
황사의 관측방법으로서 인공위성의 탑재 센서의 적외선 영역의 채널 자료를 이용한
탐지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Gu et al., 2003; Pierangelo et al. 2004). 적외
선 영역에서는 황사 입자의 크기(일반적으로 직경 1㎛ - 10㎛)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
에 입자의 산란 강도(scattering intensity)가 매우 적어서 산란에 의한 황사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황사의 주 성분인 규소성분으로 인하여 적외선의 흡수가 강하기 때문
에 광 흡수(light absorption) 특성을 이용한 탐지가 가능하다. 그림 2는 대표적인 광
물 성분의 입자에 대한 파장별 굴절률을 나타낸다. 입자의 굴절률은 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굴절률 값이 클수록 광 산란 특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굴절
률의 허수부 값(ref.imag)이 작아질수록(음의 값이 커질수록) 광 흡수 특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적외 채널을 이용하면 야간에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야간 연속 감시
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2. mineral dust 입자 성분의 파장별 굴절률(실수부(ref. real)와 허수부
(ref.imag)) (Hess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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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 채널을 이용한 황사 탐지는 주로 몇 개의 인접한 적외선 채널의 밝기 온도값
을 이용한다. 이 방법의 특징은 8㎛ - 14㎛의 파장대 채널에서 황사 입자는 짧은 파
장에서 더 강하게 적외선 복사량을 흡수하지만, 기상학적인 구름은 긴 적외선파장에
서 더욱 강하게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3 참
조). 일반적으로, 대기에 의한 투과도가 높은 3.7㎛, 11㎛과 12㎛ 근처의 파장대 채널
을 이용하며, 이러한 파장영역을 대기의 창(Atmospheric Window)이라고 표현한다.
11㎛와 12㎛ 채널의 복사량을 절대온도인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값으로
환산하여, 채널별 밝기 온도차(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를 이용하
는 기법은 화산재를 탐지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나 (Prata, 1989), 규소산화물을 포함
한 화산재 성분과 유사한 사막 먼지에 대한 탐지도 가능함에 따라 현재까지 많은 변
형된 탐지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BTD = BT10 – BT12 < 0K
그림 4는

(1)

2001년 4월 7일에 발생하였던 초대형 황사 현상에 대한 MODIS 위성의

칼라합성영상과 MODIS밴드 31번(11um)과 32번(12um)의 밴드차를 이용한 황사 탐
지 결과 사례(Image from Gu et al. , 2003)를 보여준다. 칼라합성영상은 원격탐사
센서의 가시광선 채널 자료를 합성하여 각 채널별 정보를 적황녹(RGB)에 해상하는 색
을 혼합하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RGB 영상에
서 황사영역은 구름(흰색 영역)과는 달리 모래 입자가 주를 이루므로 밝은 황색영역의
소용돌이 형태로 붙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TD 기법을 이용하여 황사에
해당하는 영역만 강조한 그림 4(b)에서는 위성영상 중에서 황사에 해당하는 공간적인
분포정보를 제시해 준다.그러나, 위성 센서 검보정의 불확실성, 위성이 관측하는 시야
각 정렬 오차, 그리고 인접 화소 효과와 같은 원인 때문에, BTD 경계값의 값의 범위
는

-0.5K 와 +0.5K 사이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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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상학적 구름과 먼지 입자에 의한 열적외 투과도 차이에 관한 개념도
(Image from Gu et al. , 2003). Bands 4 와 5 는 AVHRR 또는 GOES 위성의 적외 채
널 밴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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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2001년 4월 7일 02:40UTC경 (a) MODIS 칼라합성영상, (b) MODIS밴드 31
번(11um)과 32번(12um)의 밴드차를 이용한 황사 탐지 결과 사례(Image from Gu
et al.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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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외선 채널을 이용한 황사탐지 기술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의 340㎚와 380㎚의 채널의 분광 대비(Spectral Contrast)기
법이 주로 이용된다. 자외선 분광 대비 기법은 자외선 영역의 흡광이 상대적으로 큰
파장대와 흡광이 적은 파장대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상을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황사를 비롯한 자외선 흡수 특성을 가진 다른 에어로졸 입자(예: 탄소성 입자 등)에
대한 탐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분광대비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은 에어
로졸 지수(Aerosol Index)가 정의 되었다(Herman et al., 1997; Hsu et al., 1998).
AI = -100{log10[(I340/I380)meas] – log10[(I3401/I380)calc]}

(2)

여기서, Imeas와 Icalc는 각각 위성에 의해 실제 관측된 복사량과 황사 입자가 없는 조
건하에서 복사전달모델에 의하여 계산된 복사량이다. 식(2)는 340㎚와 380㎚의 채널
의 분광비는 황사가 대기중에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황사에 의하여 흡수되는 양이 많
아지므로 실제 관측되는 복사량이 줄어들게 되어 AI 값은 양의 값이 커지게 된다.
즉, AI값이 커질수록 대기중에 황사입자의 상대적인 부하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5 참조).
자외선 영역의 황사 탐지 기법은 자외선 흡수성이 대단히 낮은 입자 성분들(예: 황
산염, 해염 등)과 구분 지을 수 있는 점과 지표나 구름에 의한 오탐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외선 측정이 불가능한 야간 동안의 황사탐지가 불가
능 한 점과 지표부근의 저고도에서 존재하는 황사는 탐지하기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황사와 같은 자외선 흡수성 에어로솔 입자가 지표면 근처에 존재할 때, 에어로솔에
의한 Mie 산란효과가 에어로솔 층의 밑에 대기 분자 성분에 의한 Rayleigh 산란으로
인한 자외선의 흡수효과 보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음의 에어로솔 지수 값을 나타
낼 수 있어 문제가 된다(Hsu et al., 1999).
그림 6은

그림 4에서 다룬 2001년 4월 7일에 발생하였던 초대형 황사 사례에 동

일 기간동안 EP-TOMS 위성의 자외선 밴드를 이용한 AI 산출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에서 황사 영역이 위치한 부분과 동일 영역에 대하여 AI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
로, 황사의 탐지에 있어 자외선 채널을 이용한 AI 가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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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어로솔 모델별(duset dust (실선), moderate absorbing cabon (점선),
weakly absorbing carbon(대쉬)) 고도별 380nm 에어로솔 광학두께와 에어로솔 인
덱스와의 상호 비교 (Image from Hsu et al., 1998).

그림 6. 2001년 4월 7일 EPTOMS 위성자료를 이용한 Aerosol Index 사례
(자료출처: NASA Giovanni DB (https://giovanni.gsfc.nasa.gov))

- 25 -

자연과학(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제24권 제1호 (통권 제38호) 2018. 12.

2.3 가시광선 채널을 이용한 황사탐지 기술

가시광선 채널에서 황사 입자 탐지는 황사 입자에 의한 채널별 반사도 특성을 이용
한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반사도 특성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자 산란 특성을 분석하
는 과정이 필요하며, 입자 산란이론을 적용하여 입자의 수농도 별 개별 산란광의 양
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기중에 황사입자가 증가하면 산란 강도가 입자의
수에 비례하므로 가시광선영역의 반사도 값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따라서 위
성이 관측한 가시광선 채널에서의 복사량(L)은 다음의 식(3)을 이용하여 반사도(   )
값으로 변환하여, 복사전달 이론을 역으로 해석하여 황사 입자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
한다.

∙
   
 ∙ cos  

(3)

여기서  는 태양상수(단위: Wm-2um-1sr-1),   는 태양 천정각이다.   은 대기 중
황사 입자와 대기분자, 그리고 지표면에 의하여 반사된 태양 복사량의 합이며, 식(4)
와 같은 복사전달 방정식을 사용하여 각 요소별 기여도를 해석할 수 있다.

 ∙  ∙   
        
    ∙   

(4)

여기서   ,  ,    는 각각 황사에 의한 반사도, 대기분자산란에 의한 반사도,
그리고 지표반사도이다.  ,  는 각각 지표의 한 지점에서 태양과 위성까지 경로에
대한 대기 투과도이며,   는 대기에 의한 알베도(Hemishperic Albedo)이다. 식(3)으
로부터 실지 관측값이나 경험식을 통하여 다른 항을 제거한 후,   를 얻을 수 있으
며,   은 황사 입자의 수 농도와 광학특성에 관한 함수이다. 황사에 의한 광학적 특
성에 따라 위성이 관측하는   를 이론적으로 모의한 조견표로부터, 황사에 대한 기
여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7은 대기중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요 에어로솔 입자(continental clean(CC),
continental average (CA), continental polluted (CP), urban (UB), desert dust
(DD), maritime clean (MC), maritime polluted (MP))의 광학특성값을 이용하여 모
의된 광학두께별 에어로솔 반사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에어러솔 광학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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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커질수록(즉, 대기중의 부하량이 많아질수록) 위성이 관측하는 반사도 값이 증가
하지만 그 양상은 입자의 광학특성에 따라 변화율이 다른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이
러한 광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된다면,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위성관측값으로부터 황
사에 대한 정보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7. 주요 에어로솔 입자별 광학두께에 따른 반사도 특성값 (a) 파장 670nm, (b)
파장 865nm (image from Lee et al., 2008).

그림 8은 위로부터 청천 대기 조건(2009년 9월 21일), 오염성 연무 발생일(2009년
10월 23일), 황사 발생일(2009년 3월 15일)에 대한 (좌로부터) MODIS 위성 칼라합성
RGB 영상, NASA MODIS 에어로솔 광학두께, 미세입자 분율(Fine Mod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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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F), MODIS Satellite Aerosol Retieval (MSTAR) 에어로솔 광학두께, MSTAR 에
어로솔 타입분류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시광선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
면 구름영역이 없는 청천대기 화소를 대상으로 에어로솔 입자에 대한 강도를 분석하
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에어로솔의 타입별 광학특성을 가정하게 된다. 본 사례에서 청
천 대기조건에서는 에어로솔 광학두께 값이 다소 낮은 값을 보이지만 연무나 황사일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 (약 0.5 이상)을 보이며, 역방향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 적용되면 연무나 황사 영역에 대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좌로부터) MODIS 위성 칼라합성 RGB 영상, NASA MODIS 에어로솔 광학
두께, 미세입자 분율(Fine Mode Fraction; FMF), MSTAR 에어로솔 광학두께,
MSTAR 에어로솔 타입분류결과 (image from Lee and 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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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레이저 관측을 이용한 황사탐지 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황사탐지 기술은 기존의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를 이용한 대기 관측방법과 동일하다. 현재, 위성에 탑재된 라이다는 칼립소
(Cloud-Aerosol
CALIPSO)

위성에

Lidar

and

탑재된

Infrared

라이다인

Pathfinder

Cloud-Aerosol

Satellite
Lidar

Observations;

with

Orthogonal

Polarization (CALIOP)으로서 미국 NASA에서 운영하고 있다. CALIOP은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여 두 개의 파장(1064nm와 532nm)에서 편광된 레이저 빔을 지구로
방사하며, 감지기에서는 지표와 대기에 의하여 위성방향으로 산란된 광 신호를 측정
한다 (Winker et al., 2007).
CALIOP이 제공하는 자료는 CALIPSO 위성의 궤도에 대한 좌표값과 관측시간, 고
도, 온도, 파장별 후방산란계수와 구름/에어로솔 탐지, 에어러솔 소산계수, 에어러솔
광학두께를 포함하는 총 57개의 표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CALIOP 표준 알고리즘
에 의하여 황사와 같은 먼지 입자에 의한 연직분포정보와 광 소산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 광 소산계수는 황사 입자에 의하여 소산되는 빛 에너지의 양을 상대적으로 나
타내는 값으로서 황사입자의 수 농도와 광학특성에 비례한다. 황사 입자의 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값은 커지므로 실제 대기중의 황사의 농도와 관련이 있다.

3. 황사 관측이 가능한 위성센서
원격탐사를 이용한 황사 탐지 기법이 활용가능한 위성 센서에 대한 정리한 리스트
를 표 1에 나열하였다. 황사 관측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공위성 탑재 센
서는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 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GMS),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TOM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Multi-angle

Imaging Spectroradiometer (MISR), 그리고 국내 천리안 위성의 탑재센서인
Meteorological Imager(MI)와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가 있다.
이중 AVHRR과 GMS는 대표적인 기상관측용 인공위성으로서 가시광선, 적외선 채널
을 보유하고 있어 황사 관측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으나, 채널의 개수가 한정적이
고 공간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넓은 단점이 있다. TOMS는 원래 전지구 오존관측을 위
한 자외선 분광센서로서, 황사와 같은 에어로솔 입자의 관측이 가능함이 알려지게 되
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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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의 경우엔 기존의 기상관측위성의 진보된 형태로서 36개의 채널정보를 가지고
약 20년동안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MISR 는 MODIS와 같은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다중 영상센서로서 서로다른 각도별 관측을 통하여 에어로솔의 고도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관측영역이 비교적 협소한 단점이 있다. 최근 발사되고 있는
해양관측용 위성이나 정지궤도 위성은 한 세대 진보된 기능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존
의 위성탑재 센서보다 더울 많은 분광 채널과 상세한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위성 탑재 센서를 이용하는 것도 각각의 센서의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
지만, 개별 센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위성자료를 통합분석
과정을 통하여 상호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즉, 동일 지역을 통과하
거나 관측하는 가시채널-적외채널-자외채널 정보를 모두 확보 가능하다면, 개별 센서
만으로 얻지 못하는 분광정보를 획득가능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가 높은 품질
의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예로서, 그림 9는 2011년 5월 1일 발생한 황
사 사례에 대하여 각 위성센서로 탐지된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황사 탐지에 사용되는 각종 물리량 및 활용가능한 위성센서 목록
탐지 기법

탐지 조건

탐지 결과

   < 0

적외선 채널

  

> 0

자외선 채널

가시광선 채널
레이저

위성센서

화산재/황사

AVHRR,

기상학적 구름

MODIS, 천리안

황사

MI 등

   = 0

AI < 0

활용 가능한

기상학적 구름,
황산화물

AI > 0

황사, 탄소입자

AOT > 0

황사입자의 양

비구형도,

황사입자의 연직 분포,

광소산 계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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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1년 5월 1일 발생한 황사사례에 대한 천리안위성 GOCI 칼라합성영
상,

MI BTD 기법(적외선 채널 기법 적용), MODIS AOT(가시광선 채널 기법 적

용), CALIOP vertical feature mask 황사 탐지(라이다 기법 적용), OMI AI (자외
선 채널 탐지 기법 적용) 결과.

4. 요약 및 결론
지역 대기 중의 사막 먼지 기원의 입자성 물질이 크게 증가하는 황사 현상은 1차적
으로는 가시거리 감소, 인체 유해성 증가, 농작물 피해, 레저산업 저하, 정밀산업 피
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 황사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 사례에서 2002년 3월 21에서 22일 양일간 발생된 황사에 대한 사회적 피해 비
용은 총 17조 3천7백억원으로 보고되었다 (홍종호, 2004). 지상에서 입자의 농도값
위주로 관측되고 있는 황사 관측망은 관측지 주변이 황사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만 황사의 수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피해도 최소화 대비를 위한 정량적인 정
보를 제공하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설명한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황사 감시기술은 발원지에서의 황사 발생단계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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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황사 정보를 입체적/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황사로
인한 시공간적 분포 정보 및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예측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황사 모니터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센서를 이용
한 측정 기술과 센서 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이 조화롭게 개발되는 경우 최적의
결과 산출물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의 가속화되고 있는 융복합적 자료처리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도를 높이려는 연구개발 노력이 동반되는 경우, 오차 범위수준
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며 산출물 생산의 무인화 및 자동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
를 통하여, 사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보다 가시적이고 입체적인 황사 모니터링 자료
및 선제적인 예방대응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황사 모니터링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는 대기과학, 기상학, 물리학, 환경공학, 전자공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융복합 분야 인재양성 및 관련 기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다양한 원격탐사용 센서의 융복합적 자료처리 기
법의 활용은 향후 황사 모니터링에 관한 대응체계 구축 시 정량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안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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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algebra, De Morgan algebra and Kleene algebra.
and

Boolean

We give their properties

their examples.

요약: 이 논문에서는 부울대수, 드모르간 대수와 클리네 대수사이에 관계들을 조사했
다. 그리고 그들의 성질들과 예들을 주었다.
Keywords: Lattices, Boolean algebras, De Morgan algebras, Kleene algebras

1. Introduction
Boolean algebra and De Morgan algebra are
logic.

It

algebraic structures for

is an important mathematical tool for algebraic structure of

fuzzy contexts and the model of computing with words, pattern recognition
and data base theory. Recently, they have been developed in many points
of views as closure operators, lattice and Kleene algebra.
In this paper, we show that a commutative, idempotent monoid is a
lattice and conversely, a lattice is
1)

a commutative, idempotent monoid. We

Corresponding Author. E-mail: yck@gwnu.ac.kr, Tel: +82-33-640-2270

- 35 -

자연과학(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제24권 제1호 (통권 제38호) 2018. 12.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Kleene algebra.

Boolean algebra, De Morgan algebra and

We give their properties and their examples.

2. Preliminaries
Definition 2.1.

Let  be a set. A preorder on  is a binary relation ≤

which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1) reflexive if  ≤  for all
(2) transitive

∈  

if  ≤  ,  ≤  , then  ≤ 

A preorder is called a partial order if it satisfies
(3) antisymmetric if  ≤  ,  ≤  , then   
A partially ordered set is a pair  ≤ where  is a set and ≤ is a partial
order.

A partially ordered set

 ≤ is called a chain if either

 ≤  or

 ≤  for each ∈  

Example 2.2. (1) Let    be a collection of all subsets of X. Then    ⊂
is a partially ordered set but not a chain.
(2) The unit interval    ≤ is a chain.
Definition 2.3. A partially ordered set

 ≤ is called a join semi-lattice

(resp. meet semi-lattice) if every pair {a,b} of X has sup{a,b}=∨ (resp.
inf{a,b}=∧)
in X.

A partially ordered set

 ≤ is called a lattice if it has a join

semi-lattice and meet semi-lattice.
Example 2.4.
Definition 2.5.

   ⊂ and    ≤ are lattices.
A pair

 ∘ is called an idempotent monoid if it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all
(1)
(2)

∈  

 ∘    (idempotent)
 ∘  ∘    ∘  ∘  , (associative).

An idempotent monoid  ∘ is called commutative if it satisfies
(3)

 ∘    ∘  , for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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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2.6.

Let  ∧≤ be a lattice. A map    →  is called a

closure operator if it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c1)

 ≤  for all

∈  

(c2) if  ≤  ,   ≤  
(c3)

    

3. Boolean algebras and De Morgan algebras
Theorem 3.1.

Let

 ∘ be an idempotent monoid. Define  ∘ iff

 ∘ .

Then (a)  ∘ is a preorder on X.
(b) If  ∘ is commutative, then

 ≤ is

a join semi-lattice.

Proof. (a) (1) (reflexive) Since  ∘    , then  ≤  .
if  ≤  ,  ≤  , then

(2) (transitive)

 ∘   ,

 ∘    It implies

   ∘    ∘   ∘    ∘  ∘     ∘  .

Hence  ∘ is a preorder on X.
(b) Let  ∘ be commutative. Then it is anti-symmetric. If  ≤  ,  ≤  ,
then

 ∘   ,

 ∘   

Thus

   ∘    ∘   

Hence

it

is

anti-symmetric.
Since

We show that sup{a,b}=∨.
 ≤  ∘  Similarly  ≤  ∘ 

 ∘  ∘    ∘  ∘    ∘  ,

then

If  ≤  ,  ≤  , then

 ∘  ∘    ∘  ∘    ∘   

Hence sup{a,b}=∨.

Example 3.2.

For each    ∈  ,
Since







a a 
(1) Let       a∈R be a collection of matrices.
a a 

≤

iff

   

           , then  ≤ is a preordered set, but not

partially ordered set because  ≠  
(2) Let ∨∧  be a

lattice and F={ ∈     |   →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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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ure operator }.
For

each



∈ 

   

but

 ∘  ∘     ∘   ∘ 


 ∘  ∈

because



   ∘  ∘  ∘     ≠  ∘      











if


 if
    


 if


  i f

from:







  ≤ 




  ≤ 




   ≤ 

  



if


 if
     


 if


 i f


  ≤ 




  ≤ 




   ≤ 

  

Then ≤ is not a preordered set.
Theorem 3.3. If  ∨∧  be a

lattice, then  ∨∧  and  ∨∧  are

comutative, idempotent monoids which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 for
all ∈  ,

∨ ∧  

∧ ∨  

Proof. For all ∈  , since
Since

 ≤ ∨ ∨

 ≤ ∨ ∨

 ≤ ∨ ∨

∨ ≤ ∨ ∨

∨∨ ≤ ∨ ∨ Similarly, ∨∨ ≥ ∨ ∨

It is trivial ∨ ∧ ≥  Since

∨ ∧ ≤ ∨   ∨ ∧  

Other cases are easily proved.
Theorem

3.4.

Let

 ∗∘

satisfying: for all ∈  ,

a

 ∘    iff

 ∘    , then  ∗    ∘  ∗    If

Define
Since

 ≤  iff

 ∘    iff

 ∗  ∘   

Definition 3.5.

idempotent

monoid

 ∘  ∗   
 ∗   
 ∗    , then  ∘    ∘  ∗   

 ∗    By Theorem 3.1, sup{a,b}= ∨ .

 ∗  ∘    , then

If  ≤  and  ≤  , then

commutative,

 ∗  ∘   

Proof. First, we show that
If

be

 ∘  ≤ 

 ∘  ≤ .

 ∘  ∘    ∘  ∘    ∘    Hence

inf{a,b}=  ∘  .

A lattice  ∨∧  is called:

(1) bounded lattice if there exists ∈  with ∨   for all ∈  ,
and there exists ∈  with ∧   for all ∈  .
(2) complemented lattice if it is bounded and for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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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exists ∈  with ∨   and ∧   .
(3) distributive lattice if for all ∈  ,
∨ ∧  ∨∧ ∨ and ∧ ∨  ∧∨ ∧ .

(4) complete lattice if every subset T of X has both a sup and an inf.
A bounded distributive complemented lattice is called a Boolean algebra.
Lemma 3.6. Let

 ∨∧ 

be a lattice.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equivalent: for all ∈  ,
(1)

∧∨ ∧  ∧ ∨

(2)

∨∧ ∨  ∨ ∧

(3)

∨∧ ≤ ∨ ∧

Proof. (1) ⇒ (2) By (1),

put

  ∨    

∧ ∨  ∨ ∧ ∨   ∨ ∧ ∨ ∨ ∧ 
 ∨ ∨ ∧   ∨ ∧ ∨ ∧ 
 ∨ ∧ ∨ ∧   ∨ ∧ 

(2) ⇒ (1) By (2), put

  ∧     It is similarly proved as (1) ⇒ (2).

(2) ⇒ (3) By (2),
∨∧ ≤ ∨∧ ∨  ∨ ∧

(3) ⇒ (2) By (3), put

      ∨

∨ ∧ ∨  ≤ ∨ ∧ ∨   ∨ ∨ ∧ 
≤ ∨ ∨ ∧   ∨ ∧ 

Since ∨ ∧  ≤ ∨

∨ ∧  ≤ ∨
∨ ∧  ≤ ∨ ∧ ∨ 

Exampe 3.7.

Every chain  ≤∨∧  is distributive lattice. From Lemma

3.6,
we only show that ∨∧ ≤ ∨ ∧ for all ∈  .
If  ≤  ,

then ∨∧  ∧ ≤ ∨ ∧

If  ≤  ,

then ∨∧ ≤ ∨ ∧  ∨

If  ≤  ,

then ∨∧   ≤ ∨ ∧

If  ≤   ≤  or

b ≤ c

If  ≤   ≥  and b ≥ c

by (1) and (2), then ∨∧   ≤ ∨ ∧
then ∨∧ ≤ ∨ ∧

Other cases are similarly 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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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e 3.8. (1)   ⊂ is a Boolean algebra.
(2) The interval [0,1] is a complete lattice, and so is   ⊂ .
(3) The interval (0,1] is not a complete lattice.
(4) The lattice ∨∧ 

is bounded lattice. It is not complement.

Theorem 3.9. In a bounded distributive lattice X, if an element has a
complement, then it is unique.
Proof.

 be complement elements of a.

Let

∧  ∧ ∨  ∧∨ ∧  ∧
∧  ∧ ∨  ∧∨ ∧  ∧

Hence   
Exampe 3.10.

Let   abc is a complemented lattice as

∧  ∧  ∧   ,

∨  ∨  ∨  

Then X is not a Boolean algebra because
  ∨∧ ≠ ∧∨ ∧  

Furthermore,

 be complement elements of a.

Definition 3.11. Let  ∨∧ be a bounded lattice. A map    → 
is

called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if

it

satisfies

the

conditions:
(1)

  

(2)

If  ≤  ,

(3)

   
 ≥ 

  

Exampe 3.12.
Then 
(1)

  

(2) since
(3)

is

Define   →  as

  
     ≠     .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from:
   

   


  

 
  

is

an order-reve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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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3.13. If 

is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the equations

∨    ∧  

∧   ∨ 

are called the De Morgan laws.
Theorem 3.14. Let  ∨∧  be a Boolean algebra. Define    → 
by

 is called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Since  ∨∧  is a Boolean algebra, by Theorem 3.9, every

Proof.
element 
(1)

Then

   

has

  

an unique complement element  . Hence  is well defined

   

(2) Let  ≤  Then
    ∧   ∧  ∨    ∧  ∨  ∧ 
≤  ∧  ∨  ∧    ∧ 

It follows
(3)

    ∧  iff

     ≤     

Since

         ∧    ∧  ∨    ∧  ∨   ∧     ∧
         ∨    ∨  ∧    ∨  ∧   ∨     ∨

then      ≤   ≤      Hence    
Exampe 3.15.

Let   abc is a complemented lattice as

∧  ∧  ∧   ,

Then

∨  ∨  ∨  

 be complement elements of a. Hence     

involution because    
Definition 3.16.
algebra if    → 

   

 is not

   

A bounded lattice  ∨∧ is called a De Morgan
is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satisfying De Morgan

laws.
A De Morgan algebra that satisfies ∧  ≤ ∨   for each ∈  is
called a Kleene algebra.
Theorem 3.17. Every

Boolean algebra.  ∨∧  be a De Morgan

algebra.
Proof.
Since

From Theorem 3.14,

    is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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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then

From Theorem 3.9,
Example 3.18. Since

∧  ∨ Similarly,

∧∧ ∨    .

∨  ∧

Boolean algebra.  ∨∧  is a De Morgan algebra

and   ∧   ≤ ∨    then it is a Kleene algebra.
Theorem 3.19. Let  ∨∧  be a lattice and let
    xy∈X × X  x ≤ y

Define

 ∧    ∧∧ 

 ∨    ∨∨ 

(1) If  ∨∧ is bounded, then    ∨∧ is bounded.
(2) If  ∨∧ has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then    ∨∧ has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defined as         
(3) If  ∨∧  is a De Morgan algebra, then    ∨∧ a De Morgan
algebra.
Proof.
(2)

(1) It follows from

    

 ∨     

∧     

     

If    ≤     then          ≥          
        ≡      

(3)

 ∧    ∧∧   ∧ ∧ 
   ∨  ∨    ∨       ∨ 

Example

3.20.

Let

  ∪∩ ∅  

be

a

Boolean

algebra.

For

   ∈       ≠       does not have a complement since
   ∪         

   ∩      ∅∅  implies     ∅

  

It is a contradiction. Hence     ∪∩ ∅∅     is not a Boolean
algebra.

Example 3.21. Let    ∨∧ be a lattice with          .
Then   ∨∧ is a De Morgan algebra but not a Kleene algebra
becau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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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mpe 3.22.

Define   →  as

  
     ≠     .
  

Then ∨∧ is a Kleene algebra from (1) and (2):
(1) If   


∧   ≤  ≤ ∨ 

  

(2) If        , then
  

  
 ± 
    It implies


  
  
∧  ≤  ≤ ∨   o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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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a model problem for bifurcation of
the 2D elliptic type differential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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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7,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a model problem for the bifurcation of

the 2D elliptic type differential equation. The dependency of the solution on
the eigen parameter and its regularity will be shown.
요약: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타원형 방정식의 분기에 관한 모형 문제를 분석한다. 해
의 고유 매개변수에 대한 의존도와 그 정칙성을 보인다.
Keywords: bifurcation of the elliptic type differential equation, regular point,
monotone iteration method

1. Introduction
Bifurcation often arises from eigenvalue problems modelled by nonlinear
equation. It can be applied to numerous differential boundary value
problems ([2], [4]).
The general model problem can be casted into the parameter dependent
form

of

finding

∊ℝ

and

∊

such

that

     ,

where

  ℝ×  →  is a nonlinear mapping, and  and  are real Banach
spaces.

The traditional definition for the bifurcation theory can be typified

to be a study of the branching of solutions of nonlinear equations

     , where  is a nonlinear operator,  is a parameter and  the
1) Corresponding Author. E-mail: hongchul@gwnu.ac.kr, Tel: +82-33-64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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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vector. It is of particular interest in bifurcation theory to study
how the solution vectors      and their multiplicities change as  varies
([6]).
We will examine a model problem for a nonlinear boundary value
problem of the elliptic type for the bifurcation.
Let  be a bounded domain in ℝ . We consider the nonlinear bifurcation
problem of the form
 ∆        in ,
   on .
Since    on , we can take a solution space     and for

    , the framework


ℝ×      
where  is a bounded linear transformation from  into  .
Set up   ℝ×  →  such that

          
Then, the weak formulation for the bifurcation problem is given as follows:
Given nonlinear     ∊  , find  ∊  such that

 ∇⋅∇         ∀ ∊  ,




that is to say, find  ∊  satisfying

            
where  maps   onto the solution  ∊  . Assuming     , we
define    to be a regular point of  provided that the Fréchet derivative

      →  is an isomorphism.

2. Analysis of a 2D model problem for the bifurcation
For a model problem, we will consider the case of        , so that
 △   in  with    on .
Then

with

   △  with the hom  ,

formulation can be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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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ind  ∊  satisfying

         .
 is a compact operator from    into  ∩ 
. We

Obviously,

  in order to basically
shall modify the solution space to be    ∩ 
apply the maximum principle for the Laplace operator.
This can be actually regarded as a nonlinear eigenvalue problem.
Throughout this study, we shall show that the solution of (P) quite depends
on the parameter  and the existence of the regular point. This model is
provided

as

a

numerical

experimental

example

for

the

bifurcation

approximation in [3]. We will analyze the model problem in the theoretical
aspects by supplementing minute details. The existence of the solution, the
dependency of the solution to the eigen parameter and the regularity will
be explicitly shown.
We will denote     to be the bounded linear transformations from 
into  , and    whenever    for simplicity.
Theorem 2.1. If  ≤ , (P) has an unique solution    and     is a
regular point of     . Moreover,  ∊ ℝ →    ∊  is  ∞ .

Proof. Consider the functional    → ℝ

  

 ∇     




for a fixed  ∊ ℝ . Set



defined by




i nf
  .
∊

Since  ≤ ,    ≤   . So, we can choose a minimizing sequence

⊂  , which satisfies

 ≤  and    ≤    .

We shall show the followings step by step.
step 1 :
unique

 is a Cauchy sequence in , so that there exists a
→∞
 ∊  such that  .

step 2 :  is the unique solution of (P).
step 3 :   is a regular point of    , and  ∊  ∞ 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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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Note that

      





∇  







∇   







    



  .



Using parallelogram law, we have




∇  ∥   ∥∇  ∥ ,
∥∇∥  ∥∇∥  
∥









where ∥⋅∥ denotes the   norm on .
Since  is convex, it is followed that
  





 
 
≤       .



Consequently, from





 ∇  






 

 ∇     ∇















       

   


 ∇  













   

   



  
          








 







 





  
∇


   



  









 ,



we obtain



Let

 





 









≤  
∇    ≤        

 





 ∇ 

denote the semi-norm. Then via Friedrich’s



inequality, ⋅ is a norm on   which is equivalent to ∥⋅∥ .
Thus,

 is a Cauchy sequence in  and hence there exists  ∊ 

→∞
such that  in .
step 2 : Since  ≤ , it is obviously followed that  ≤ .
Hence





 ≤    . S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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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it follows that      

i nf
  .
 ∊  

Let us show that  is a solution of the problem (P).
Since    ≤     ∀ ∊ ∞   ∊ ℝ, and        is  ∞ -function,
       is the minimal point, so that

  ′       │    


 ∇⋅∇    .






Since ∞  is dense in  , it is followed that

 ∇⋅∇       ∀ ∊  









So,  is a solution of (P).
Next, to show that the solution of (P) is unique, it is sufficient to show
that

       for every nonzero  ∊  . So,  is the unique minimum

of the functional  , which corresponds to the unique solution of      .
Using      ≥ , we have

     

 ∇      












 ∇    ∇⋅∇    ∇    








   



 ∇     














     



   .
step 3 : For the sake of brevity, let us denote  ≡  . In the framework of
exp

  
     ∩ 
       ,
we have

          .
Then,

since

 ≤ ,

exp ∊   

and

 ∊    , which is compact,

   ∊    is a compact operator.
Since  is dense in , we can extend  to  ∊  , which is also
compact. So, the domain of  is      One can easily show that 
is a positive symmetric operator. Therefore     is a compact, positive
self-adjoint operator. Hence, the spectrum of  is        is dis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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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s contained in ℝ . Note that the nullspace      .
However, since  ≤ , we only have     . Hence  is injective.
Also, since     by the existence of the solution ,  is surjective.
Thus, we can conclude that  is an isomorphism on  . Hence,


′               .
So, we have  ∊  ℝ   .
Repeating

the

same

argument,

one

can

derive

 ∊  ∞ℝ  .

◼
Theorem 2.2. There exists    such that
(1) for    , (P) has no solution, and
(2) for  ≤    , (P) has a positive minimal solution  .
Proof. (1) Assume that   ∊ ℝ ×  is a solution of      . Then,

 ∇⋅∇       ∀ ∊  









If   , by taking   , we have

 ∇   .




obtain   . If   , by taking   , we have

But since   , we

 ∇⋅∇   ,

so that



 △   in .

Then since   , we obtain      ∀ ∊  by using the

maximum principle. Let   be the minimal eigenpair of the Laplace
operator satisfying

 ∆   oni n


so that

 ∇⋅∇       ∀ ∊  









Then    and  can be chosen positively in . Since   , it is followed
that

  ≤      ∇⋅∇    ,














This implies that  ≤  . Simply put, if    ∊ ℝ ×  is a solution of

     , then  ≤  . H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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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p  ∊ ℝ        has a solution
exists and  ≤     ∞.
Therefore, there exists  such that if    , (P) has no solution.
(2) Let us suppose      . We may use the monotone iteration method
to

find

out

a

minimal

solution.

Let

us

first

show

that

   →    ∩ 
 is monotone increasing and compact operator.
Note that     if and only if

     ∇⋅∇ ∀ ∊  .







Let    ≥ . Putting       ,

       ∇⋅∇ ∀ ∊  




⇒








 ∆ ≥ .

Since    on ,        ≥  is obtained by applying the minimum
principle. Therefore  ∘exp is increasing and compact. By definition of  ,
 
  ∊ ℝ×  such that  ≤ 
 
≤  and  
  . We now set
there exists 

 








     

and for      ⋯


      ,



       .

We claim that

   ≤  ≤  ≤⋯≤  ≤⋯≤ 
  ≤⋯≤ 
  ≤ 




by step by step.
(i)






≤




 ,

is a decreasing sequence:

  is dense in   , we assume 
  and
∊    ∩ 
Since   ∩ 
 is a solution of
 
extend its result to    by using the denseness. 

     . So, we have

 ∇



⋅∇ 



 ∇⋅∇      





     
Note that 





 ∀ ∊  

is equivalent to

 ∇












⋅∇  







 ∀ ∊ 

 , it is followed that
Taking  ≥ , then s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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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o, we have








 



   



⋅∇≤ 

 ∇



⋅∇ 




in , so that  ∆








≤ 

in 





   
    on . Applying the maximum principle, 
 
 ≤  in
with 


, so that 
 ≤
 . Since  ∘exp is increasing and   ,
 

    


 

So, recursively, we obtain




≤



 

    


is a decreasing sequence in  ∩ 

and hence in   .
(ii)

 

is an increasing sequence:





Since        ≥    in , we have       ≥       ,




so that  ≥  . The other is a recursive result.



(iii)  ≤ 




for each :


 ≤  ≤ 


Since

 ≤ 






,



   ≤ 





,

so

 ≤ 



that



,

and

recursively,

.

Hence

 ⊂    

Since



is

 .
is a bounded sequence in  

compact

subsequence

from
of

 

 ,



 ∩  
, there exists a

   into
which

converges

to

an

element

  with  ≤ 
 ∊  ∩ 
.
Hence,


  

 

lim    lim   lim     lim       .

 →∞ 

 →∞ 



 →∞



 →∞

So,   is a solution of     . Let   be another solution of

    . Then setting 
So,





is

 , we get  ≤ .
a

minimal

solution.

◼
Theorem 2.3. The mapping       →  ↦   is  ∞ and     is
a regular point o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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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Let us first show that    is strictly increasing on   .

     and    and considering
Let  ≤      . Taking 



 


                 ⋯



then as in the proof of theorem 2.2,  →    is the minimal solution of



(P) and     



   . Since   is increasing, there exists   and

   and are solutions of     . Since    is the minimal solution,
      , which implies    is left continuous on   .
Now, consider the operator      →  defined by

      ∊  .
Introduce

   ∊            ∀ ∊   ≠,
where    

 ∇⋅∇  is the inner product in  .





Let us show that  ∊  ∞  and     is a regular point of (P).



Since  is increasing and       

  ≥ ,  is a subinterval

  



of   . Clearly  ∊  . Since    where  is the smallest eigenvalue of
the compact operator       over  ,      is injective. Moreover,

∥  ∥  over  ∊  by the definition of  . So,       is also a
bounded linear operator on  . Hence      is an isomorphism from 
onto itself for all  ∊  . Note that

         
So,    is a regular point of (P).
Since      and           ≠, by the implicit function theorem
there exists    and  ∞ function
         →  ↦ 
such that      ∀ ∊        and       .
Now, consider  ∊      . Since    is the minimal solution of (P) and
  is also a solution of (P), we have
       ≤   ≤   ∀ ∊      ,
which proves that       . Therefore    is continuous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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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n fact, for each  ∊ 
     ∀ ∊        .
Hence   ↦   belongs to  ∞ .
Finally, we need to show that     .
  ∉  and
Suppose  is a proper subset of   . Then we can take 
 ∊    ≠ such that

   
        
   ≤  
Applying the maximum principle,     in  for all  ∊     , so that

  is a compact operator on  that is positive.
Hence by Krein-Rutman theorem([3]), there exists  ∊      on  and
positive spectral radius  such that

    with  

max     

∊ 
  

Then   . Let us consider the function    defined by
     
Since         , for    we have

                    







          .


Taking    small so that          on ,

                     
Since   is a positive operator in this case, applying the monotone
iteration method over      , we obtain  ∊  such that
 →  and        ≤  ≤   


However, since    is the minimal solution of      and since  is
also a solution less than   , we reach the contradiction to the minimality.
Hence,

we

have

proven

that

◼
Theorem 2.4. For    there exists  ∊  suc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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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 

However,    is not a regular point of     .
Proof. We first claim that





  ∞ ∀ ∊   



Then since  is an increasing function of  in   ,  converges to
 in    as → .
Hence   →    as → . Then from        , it is followed
that    →  ∊  . As → ,

∥    ∥ ≤ ∥   ∥  ∥      ∥ →  .







So, we have     , and hence     .

But    is not a regular point of (P) since (P) has no solution for    .
This proves the theorem.
It remains to prove the claim.
By theorem 2.3,

   ∊            ∀ ∊   ≠   .
Hence for  ∊   , we can infer that





 

  ≤



 ∇  ∀ ∊  

(1)





Note that since      , it holds that





 





 ∇⋅∇ ∀ ∊  

(2)






For notation conveniences, let us set            and     .
Then it is obvious that  and  belongs to  . Plugging  and  into (1)
and (2), we obtain

  










   ≤ 


  ∇     ∇⋅ ∇      










since ∇  ∇. Consequently, we have

  




     ≤ .



Now, we set

   ∊      a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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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we can easily show      ≥   . Then

≥

  




     



≥

  


  





    




      










 



So, we have





 





 





≤













  


  





     



   




   



Note that for  ∊  ,
     ≤

max
      ≤  
≤≤

Hence,





 ≤



where

 

 

  ≤    




is

the

measure

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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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과 완전그래프의 강적의 2-채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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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2-chromatic number of a graph      is the maximum
span of the integer valued function  on  such that    and    are
distinct for any   ∈  satifying dist   ≦2.

In this paper, we determine

the 2-chromatic number of the strong product  ⊠ of a cycle  and a
complete graph  .

요약: 주어진 그래프의 2-채색수는 거리가 2 이하인 두 꼭지점에 다른 색을 칠할 때
필요한 최소의 색깔의 수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순환  과 완전그래프  의 강적

 ⊠ 의 2-채색수  ⊠  를 구하였다.
Keywords: 2-chromatic number, strong product, cycle, complete graph

1. Introduction
A 2-distance coloring of a graph      is the integer value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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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uch that

  ≠   for any   ∈ 

with dist   ≦2. The

smallest number of colors used for 2-distance coloring of  is called the
2-chromatic number    of  . The distance coloring is not only the
generalization of the graph coloring but also graph labeling problem
motivated by Hale [4].
In

a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the

frequency

assignment

problem(FAP), or channel assignment problem(CAP) is an assignment of a
channel to each transmitter in the wireless system. The channels assigned
to transmitters must satisfy certain distance conditions

to avoid the

interference existing between two nearby transmitters. Because of the huge
increasing

of demand calls in the nowadays wireless network system, we

have to find a subtle and reasonable assignment solution to minimize the
range of channels used.
The origin of the mathematical model for the FAP was proposed by Griggs
and Yeh[3]. Let      be a graph and   nonnegative integers. An

   labeling is a function    → which satisfies that       ≥  for
  ∈  with

dist     and

      ≥  for   ∈  with

dist    .

The   -labeling number    for  is the minimum span among all

  -labeling of .
From the survey papers[1, 2, 5] we can find plenty of results concerning
the 2-distance labeling, or   -labelings of various classes of graphs
including the   -labeling and the    -labeling.
The strong product ⊠ of two graphs      and      is

  such that 
  ⨯ and
 
defined by 



        

 





   or ∈ and    or  ∈
.
   ≠   



Thus  ⊠     such that       ≦  ≦     ≦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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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gure 1. Example  ⊠
In this paper, we determine the 2-chromatic number of the strong product

 ⊠ of a cycle  and a complete graph  .

2. Main Theorem
Theorem 1. If   ≧  then we have
(1)

  ⊠    if  is a multiple of 3, and

(2)

  ⊠      if either ≡ mod   and  ≧    or ≡ mod  

and  ≧   .

Proof. For each ∈ and ∈ ,     denotes the residue of  modulo .
We define    →          →   such that
     
    

      i f  ≦  ≦ 
      i f    ≦  ≦   



    



and
      i f  ≦  ≦   

      i f   ≦  ≦  

Table 1 shows an arrangement of the vertices of  ⊠ . Table 2 and 3
represents

two

patterns

of

2-distance

colorings.

They

are

actually

2-distance colorings when ≡ mod   and      respectively. Also  
and  are all combinations of these two patters. We want to show that


and



are

2-distance

colo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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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   with  ≧    and ≡ mod   with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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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ertice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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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2-distance coloring  of  ⊠ when ≡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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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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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2-distance coloring  of    ⊠
Suppose ≡ mod  . Let     and     be two distinct vertices
of  ⊠ . We may assume that  ≦  and    when    . We can see
if  and  are at distance at most two apart, then  ≦    ≦  when it is
considered by modulo . For example,   and  are at distance 2
apart since         modulo . If  ≦  ≦  ≦   , then since
                    ≦        
we have          ≠         . If    ≦  ≦    and
 ≦  ≦ , then since  is a multiple of 3,             .
Since
                          
we have          ≠                 .
Thus  is a 2-distance coloring of  ⊠ , and hence   ⊠  ≦ .
Suppose ≡ mod  . Let      and      be two distinct vertices
of  ⊠ such that  ≦  and    when    . Assume tha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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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t

distance

at

most

two

apart.

If

then

       ,

since

 ≦       ≦ ,
 ≦           for all  ≦   . Since               
  and                 , we have
                            .
If

then

 ≦  ≦  ≦   ,

since

           

we

have

           ≠           . If    ≦  ≦  ≦   , then
since                   we have
            ≠            .
If

and

   ≦  ≦   

 ≦  ≦ ,

then

since

≡ mod  

and

 ≦     ,
                         .
Since                  we have
            ≠              .
Thus



is

a

2-distance

coloring

of

 ⊠ ,

and

hence

  ⊠  ≦   .
Suppose ≡mod . Let      and      be two distinct vertices
of  ⊠ such that  ≦  and    when    . Assume that  and 
are

at

distance

at

 ≦      

most
for

two
all

apart.

If

 ≦  ,

       ,

then

since

              

and                  . Thus
                            .
If

 ≦  ≦  ≦   ,

then

since

           

we

have

         ≠        . If   ≦  ≦  ≦  , then
since                   we have
            ≠            .
If

  ≦  ≦  

and

 ≦  ≦ ,

then

since

≡ mod  

 ≦     ,
                         .
Since             w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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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us

is



a

2-distance

coloring

of

 ⊠ ,

and

hence

  ⊠  ≦   .
Conversely, suppose that   ⊠  ≦ . Let  be a 2-distance coloring
of  ⊠ with  ≦  colors. Let        ≦  ≦   . For each ,
since



is

a

2-distance

coloring,

and

  

∩    ∩    ∩  ∅ Thus ∪ ∪        Note that
   and    are sums modulo . It follows that  ≧ , and hence
  ⊠  ≧ . Therefore

  ⊠    if ≡ mod  .

Suppose ≡mod. Then there are  ≧  such that    . Since

∪∪  ∪∪      
we have    . Similarly,    ⋯  . This is a contradiction since a
vertex in  is at distance at most two apart from a vertex in  . Hence
  ⊠  ≧   .

Therefore   ⊠      if either ≡ mod  

and  ≧    or ≡ mod   and  ≧   .

□

3. References
[1] T. Calamoneri, The L(h, k)-labeling problem: A survey and annotated
bibliography Comp. J. 49, 585–-608 (2006).
[2] T. Calamoneri, The L(h, k)-Labelling Problem: An Updated Survey and
Annotated Bibliography, Comp. J. 54, 1344–-1371 (2011).
[3] J. R. Griggs and R. K. Yeh, Labeling graphs with acondition at distance
two, SIAM J. Discrete Math. 5, 586–-595 (1992).
[4] W. K. Hale, Frequency assignment: theory and application, Proc. IEEE
68, 1497–-1514 (1980).
[5] R. K. Yeh, A survey on labeling graphs with a condition two, Discrete
Math. 306, 1217–-1231 (2006).

- 63 -

자연과학(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제24권 제1호 (통권 제38호)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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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some

properties

of

fuzzy

power

structures. For some known properties of fuzzy power structures, we give
elementary proofs that only use basic techniques for beginners.
Keywords: Residuated lattice, Fuzzy power structure

1. Introduction
H. Lai and D. Zhang (2010) investigated some properties of fuzzy power
structures. In [H. Lai, D. Zhang (2010)], some results are stated without
proofs as easy facts and the proofs of some results is two concise (to the
author). In this paper, we give elementary proofs of those results and give
more detailed proofs

of the results that have been concisely proved in [H.

Lai, D. Zhang (2010)] for beginners.

1)Corresponding Author: E-mail: jumokoh@gwnu.ac.kr, Tel:+82-33-64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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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me properties of fuzzy power structures
Definition

2.1.

[R.

Belohlavek

(2002),

E.

Turunen

(1999)]

An

algebra

 ∧ ∨ ⊙ →    is called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if
(1)  ∧ ∨    is a complete lattice with the least element  and the
greatest element ;
(2)

 ⊙   is a commutative monoid (that is., ⊙ is commutative,

associated and ⊙   for all ∈ );
(3) ⊙ ≤  if and only if  ≤ → for all   ∈ (that is., ⊙ and →
form adjoint pair).
Throughout this paper, we always assume that    ∧ ∨ ⊙ →    is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Definition 2.2. [R. Belohlavek (2002)] Let    × → be a fuzzy relation on
a set  .
(1)  is reflexive if       for all ∈ .
(2)  is symmetric if          for all  ∈ .
(3)  is transitive if    ⊙    ≤     for all   ∈ .
(4)  is a fuzzy preorder on  if  is reflexive and transitive.
(5)  is a fuzzy equivalence on  if  is reflexive, symmetric and
transitive.
Elementary properties of complete residuated lattices are collected from
[R. Belohlavek (2002)] as follows.
Lemma 2.3. [R. Belohlavek (2002)] Let    ∧ ∨ ⊙ →    be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Let   ∈  . Then the following hold.
(1) →   ;
(2) →   ;
(3) ⊙ →  ≤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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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6) →

∧  ∧→ .








Definition 2.4. [H. Lai, D. Zhang (2010)] Let    × → be a fuzzy relation
from  to  .
Define      × → by      
Define      × → by     


∧  →  .


∈



∧   →   .
∈







Let    × → by          .

The following lemma is stated in [H. Lai, D. Zhang (2010)] without a proof.
We give its elementary proof.
Proposition 2.5. [H. Lai, D. Zhang (2010)] Let    × → be a fuzzy
relation from  to  . Then the following hold.
(1)    is the biggest fuzzy relation  on  such that  ∘  ≤  .
(2)    is the biggest fuzzy relation 

on  such that  ∘  ≤  .



(3)        .

Proof. (1) Note that

∨ ⊙   
 ∨   ⊙∧    →    
≤ ∨   ⊙    →   
≤ ∨   

 ∘      

∈

∈

∈

∈
∈

    
Thus  ∘    ≤  .

Let ∈

 ×

such that  ∘  ≤  .

Claim:  ≤    . Note that

- 66 -





오주목 : 퍼지 멱구조의 성질들에 대한 초등 증명들

    ≤      

∧  →  


∈



⇔    ≤    →    for  ∈
⇔   ⊙    ≤     for  ∈
Note that

    ≥  ∘     by the assumption

   ⊙   

∨
∈

≥    ⊙   
(2) Note that

∨ ⊙  
 ∨∧   →   ⊙   


≤ ∨    →   ⊙    
≤ ∨        

   ∘     

∈



∈ ∈



∈
∈

Thus    ∘  ≤  .

Let ∈

 ×

such that  ∘  ≤  . Note that

    ≤      

∧   →   


∈



⇔    ≤    →    for all ∈
⇔   ⊙    ≤     for all ∈
Note that

    ≥  ∘     by the assumption

   ⊙   

∨
∈

≥     ⊙   
(3 ) Note that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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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2.6.

[H.

Lai,

D.

Zhang

(2010)]

Let

∈  ×  .

Define

          ∧      .

Proposition 2.7.

(1) Let ∈

 ×

. Then

     

∧  →  
∈

(2)    is a fuzzy equivalence relation on  and    is the biggest
symmetric fuzzy relation  on  such that  ∘  ≤  .
Proof.

(1) Note that

          ∧     
   →   ∧    


∧
 ∧   →   ∧∧   →   
 ∧∧   →   ∧    →   
 ∧   →   ∧    →   
 ∧   →   
∈
∈

∈

∈ ∈
∈
∈

(2) Claim 1:    is a fuzzy equivalence relation on  .
(a)    is reflexive. Note that

∧  ↔  
 ∧
by Lemma

     

∈
∈

 
(b)    is symmetric. Note that

∧  ↔  
 ∧   ↔   

     

∈
∈

     
(c)    is transitive. Not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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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by Lemma  
≤

by Lemma   

∈ ∈
∈
∈

     
Claim 2:    is a symmetric fuzzy relation on  such that  ∘  ≤  .
Note that

∨ ⊙  
 ∨   ⊙∧   ↔   
≤ ∨   ⊙    →   
≤ ∨        

 ∘      

∈
∈

∈

∈
∈

Thus  ∘    ≤  .
Let  be a symmetric fuzzy relation on  such that  ∘  ≤  . Then

         . Note that
    ≤      

∧  ↔  
∈

⇔    ≤    ↔    for all ∈
⇔       ≤    →    for all ∈
      ≤    →    for all ∈

and

Since  is symmetric, it is equivalent that

    ≤    →    for all ∈
⇔   ⊙    ≤     for all ∈
Note that

    ≥  ∘    

   ⊙   

∨
∈

≥    ⊙   


Lemma 2.8. [R. Belohlavek (2002)] Let    ∈ . Then the following hold.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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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3)       if and only if  ⊆ .
Definition 2.9. [H. Lai, D. Zhang (2010)]
Let    and    be preordered sets. A function     →    is

 -order preserving if     ≤        for all  ∈ .

Lemma 2.10. [R. Belohlavek (2002)] Let    ∧ ∨ ⊙ →    is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Then → is a fuzzy preorder on  .
Proof.

It follows by Lemma 2.3 (1) and (5).

Lemma 2.11. [H. Lai, D. Zhang (2010)] Let  be a fuzzy preorder on  .
Then 



is a fuzzy preorder on  .

  is reflexive because            . Note that

Proof.

 ⊙      ⊙        ⊙   
≤     since  is transitive
  
Hence 



is transitive.

Definition 2.12. [H. Lai, D. Zhang (2007)] (1) An  -order preserving function

    →  →  is called an upper fuzzy subset of    . That is,

    ≤   →   .

(2) An  -order preserving function     →  →  is called a lower

fuzzy

subset

of

   .

That

is,

    ≤   →  ,

that

is,

    ≤   →   .
The following is stated in [H. Lai, D. Zhang (2010)] as a special case of the
well-known Yoneda lemma ([G. M. Kelly (1982)]) in enriched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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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We give its direct proof as follows.
Proposition 2.13. [H. Lai, D. Zhang (2010)] Let    be a fuzzy preordered
set.
(1)

If



is

an

upper

fuzzy

    ≤   →   ), then    

subset

of

  

(that

is,

∧  →  
∈

(2) If  is a lower fuzzy subset of    (that is,     ≤   →   ),
then

   

∧  → 
∈

Proof.

(1) Note that

∧  →   ≤   →      
∈

Note that

   ≤

∧  →   ⇔   ≤   →  

for all ∈

⇔  ⊙    ≤   

for all ∈

∈

Note that

  ⊙    ≤   ⊙   →   by the assumption
≤   
(2) Note that

∧  →  ≤   → 
∈

   
Note that

   ≤

∧  →  ⇔ ≤   → 

for all ∈

∈

⇔  ⊙    ≤   
Not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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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by the assumption
≤   
Proposition 2.14. Let  be a fuzzy relation on  . Let ∈



be fixed.


Consider the preordered set     . Then the following hold.


(1) Define         →  →  by     for all ∈ . Then    

is a lower fuzzy subset of     .


(2) Define       →  →  by     for all ∈ . Then  

is an upper fuzzy subset of     .

(3)     
(4)     

∧

   →   

for all  ∈ .

∧

   →    

for all  ∈ .

∈ 

∈









Proof. (1) It is enough to show that for all  ∈ ,

    ≤    →   ,
which is equivalent that

   ⊙    ≤     for all  ∈  .
Note that

∧  →  ⊙∧  →  
≤ ∧∧  →  ⊙   →  
≤ ∧  →  ⊙   →  
≤ ∧  →   Lemma   

   ⊙    

∈



∈ ∈

∈
∈



∈

















    
(2)

It

is

enough

to

show

that

for

all

    ≤    →   , which is equivalent that
   ⊙    ≤    
Not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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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3) It follows by (1) and Proposition 2.13. (2).
(4) It follows by (2) and Proposition 2.13. (1).
Proposition

2.15.

Let

   ∧ ∨ ⊙ →    be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be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Let  ∈ and  ∈ . Then the

following hold.
(1) → ∧   → .

(2) If  ⊆  , then    →      for all ∈ .

Proof.

(1) Note that

→ ∧   → ∧ →  by Lemma   
 ∧ →  by Lemma   
 →
(2) Note that  ≤    →    if and only if     ≤     . Note
that

∧  → 
≤ ∧  →  

    

∈

since

→

is antitone in the first vari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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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의 비교
김순귀1)⦁이영훈1)*
1)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A Comparison of Statistical Packages
for Factor Analysis
- SAS, SPSS, Stata Soon-kwi Kim1) and Young Hoon Lee1)*
1)

Dept. of Information Statistic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5457, Korea

Abstract: Factor analysis methods are popular in a variety of fields so
that a number of statistical packages are supplied for them.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factor analysis methods, and in addition,
use and syntax of three statistical packages (SAS, SPSS and Stata) are
investigated through examples.

요약: 다양한 분야에서 요인분석 방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통계패
키지들이 많이 보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예를 통하여 3종류의 통계패키지 SAS, SPSS, Stata의 명령문을 비교하고 그들
의 사용에 관해 다룬다.
keywords : factor analysis, loading matrix, factor rotation, factor
score.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hlee@gwnu.ac.kr, Tel: +82-33-64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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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두 변수   ,   간에 상관이 있을 때, 두 변수에는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수학의 선호도(공통점과 독자요인)를 살펴보자.
(Sol)
컴퓨터를 좋아함과 수학을 좋아함의 공통점으로 문제의 논리적 해결을 들 수
있지만, 컴퓨터에서 기계조작이나 장난감 놀이를 좋아하는 것은 수학을 좋아함
과는 별개의 독자요인이다.
많은 변수가 서로 복잡하게 상관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성분을 고려하여, 각 변수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공통적인 성분
(2) 독자적인 부분
본고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경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기 위한, 3
종류의 통계 패키지의 명령문과 기능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비교한다.
그동안 통계 이론을 통계패키지에 연관시킨 패키지의 명령과 활용에 관한 비교 연
구가 다수 있었다. 이에 관련된 논문으로 시계열 분석에 관한 통계패키지 비교 연구
(김수화, 김승희, 조신섭, 1994), 공정관리를 위한 통계패키지의 비교에 관한 연구 (조
신섭, 신봉섭, 1997), 로지스틱 모형의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의 비교 (김순귀,
2013), 순서 로지스틱 모형의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의 비교 (김순귀, 2014) 등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요인분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3절에서
는 여러 패키지들 중에서 SAS, SPSS, Stata를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명령문과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2. 요인분석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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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은 탐색적(exploratory) 요인분석과 확정적(confirmatory) 요인분석이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자료분석의 목적이 인자의 구성 및 패턴의 발견에 있고,

확정적

요인분석은 인자의 구성 및 패턴의 확인에 그 목적이 있다. (이학식(2006), 허명회
(2000)).
요인분석 모형에서 사용하는 직교요인 모형을 알아보자.
직교요인 모형
      

 
       
   
 
  
⋮
⋮ ⋮
       

 
⋯       

⋯  
 
⋮
⋱ ⋮ ⋮
⋯      

where
(1)   ⋯  : 공통인자(common factor)
(2)   ⋯ : 오차항(errors) 또는 변수 고유의 특정인자(specific factor)
(3)  : 인자적재량(loading of the  th variable on the  th factor)
이는  개의 변수를  개의 요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assumptions)
(1)  ∼    








(2)  ∼   
(3)  ,  : independent




     ⋯   

(4)    ∼    where  






    ⋯  
⋮ ⋮ ⋱ ⋮


    ⋯   

(1), (2), (3)에 의해    ′   .
 는 (공통)인자로 직접 관측되는 변수가 아니므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라고도

한다.
인자분석의 관심대상은 다변량 자료가 ‘몇 개의 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이다.
직교요인
Method),

모형을

적합하는

방법으로

주축인자법(principal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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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ihood method) 등이 있고, 여기에서는 주성분분석법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
다.
주성분분석법
   ′  
 
   ′ 
  ⋯  

⋯
  ⋯ 
    ⋮ ⋯ ⋮ 
   
 

⋮
⋮⋮⋱⋮


⋯
  ⋯  


    ′ 


where

    ⋮ ⋯ ⋮ 
    and        ⋯     .
  

여기에서 제1 공통인자





 의 기여량은 다음과 같다.

    ⋯    
   ′ 
     



요인의 회전
요인적재행렬  을 회전(직교 변환)하여 단순한 패턴의   를 구해서 요인이나 요인
적재행렬의 해석을 쉽고 명료하게 하기 위함이다. 직교 회전의 방법으로 배리맥스 회
전(varimax rotation)과 쿼티맥스 회전(quartimax rotation) 등이 있다.
Varimax 방법은 요인적재행렬의 열 내 제곱 적재값들의 분산을 최대화한다. 따라
서 요인적재행렬  의 열 요소가 0 또는 1에 가까운 값으로 단순하게 된다. 반면에
quartimax 방법은 요인적재행렬  의 행 요소가 0 또는 1에 가까운 값으로 단순하게
한다. 이것은 각 변수가 최소수의 요인에 걸리게 된다.
인자 점수 (factor score)를 구하는 방법으로 회귀적 방법 (regression method,
Thomson)과 가중 최소 제곱법 (weighted least squares method, Bartlett) 등이
있고, 여기에서는 회귀적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회귀적 방법
위에 언급한 직교요인 모형         에서  ∼       과  ∼      을


추가로 가정하면











   ∼      where    ′   ,





   ∼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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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과  를 known이라고 가정한다.
   

관찰값이       ⋯  일 때  번째 인자 점수 vector는
⋮

  

 


  
    ′ ′         
  where 
⋮


 
 


이다.

3. 예를 통한 통계패키지의 명령문
앞 절에서는 요인분석에 관한 기본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 절에서는 통계패키지
SAS 9.4, SPSS 23, Stata 12를 중심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
기 위한 통계패키지들의 명령문을 제시한다.
다음의 언어적 특성 자료에 대하여,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Stata,
SAS와 SPSS를 각각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자.
1. 자료 이름 : 언어적 특성 자료
2. 크기 :  =12 observations, 5 variables
3. 출처 : 허명회(2006), p40
4. 변수 코드
변수 이름

변수 의미

x1
x2
x3
x4
x5

I 의 출현빈도
he 의 출현빈도
you 의 출현빈도
they 의 출현빈도
she 의 출현빈도

변수값 의미

5. 언어적 특성 자료
|

x1

x2

x3

x4

x5

|

|----------------------------|
1. | 57

128

250

270

250 |

2. | 10

109

60

10

100 |

3. | 34

88

100

10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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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8

136

170

140

250 |

5. | 40

128

160

140

250 |

|----------------------------|
6. | 82

83

260

60

120 |

7. | 12

114

40

10

160 |

8. | 91

115

330

60

140 |

9. | 99

125

340

180

180 |

10. | 96

137

360

390

250 |

|----------------------------|
11. | 96

96

330

80

120 |

12. | 94

114

400

100

130 |

3.1 요인분석
요인분석 방법 중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각 패키지의 명령과
그 결과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주성분 방법에 의하여 고유값을 추정하여 적절한 인자의 수를 결정하고,
추정된 인자적재행렬  을 해석하라 (상관행렬을 이용하라).
2. Varimax 방법으로 인자를 회전하여, 결과를 해석하라.

(1) Stata 명령과 결과
. factor x1 x2 x3 x4 x5, pcf

: 변수 ⋯ 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명령이다.
. factor x1 x2 x3 x4 x5, pcf
(obs=12)

(principal component factors; 2 factors retained)
Factor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1

2.87331

1.07665

0.5747

0.5747

2

1.79666

1.58182

0.3593

0.9340

3

0.21484

0.11490

0.0430

0.9770

4

0.09993

0.08468

0.0200

0.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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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01526

.

0.0031

1.0000

Factor Loadings
Variable |

1

2

Uniqueness

-------------+-------------------------------x1 |

0.58096

0.80642

0.01217

x2 |

0.76704

-0.54476

0.11489

x3 |

0.67243

0.72605

0.02069

x4 |

0.93239

-0.10431

0.11976

x5 |

0.79116

-0.55818

0.06250

. rotate, varimax

: 변수  ⋯ 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한 후, 요인의 회전방법으로 varimax를 사용
하는 명령이다.
. rotate, varimax
(varimax rotation)
Rotated Factor Loadings
Variable |

1

2

Uniqueness

-------------+-------------------------------x1 |

0.01135

0.99383

0.01217

x2 |

0.94079

-0.00439

0.11489

x3 |

0.13241

0.98070

0.02069

x4 |

0.82269

0.45101

0.11976

x5 |

0.96824

-0.00149

0.06250

(2) SAS 명령과 결과

Proc Factor OUT=Prin Nfactors=2 Plot;
Var x1 x2 x3 x4 x5;
Run;
: 변수  ⋯ 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명령으로(표준
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의 수는 2개로 하고 그 결과는 파일 Prin에 저장한다.
Proc Factor OUT=Vari Rotate=Varimax Nfactors=2 Plot;
Var x1 x2 x3 x4 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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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 변수  ⋯ 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명령으로(표준
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의 수는 2개로 하고 요인의 회전방법으로 varimax를 사
용하여 그 결과는 파일 Vari에 저장한다.
The FACTOR Procedure
Input Data Type
Number of Records Read
Number of Records Used
N for Significance Tests

Raw Data
12
12
12

The FACTOR Procedure
Initial Factor Method: Principal Components
Prior Communality Estimates: ONE
Eigenvalues of the Correlation Matrix: Total = 5 Average = 1
Eigenvalue
1
2
3
4
5

2.87331359
1.79666009
0.21483689
0.09993405
0.01525537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0.5747
0.3593
0.0430
0.0200
0.0031

0.5747
0.9340
0.9770
0.9969
1.0000

1.07665350
1.58182321
0.11490283
0.08467868

2 factors will be retained by the NFACTOR criterion.
Factor Pattern

x1
x2
x3
x4
x5

Factor1

Factor2

0.58096
0.76704
0.67243
0.93239
0.79116

0.80642
-0.54476
0.72605
-0.10431
-0.55818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Factor1

Factor2

2.8733136

1.7966601

Final Communality Estimates: Total = 4.669974
x1
0.98782629

x2

x3

0.88510555

0.97930583

x4
0.88023562

The FACTOR Procedure
Initial Factor Method: Princip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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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ing Coefficients Estimated by Regression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with Each Factor
Factor1

Factor2

1.0000000

1.0000000

Standardized Scoring Coefficients

x1
x2
x3
x4
x5

Factor1

Factor2

0.20219
0.26695
0.23403
0.32450
0.27535

0.44884
-0.30320
0.40411
-0.05806
-0.31068

(3) SPSS 명령과 결과
FACTOR
/VARIABLES x1 x2 x3 x4 x5
/MISSING LISTWISE
/ANALYSIS x1 x2 x3 x4 x5
/PRINT INITIAL EXTRACTION
/CRITERIA FACTORS(2) ITERATE(25)
/EXTRACTION PC
/ROTATION NOROTATE
/SAVE REG(ALL)
/METHOD=CORRELATION.
요인분석
[데이터세트1] C:\Users\owner\Documents\huh.s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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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
초기
x1
1.000
x2
1.000
x3
1.000
x4
1.000
x5
1.00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추출
.988
.885
.979
.880
.938

설명된 총분산
초기 고유값
성분
전체
% 분산
1
2.873
57.466
2
1.797
35.933
3
.215
4.297
4
.100
1.999
5
.015
.305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성분행렬a
성분
1
x1
.581
x2
.767
x3
.672
x4
.932
x5
.791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a. 추출된2 성분

누적%
57.466
93.399
97.696
99.695
100.000

추출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2.873
57.466
57.466
1.797
35.933
93.399

2
.806
-.545
.726
-.104
-.558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세 통계패키지 모두 요인분석 방법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 수행 시, SAS는 다양한 입력 옵션과 통계량의 출력결과를 제공하였고,
SPSS는 완전 메뉴 방식을 채택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었다. Stata
역시 메뉴 방식 뿐 아니라 다양한 명령문을 통하여 통계량을 제공하였다.
요인분석 방법 중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한 결과, 3종류의 패키지들 모두 같은 요인
적재행렬  을 산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회전 방법 중 varimax 방법을 사용
한 결과, 3종류의 패키지 모두 동일한 회전된 요인적재행렬   을 산출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요인점수를 구한 결과, 3개 패키지 모두 비슷한 결과를 산출하였고
조금 차이가 있음은 계산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 패키지의 기능을 다른 패키지에서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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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각 패키지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한 패키지에 의존하지 말고,
둘 이상의 패키지를 사용하여 패키지들의 사용법과 결과를 비교하면서 사용하기를 권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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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산의 시가평가에 중점을 둔 IFRS9과 시장금리로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적립하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IFRS17이 202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자산운
용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IFRS17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은 이미 지급여력비율(RBC)과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관련 제
도 개선에 나선 상태로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기존 20년에서 단계적으로 30년으로
늘리는 등 RBC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생명보험사들은 RBC상의 금리위험액을 줄이고자 자산듀레이션을 늘어
난 부채듀레이션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자산운용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별로 회계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외자계 보험사들은 ALM관점에서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회계제도변경에 따
른 수혜를 볼 전망이며, 국내 전업계와 은행계 보험사들은 관련 대응이 미비했기 때
문에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된다. 특히 업력이 오래된 국내 전업계 보험사들
의 경우 보험부채의 20% 이상이 예정이율 7%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이를
시가 평가하여야 할 경우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본확충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
이다.
박영석 & 고혁진(2007)은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현황을 진단하고 포트폴리오이론을
통한 자산배분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
롭게 추정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투자기회집합선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생보사 자산운용의 최적자산배분비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으로의 투자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영현 & 이혜은(2012)은 미국 생보사와 국내 생보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운용자산 다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위험자산
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자산의 변화가 반드시 투자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은 아니고, 경
기의 불확실성이 크고 채권시장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낮은 경우에 안정성 위주의 채
권투자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국내 생보사는 경기가 회복기이거나 호황
일 때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배분을 하여 효율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대주주 성격별 즉, 전업계, 은행계, 외자
계 별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고 대주주 성격별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과 대응분석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운용자산 규모별로 즉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별로 자산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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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두 범주형 변수 사이의 연관성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카
이제곱검정(또는 독립성검정)을 사용하여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크면 두 변수간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Agresti, 2002).
만일 두 변수간의 연관성이 존재할 때,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각 변수의 수
준들을 이를 2차원 평면에 나타내어 그들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Greenacre, 1984; Hoffman & Franke, 1986; Clausen, 1988; Benzercri, 1992;
Greenacre, 2007; Hair et al., 2007; Brigitte, 2009; Steven, 2009; Doey & Kurta, 2011;
Yang, 2013).
2장에서는 고려할 자료에 대한 설명을, 3장에서는 대주주 성격과 연관될 것으로 예
상된 유가증권 투자비중, 부동산 투자비중, 외화채권 투자비중 및 만기보유계정 활용
유무와의 독립성검정과 대응분석의 결과를 산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
론을 내리고자 한다.

2.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의 2016년 ‘회사별 자산운용
내역표’ 및 ‘생명보험회사 대차대조표(총괄)’을 사용하였다.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포트
폴리오는 절대 규모 때문에 짧은 시간에 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2013년 MBK파트
너스에 인수된 ING생명, 각각 2015년, 2016년에 중국 안방보험에 피인수된 동양생
명, 알리안츠생명은 인수되기 전 원래 대주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ING생명 : 외
자계, 동양생명 : 전업계, 알리안츠생명 : 외자계).
또한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운용자산 750억 규모의 인터넷전용생명보험사로서 운용자
산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분석의 합리성을 위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는 총 25개 생명보험사 중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1) 대주주 성격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비중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은 크게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으로 나누어진다. 각 사
마다 다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이 비중을 조정하면서 자산운용을 하게 된다. 특히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투자비중이 절대적이다(16년 전체 생명보험사 운용자산 대비
유가증권 투자비중 76.3%, 대출채권 투자비중 18.9%)
대주주 성격에 따라 총 24개 생보사 중 전업계가 9개사, 은행계가 6개사, 외자계가
9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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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ummary
관성비율
차원

비정칙값

요약관성

카이제곱

신뢰비정칙값

유의확률
설명

누적

표준편차

1

.715

.511

.816

.816

.138

2

.339

.115

.184

1.000

.169

1.000

1.000

전체

.626

15.018

.020

상관관계
2
-.256

<표 1>에서 전체 관성값이 0.626이고, 이는 대주주 성격이 유가증권운용 비중의 차
이를 62.6%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0.02)이
유의하기 때문에, 대주주 성격이 유가증권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원
평면상에서 이 결합도표는 전체자료가 갖고 있는 정보의 100%를 나타내며, 1차원이
관성의 81.6%를 설명하고, 2차원이 나머지인 18.4%를 설명한다.
<그림 1>에서, 대주주 성격 1(전업계)이 유가증권 투자비중 2(70이상~80%미만)와
가까이 위치해 있고, 대주주 성격 3(외자계)은 유가증권 투자비중 1(80%이상)과 가까
이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범주보다 이들 둘 사이에 유사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Row and column points with symmetric normalization
즉, 대주주가 전업계인지, 외자계인지에 따라서 유가증권운용 비중을 달리한다는 의
미인데, 외자계는 ALM측면에서 자산듀레이션을 부채듀레이션에 맞춰서 운용하는데
주로 유가증권을 이용해서 자산듀레이션이 긴 채권의 비중을 높게 운용하고, 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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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자산 배분을 하여 상대적으로 대출채권의 비중을
높게 운용하기 때문이다.
(2) 대주주 성격에 따른 부동산 투자비중
부동산 투자(직접)는 16년 전체 생보사 운용자산 중에 2.3%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부
분이다. 그러나 대주주 성격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
다. Table3을 보면 전업계 중에 부동산 투자가 3% 이상인 곳이 5개사인 반면, 0%인
곳은 한곳도 없다. 이에 반해 은행계 중에 3곳, 외자계 중에 5곳이 부동산 투자를 하
지 않고 있다.
<표 2> Summary
관성비율
차원

비정칙값

요약관성

카이제곱

신뢰비정칙값

유의확률
설명

누적

표준편차

1

.706

.499

.762

.762

.110

2

.395

.156

.238

1.000

.170

1.000

1.000

전체

.655

15.722

.047

상관관계
2
-.048

<표 2>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0.047)이 유의하므로 대주주성격에 따라
부동산투자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연관성이 있다). 또한 1차원이 76.2%를 설명하
고 2차원이 23.8%를 설명한다.
<그림 2>에서, 대주주 성격 1(전업계)가 부동산 투자비중 1(3%이상)과 가까이에 위
치해 있고, 대주주 성격 2(은행계)가 부동산 투자비중 4(0~1%)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주주 성격 3(외자계)은 부동산 투자비중 5(0%)와 가까이 위치해
있다. 즉 다른 범주보다 이들 둘 사이에 유사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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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ow and column points with symmetric normalization
(3) 대주주 성격에 따른 외화채권 투자비중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각 생보사별로 외화채권 비중을 확
대하고 있다. Table5를 보면 전업계는 25%이상 비중이 6곳으로 가장 많은 반면, 외
자계의 경우 10%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3> Summary
관성비율
차원

비정칙값

요약관성

카이제곱

신뢰비정칙값

유의확률
설명

누적

표준편차

1

.700

.490

.745

.745

.133

2

.410

.168

.255

1.000

.155

1.000

1.000

전체

.658

15.783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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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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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ow and column points with symmetric normalization
<표 3>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0.046)이 유의하므로 대주주성격에 따라
외화채권 투자비중을 다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차원이 74.5%를 설명하고 2차원
이 25.5%를 설명한다. <그림 3>에서 대주주 성격 1(전업계)이 외화채권 투자비중
1(25%이상)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대주주 성격 3(외자계)은 외화채권 투자비중
5(10%미만)와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즉 다른 범주보다 이들 둘 사이에 유사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대주주성격에 따른 부동산담보대출 투자비중
생명보험사에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내
외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주로 오피스, 백화점 등 유통시설, 창고 등에 대해 담보를 설
정하고 대출을 일으키는 형태이다. 전업계와 은행계는 부동산담보대출이 고르게 분포
된 반면, 외자계는 10% 미만이 8곳이나 되는 등 부동산담보대출에 소극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0.043)이 유의하므로 대주주성격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 투자비중을 다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차원이 91.3%를 설
명하고 2차원이 나머지 8.7%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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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ummary
관성비율
차원

비정칙값

요약관성

카이제곱

신뢰비정칙값

유의확률
설명

누적

표준편차

1

.703

.495

.913

.913

.122

2

.218

.047

.087

1.000

.240

1.000

1.000

전체

.542

13.012

.043

상관관계
2
-.010

<그림 4> Row and column points with symmetric normalization
<그림 4>에서 대주주 성격 1(전업계)은 부동산담보대출 투자비중 2(20~30%)와 가
까이에 위치해 있고, 대주주 성격 2(은행계)는 부동산담보대출 투자비중 1(30%이상)
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대주주 성격 3(외자계)은 부동산담보대출 투자비중 4(10%
미만)와 근접하여 놓여있다. 즉 다른 범주보다 이들 둘 사이에 유사성이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5) 대주주 성격에 따른 만기보유계정 활용 유무
회계학적으로 생보사는 매도가능계정과 만기보유계정을 선택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데, RBC지표를 높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회계계정 재분류(만기보유계정→매도가
능계정)를 사용하기도 한다. 만기보유계정유무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활용을 판단해볼
수 있으며 이것이 대주주 성격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표 5> Test of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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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카이제곱

값
2.667

자유도
2

근사 p값
.264

우도비

4.078

2

.130

선형 대 선형결합

.000

1

1.000

유효 케이스 수

24

<표 5>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0.264)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두 변수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6) 운용자산규모별 유가증권 투자비중
운용자산규모 순으로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로 구분하였을 때, 유가증권투자비중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정해보고자 한다.
<표 6> Test of independence
Pearson 카이제곱

값
9.995

자유도
6

근사 p값
.125

우도비

10.695

6

.098

.000

1

.990

선형 대 선형결합
유효 케이스 수

24

<표 6>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0.125)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자산
규모와 유가증권 투자비중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7) 운용자산규모별 국공채투자비중
운용자산규모별로 생보사 자산운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대상자산인 국공채투
자 비중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정해보고자 한다.
<표 7> Test of independence
Pearson 카이제곱

값
4.524

자유도
6

근사 p값
.606

우도비

5.901

6

.434

선형 대 선형결합

.016

1

.901

유효 케이스 수

24

<표 7>에 나타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0.606)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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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규모와 국공채투자비중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
다.

4. 결론
지금까지 대주주 성격에 따라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과 대응분석을 통해서 분석해보았다. 요약해보면, 대주주 성격(전업계,
은행계, 외자계)과 유가증권 투자비중(운용자산대비)이 연관성이 있으며, 전업계 생보
사들은 유가증권 투자비중을 70~80% 수준으로 관리하고, 외자계 생보사들은 유가증
권 투자비중을 80%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주주 성격에 따라 부동산(직접) 투자비중(운용자산대비)을 달리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부동산투자를 주로 전업계는 3%이상, 은행계는 0~1%, 외자계는 0%의 비
중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대주주 성격과 외화채
권 투자비중(유가증권대비)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응분석 결과 전
업계는 외화채권 투자비중을 주로 25%이상 유지하고 있고, 외자계는 외화채권 비중
을 주로 10%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주주 성격에 따라 부동산담보대출에 있어 투자비중(대출채권대비)을 다르게 관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전업계는 부동산담보대출을 20~30%, 은행계는 30% 이상,
외자계는 10%미만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생보사들이 RBC 개선을 목적으로 회계계정 재분류(만기보유증권→매도가능증
권)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대주주 성격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으나, 카이
제곱 검정 결과 연관성이 없다(즉 각 사별로 상황에 따라 재분류 진행)고 확인되었다.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로 구분했을 때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운용자산규모와 유가증권투자비중의 연관성을
검정해보았으나,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유가증권운용의 핵심인 국
공채 투자비중에 있어서도 운용자산규모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외자계 생보사들은 ALM관점에서 유가증권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하면
서 자산과 부채듀레이션 매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업계 생보사들은 운용수익률 제
고를 목적으로 전통적 유가증권 투자외에 외화채권,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체투자 비
중을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은행계 생보사의 경우 국내사라는 전업
계 생보사와의 공통점으로 좀 더 전업계에 가까운 자산운용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
이나, 분석상의 한계로 그 명확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회계제도(IFRS9, IFRS17) 변경과 관련하여 외자계 생보사가 자산운용 포트폴
리오 구성상 국내 생보사 대비 대응하기가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으나 부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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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포트폴리오) 구성,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 등 다른 요소에 따라 대응 능력이 달
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 더하여 대주주성격에 따른 부채 구성, 자
본확충능력 등을 분석해보면 대주주성격별로 회계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 정도를 파악
하는데 용이한 분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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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량 추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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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end for the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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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 had studied on the

trend of the world power generation and

the seven major energy sources. Power generation have increased by 1.62
times, while solar energy increased by 331 times and wind energy by 30.6
times. Solar radiation and wind energy should become the new sources of
energy.
요약 : 전 세계의 발전량 추이와 7대 에너지원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았다. 발전량은
1.62배 증가한 반면에 태양광에너지 331배, 풍력에너지 풍력 30.6배가 증가하였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ey Words: Power Generation, Trend, Solar Radiation, Wind Energy

1. 들어가면서
인류의 문명화 이래 우리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그 활용에서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
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 왔다. 특히 산업혁명은 석탄이란 에너지원
1) Corresponding Author: E-mail: dwan@gwnu.ac.kr, Tel:+82-33-64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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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굴하고 그 에너지원을 동력에 활용함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하였
고, 19세기 석유라는 또 다른 에너지원의 등장은 열기관에서의 혁명적인 진보를 가져
와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를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
었다. 이러한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확보한 인류는
마침내 20세기에 이르러 핵에너지라는 전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게
되었고, 이들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기’라는 또 다른 에너지원을 통하여 전 세계의
인류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기’라는 매우 유용한 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구상에서 에너지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덕
분에 인류는 역사상 문명의 이로움을 이보다 더 향유한 적이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
는 반면에, 지구환경은 인류가 쏟아내는 문명의 쓰레기들로 심각한 오염문제로 몸살
을 앓고 있으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해는 그 피해 정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듯이, 오늘날 세계는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전-지구
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바, 그 해결 방안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등의 나라들도 각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나라들에 비하여 그 출발은 늦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 및 개발정책이 수립되었는데, 1980년대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 계획(1988-2001년)’이 수립되면서 신·재생에너
지 개발 전담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안에 설치되었다. 1990년대에는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1997-2006년)’이 수립되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2004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하였다. 우리 정부가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
환경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차세대 신 성장 동력이 되는 주요 산
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2. 세계 발전량과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의 발전량 추이에 대하여
각 나라의 발전량은 그 나라 문화발전의 척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바꿔 말하
면, 어느 나라가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 정도가 그 나라의 문화발전 정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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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Fig. 1 Total Electric Power in the World (IEA, 2018)
여기서 GWh는 Giga Watt-hour를 나타낸다. 세계 총 발전량은 그림 1에서 보는 것
처럼, 2000년~2016년 사이 1.62배 증가하였는바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Fig. 2 Total Electric Power of the 8-Nations and the Other Nations (IEA,
2018)
그림 2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8
개국의 총 발전량과 그 밖에 기타 나라들의 총 발전량을 나타내었다. 8개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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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들의 총 발전량이 2.01배 증가한 반면에 기타 나라들은 1.23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8개국의 발전량이 총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62%로 더 높아
지는 것도 알게 되는데, 이는 총 발전량이라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3 7-Major Energy Sources in the Total Electric Power in the World
(IEA, 2018)
2000년~2016년 사이 세계 총 발전량에 기여하는 7개 주요 에너지원들의 변화 추이를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데, 석탄 1.60배, 석유 0.77배, 천연가스 2.11배, 핵 1.01배,
수력 1.54배, 태양광 331배, 풍력 30.6배 증가하였다. 석유와 핵을 제외한 모든 에너
지원에서 그 증가를 볼 수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원의 증가 정도는 30~330배
에 이르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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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7-Major Energy Sources in the Total Electric Power in the Korea
(IEA, 2018)
그림 4에서 한국의 총 발전량에 기여하는 7개의 주요 에너지원들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데, 석탄 2.11배, 석유 0.51배, 천연가스 4.30배, 핵 1.49배, 수력 1.18배, 태
양광 1024배, 풍력 99.0배 증가하였다. 석유는 그 증가 추이가 –로 감소하였고 수력
은 미미한 증가를, 핵과 석탄은 1.5배~2.1배 정도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태양광과 풍
력은 100배~1000배에 이르는 성장을 보여준다.

Fig. 5 the Ratio of the 7-Major Energy Sources in the Total Electric Power in
World (IEA, 2018)

2000년~2016년 사이 세계 총 발전량에서 7-개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
이를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데, 석유와 핵에너지의 비율은 감소하고, 석탄과 수력은
유지하는 반면에, 천연가스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32배, 풍력의 비율은 19.1배 그리고 태양광은 208
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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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atio of 7-Major Energy Sources in the Total Electric Power in Korea.

(IEA, 2018)
그림 6에서 한국의 총 발전량에 차지하는 7개 주요 에너지원들의 비율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데, 수력, 핵 그리고 석유는 그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에 석탄은 조
금 증가하였다. 천연가스는 2.25배 증가하였고 태양광과 풍력은 그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1%에 못 미치지만 536배와 52배나 증가하였다.

Fig. 7 Total Solar PhotoVoltaics of the 8-Nations and the Other Nations

(IEA, 2018)
2000년~2016년 사이 8개 에너지 강국과 그 외 다른 나라들의 태양광에너지의 총 발
전량을 그림 7에서 알 수 있다. 8개국은 392배 증가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223배 증가
하였는데, 태양광에너지의 총 발전량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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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otal Wind Energy of the 8-Nations and the Other Nations (IEA, 2018)

그림 8에서 8개 에너지 강국과 그 외 나라들의 풍력에너지 총 발전량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데, 8개국은 35.6배 증가하였고 그 외 나라들은 23.3배 증가하였다. 풍력
에너지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전 세계의 발전량 증가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 맺으면서
2000년~2016년 사이에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을 통해 전 세계의 에너지 생산량을 알
아보았는데, 그 생산량은 1.62배 증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등의 세계경제대국 들 묶음과 그 외의 나라들 묶음을 비교해
보았는데, 8개 강국은 2.01배 증가한 반면에 그 외 나라들은 1.23배 증가함에 그쳐
한 8개국 발전량이 총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62%로 그 점유율이 더 높
아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7개의 주요 에너지원들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핵, 태양
광 그리고 풍력 등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변화 추이는 석탄 1.60배, 석유 0.77
배, 천연가스 2.11배, 핵 1.01배, 수력 1.54배, 태양광 331배, 풍력 30.6배 증가하였
고,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2.11배, 석유 0.51배, 천연가스 4.30배, 핵 1.49배, 수력
1.18배, 태양광 1024배, 풍력 99.0배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에 대한 투자가 다른 에너지원을 압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로써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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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강국과 그 외 나라들에서 태양광에너지의 총 발전량은 8개국

392배 그 외

나라들 223배로 증가하였고, 풍력에너지 총 발전량은 8개국 35.6배 그 외 나라들
23.3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전 세계 발전량이 최근 16년 동안 1.62배 증가함에 비하여 태양광에너지
220~390배 풍력에너지 23~36배의 증가함을 보임은 전 세계가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
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1020배 풍력 99.0배로 성장
하고 있어 비록 그 출발시점은 늦었지만 세계적인 발전대열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원이 차지하는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
리매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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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폐하기 위한 자
성 흡수체로서 페라이트를 나노입자 크기로 합성하였다. 통신장비의 다양화로 사용하
는 주파수 대역은 GHz 대역으로 확장되었고, 사용 주파수 대역이 좁아져 전자파 간
섭(EMI)이 심해지고 있다.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전도성 고분자인
polyaniline(PANI)을 core-shell 구조의 복합체로 합성하였다. 이러한 복합체는 전자
기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되는 추세에 맞게 가벼우면서도 GHz 대역에서 우수한 전자
파 흡수 효율과 광대역한 흡수 능력을 갖는 전자파 흡수 재료로 연구하였다.

Key Words: ferrite magnetic particle, microwave absorpti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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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다양한 전자기기, 통신장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로 사람들
에게 편리함을 주도록 발전하고 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TV,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
기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편리하고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소형화 된 제품이 개
발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도
MHz 에서 GHz 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인 전자파가 문제되
고 있다.
전자파는 새로운 형태의 오염물질로 제 4 의 오염물질이라고도 한다. 현대기술의 급
격한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휴대폰, 여러 가전제품 및 첨단 의료기기 등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전자파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파의 문제점으로, 전
자파는 전자기기, 통신장비의 장애를 일으킨다. 우리 생활에서 가깝게 접하는 전자제
품들은 소형화 추세에 맞춰, 복합화, 다양화 및 경량, 소형, 박형화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기기 내부의 회로도 고밀도, 밀집되어 생산된다. 이는 전자파로 인해 기기의 잡
음이나 장애, 간섭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전자파
로 인해 통신장비의 장애현상이나 전자기기의 오작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인
체는 전자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전자파가 인체에 도
달되면 순간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고, 신경계를 자극하여 극심한 두통, 스트레
스 등을 발생시킨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에는 혈액의 화학적 변화를 유발
하여 유산이나 암 등의 여러 질병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전자파 차폐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육방정 구조의 BaFe12O19는 강자성 특성을 갖는 페라이트로 영구자석에 많이 응용되
고 있으며 열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산화물의 형태로 습기 및 부식에 강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여 정보저장 기술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
어 왔다. 최근에는 다른 자성재료인 여러 합금과 비교하여 낮은 유전율, c축으로 용
이한 자기이방성의 특성으로 GHz 대역에서도 높은 투자율을 가져 임피던스 매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자파 흡수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
법으로 대용량 합성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상업적인 응용이 용이하다는 것과
다른 페라이트에 비해 저밀도로 경량화 된 전자파 흡수 재료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륨페라이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M-형 BaFe12O19를 나노입자 크기
로 합성하여 전자파 흡수 능력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M-형 BaFe12O19 나노입자 자체
만으로는

좋은

흡수

효율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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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aniline(PANI)과 core-shell 구조의 복합체로 합성하였다. polyaniline(PANI)은
가볍고 합성이 간편하며 저렴한 가격, 금속과 비슷한 전기전도도 그리고 기계적인 물
성을 갖는 동시에 손쉬운 가공성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M-형
BaFe12O19를 나노입자와 core-shell 형태의 복합체로 합성하여 좋은 전자파 흡수 효
율과 광대역한 흡수 능력을 가지면서 경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 이론 배경과 연구 방법
(1)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 합성
강자성 특성을 갖는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의 합성은 고압반응기와 전기로
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유기시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적인 수열합성법으로 합성하였다.
먼저 Fe3+:Ba2+의 몰수비가 8:1이 되도록 20.124 g의 Fe(NO3)3와 1.611 g의
Ba(NO3)2을 90 mL의 3차 증류수에 충분히 용해시킨다. 그리고 OH-:NO3-의 몰수비가
2:1이 되도록 13.56 g의 NaOH를 30 mL의 3차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두 용액을 혼
합하여 1시간 동안 교반한다. 그 후 용액을 200 mL 테플론 용기에 옮겨 고압반응기
에 넣고 전기로에서 230℃로 24시간 동안 반응한다. 반응이 끝난 후 합성된 밝은 갈
색의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를 자석을 통해 분리하고 잔여 불순물을 제거하
기 위해 증류수과 에탄올을 사용해 수차례 세척한다. 그 후 오븐에서 60℃로 건조하
여 밝은 갈색의 분말을 얻었다.
(2)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 합성
합성한

M-형

BaFe12O19

나노입자에

전도성

고분자인

polyaniline(PANI)을

core-shell 형태의 복합체로 합성하기 위해 중합 반응을 통해 합성하였다.
먼저 1 L 플라스크에 합성한 1.0 g의 M-형 BaFe12O19 나노입자와 1 M의 HCl 300
mL를 넣고 1시간 동안 분산시킨다. 그리고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aniline의 질량비를 1:0.8, 1.6 (g)의 비율이 되도록 aniline을 넣는다. 그 후 균일하
게 혼합될 수 있도록 30분간 더 분산시킨다. 용액이 담겨 있는 1 L 플라스크 용액의
온도를 0~5℃까지 냉각한다. 그 후 격렬히 교반하는 상태에서 2.8 g의 APS를 3차 증
류수 100 mL에 용해하여 천천히 drop-wise 한다. 마지막으로 0~5℃를 5시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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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격렬하게 교반하고 5시간 후에 상온에서 15시간 더 교반한다. 반응이 끝난 후
합성된 흑색의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를 자석을 통해 분리하고 잔여 불
순물 및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과 에탄올을 사용해 맑은 색의 상층액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세척한다. 그 후 오븐에서 60℃로 건조하여 흑색의 분말을 얻었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합성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전자파 흡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합성
한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의 크기 및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FE-SEM을
측정하여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ure 1)
FE-SEM 사진의 (a)와 (b)를 통해 확인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는 구형이
아닌 육각 판상의 형상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크기는 1 μm 내외, 두께는
20~40 nm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와 (d)를 통해 순수한 BaFe12O19 자성 나
노입자와 비교하여 표면이 매끈한 판상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표면이 많이 거
칠어진 것으로 보아 polyaniline(PANI)이 표면에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와 (d)를 비교하여 polyaniline(PANI)의 전구체인 aniline 양이 증가함에 따라 표
면이 더 거칠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FE-SEM images of (a), (b) the pure M-type BaFe12O19 magnetic
nanoparticles (c) BaFe12O19@PANI (1:0.8) and (d) BaFe12O19@PANI (1:1.6)
core-shell composite.
합성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의 결
정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XRD를 측정하였다. (Figure 2)
XRD 데이터를 통해 순수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의 주 회절 피크는 2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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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에서 확인하였고, XRD 피크들은 2θ= 22.8°, 30.3°, 32.2°, 34.1°, 37.1°, 40.3°,
42.6°, 50.2°, 55°, 56.4°, 63.1° 에서 회절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피크들
의 세기 및 위치로 보아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의 결정 구조는 육방정 구조
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는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는 다르게 2θ = 10~20°에서 넓고 약한 회절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것으로 무정형인 polyaniline(PANI)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한 M-형 BaFe12O19의 결정 구조와 비교하여 피크의 세기 및 위치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polyaniline(PANI)이 core-shell 복합체로 합성이 되더라도 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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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ure M-type BaFe12O19 magnetic
nanoparticles and BaFe12O19@PANI core-shell composite.
보다 더 정확히 polyaniline(PANI)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FT-IR spectra를
측정하였다. (Figure 3)
580 cm-1에서 Fe-O 진동, polyaniline(PANI)의 경우 1568 cm-1와 1481 cm-1에서
각각 quinoid, benzenoid 의 C=C 진동, 1300 cm-1와 1240 cm-1에서 C-N 진동 그
리고 1130 cm-1와 800 cm-1에서 C-C 진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비교하여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의 경우 M-형 BaFe12O19와 polyaniline(PANI)에
해당하는 진동 피크가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피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합성된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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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T-IR spectra of polyaniline(PANI), M-type BaFe12O19 magnetic
nanoparticles and BaFe12O19@PANI core-shell composite.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에서 polyaniline(PANI)의 중량을 알아보기 위
해 열중량 분석기(TGA)를 측정하였다. (Figure 4)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에서 polyaniline(PANI)이 shell로 쌓인 양에
따라 전자파 흡수 효율이 변하므로 polyaniline(PANI)의 쌓인 양을 확인하는 것은 중
요하다. 순수한 M-형 BaFe12O19와 비교하여 BaFe12O19@PANI (1:0.8) core-shell 복
합체의 경우 34% 정도 polyaniline(PANI)이 쌓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의 경우 48% 쌓인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합성 할 때 사용한 시약과 질량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core-shell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잔류하는 polyaniline(PANI)이 수차례 세척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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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G curve of M-type BaFe12O19 magnetic nanoparticles

and

BaFe12O19@PANI core-shell composite.
순수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의 전
자파 흡수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유전율과 투자율을 측정하였다. (Figure 5)
(a)는 유전율 실수부(ε＇), (b)는 유전율 허수부(ε＂), (c)는 투자율 실수부(μ＇) 그리
고 (d)는 투자율 허수부(μ＂)를 나타낸다. (a) 유전율 실수부(ε＇)와 (b) 유전율 허수부
(ε＂)의 경우 모두 3 GHz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도성 고분자인 polyaniline(PANI)의 양이 증가할수록 유전율 실수부,
허수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 투자율 실수부(μ＇) 그리고 (d) 투자
율 허수부(μ＂)의 경우 1~3 GHz까지 전도성 고분자인 polyaniline (PANI)의 양이 증
가할수록 모두 감소한다. 그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율의 차이는 측정을 위해 필요한 시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측정하
기 위해 시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합성한 입자의 양은 고정하여 제조하기에
polyaniline (PANI)의 양이 증가할수록 투자율의 영향을 주는 자성재료인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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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requency dependence of real and imaginary parts of (a), (b)
permittivity and (c), (d) permeability in 1-18 GHz.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기반으로 전자파 흡수 효율을 나타내는 반사손실을 확인하였다. (Figure 6)
(a)는 순수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 (b)는 BaFe12O19@PANI (1:0.8) 그리
고 (c)는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시편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저주파 영역으로 흡수 대역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순수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는 1~5 mm의 두께 모두 유효 흡수 대역
인 –10 dB을 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b)는 5 mm 두께로 16.4 GHz에
서 –17.4 dB 그리고 (c)는 3 mm 두께로 8.24 GHz에서 –35.2 dB의 최대 반사손실
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편 두께에서 전도성 고분자인 polyaniline (PANI)의
양이 증가할수록 전자파 흡수 효율인 반사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의 투자율과 polyaniline (PANI)의 증가한
유전율이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유전율에 변화를 주는 polyaniline(PANI)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투자율과 유전율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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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flection Loss(RL) in 1-18 GHz for (a) the pure M-type BaFe12O19
magnetic nanoparticles, (b) BaFe12O19@PANI (1:0.8) and (c) BaFe12O19@PANI
(1:1.6) core-shell composite with different specimen thicknesses.
합성한 재료의 손실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의 손실 탄젠트(loss tangent)를 확인하였다.
(Figure 7)
에너지 손실을 의미하는 허수부와 에너지 저장 능력을 의미하는 실수부의 비로 계산
할 수 있으며 tan δε, μ로 표현할 수 있다. (a)는 순수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
입자,

(b)는

BaFe12O19@PANI

(1:0.8)

그리고

(c)는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를 나타낸다. (a) 순수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의 경우
자기손실(tan δμ)과 유전손실(tan δε)을 비교하여 자기손실이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손실이 유전손실보다 전자파 흡수 효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b)와 (c)의 경우 순수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는
다르게 유전손실이 자기손실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olyaniline(PANI)으로 인해 유전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증가한 전
자파 흡수 효율 또한 유전손실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
와 (c)를 비교하여 (c)가 더 큰 유전손실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polyaniline(PANI)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유전손실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Dielectric loss and magnetic loss tangent of (a) the pure M-type

- 115 -

자연과학(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제24권 제1호 (통권 제38호) 2018. 12.

BaFe12O19

magnetic

nanoparticles,

(b)

BaFe12O19@PANI

(1:0.8)

and

(c)

BaFe12O19@PANI (1:1.6) core-shell composite.
전자파 흡수 효율이 가장 좋았던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의 임
피던스 매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편의 두께 3mm 일 때 1-18 GHz 대역에서
Zin-1 계수를 알아보았다. (Figure 8)
(a)는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의 반사손실, (b) 시편의 두께 3
mm

일

때

1-18

GHz

대역에서

Zin-1

계수,

(c)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의 유효 흡수 대역 그리고 (d)는 BaFe12O19-PANI (1:1) mixture
복합체를 나타낸다. (a)와 (b)의 경우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의
임피던스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Zin-1 계수를 확인하였다. 반사손실이 가장 좋았던 3
mm 일 때 0.03으로 8.24 GHz에서 Zin-1 계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Zin-1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임피던스 매칭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파수 대역에
서 흡수 효율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의 우수한 전자파 흡수 효율은 도입된 polyaniline(PANI)으로 인해
임피던스 매칭 특성으로 증가한 전자파 흡수 효율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c)의 경우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의 두께에 따른 유효 흡수 대
역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두께에서 유효 흡수 대역을 넘지 못했던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비교하여 1 mm를 제외한 모든 두께에서 유효 흡수 대역을 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보다 더 자세히 확인하여 시편 두께에 따라 3~15 GHz까지 총 12
GHz 유효 흡수 대역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 band, X band 대역 모두 차폐할
수 있으며 Ku band까지도 어느 정도 차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으
로 보아 전자파 흡수 재료 두께를 조절하여 설계한다면 광대역 흡수 재료를 설계할
수 있다. (d)는 core-shell 구조의 복합체가 전자파 흡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BaFe12O19@PANI (1:1) mixture 복합체의 전자파 흡수 효율을 확
인하였다.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는 합성할 때 사용한 M-형
BaFe12O19 나노입자와 aniline의 중량비율이 1:1.6으로 1:1이 아니지만 TGA 데이터
를 통해 실제 합성된 polyaniline(PANI)의 양은 48%로 50%에 근접한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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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형 BaFe12O19 나노입자와 polyaniline(PANI)을 50:50 (%)로 물리적 혼합을 통해
전자파 흡수 효율을 확인해 보았다. 2~5 mm 모두 반사손실이 –20 dB을 넘지 못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연하게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보다
전자파 흡수 효율이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ore-shell 구조를 통해
M-형 BaFe12O19 나노입자와 polyaniline(PANI)의 표면결합 상호작용으로 전자파 흡
수 효율이 더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 (a) Reflection loss of BaFe12O19@PANI (1:1.6) core-shell composite
at different specimen thicknesses, (b) Modulus of Zin-1 of BaFe12O19@PANI
(1:1.6) core-shell composite with an absorber thickness of 3 mm in the
frequency range of 1−18 GHz, (c) Effective Absorption Band width (EAB) of
the sample with BaFe12O19@PANI (1:1.6) core-shell composite vs frequency at
different thicknesses and (d) Reflection loss of BaFe12O19ーPANI (1:1) mixture
composite at different specimen thicknesses.

4. 요약 및 결론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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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간단한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GHz 대역에서 낮은 유전율과 비교적 높은 투자율
특성을 가져 임피던스 매칭이 수월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를 전자파 흡수
효율을 증가시키기며 경량화 시킬 수 있는 polyaniline(PANI)과 중합반응을 통해
core-shell 구조의 복합체로 합성하였다.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와 비교하여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는 모든 시편 두께에서 증가한 전자파 흡수 효율
보였으며, BaFe12O19@PANI (1:1.6) core-shell 복합체의 경우 시편 두께에 따라
3~15 GHz까지 총 12 GHz에 넓은 영역의 유효 흡수 대역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 band, X band 대역 모두 차폐할 수 있으며 Ku band까지도 어느 정도 차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BaFe12O19@PANI core-shell 복합체는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되는 추세에 맞게 가볍고 얇은 두께에서 우수한 전자파 흡수 효율을 갖는 전
자파 흡수 재료로 설계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넓어지는 추세에 맞게
GHz 대역에서 강한 흡수 효율 그리고 넓은 흡수 대역을 가져 차세대 전자파 흡수 재
료로 설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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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소의 각 연구원은 자신이 주-저자인 논문은 각 호당 1편까지만 투고할 수 있으
며,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논문을 1편까지만 더 (공동저자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2편
까지) 투고할 수 있다. 즉 각 호당 총 2편까지 투고 가능하다.
3) 본 연구소 연구원이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연구소 연구원 2인 이상이 본
논문집의 성격에 부합하는 논문이라고 추천하는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원고:

다른

학술잡지에

발표되지

않는

연구논문(article),

총설(review),

속보

(Communication)와 단문(note)을 포함한다.
3. 논문제출 및 접수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일까지 논문원고를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
에게 제출한다. 논문이 도착된 날짜를 접수일로 한다.
4. 논문양식
1) 원고의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워드프로세서(HWP와 MS-WORD)를 이용하여 한글 또
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형식(Template)을 사용하여야 하며,
논문집이 인쇄되었을 때의 형태 그대로 원고를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즉 모든 표
와 그림은 투고한 내용 그대로 직접 출판할 수 있도록 원고의 본문 안에 배치하며 표와
그림의 설명문(Caption)도 적합한 위치에 포함시켜야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논문형식에서 한글(영문)제목, 한글(영문) 저자명과 소속, 한글(영문) 요약문(Abstract),
Keywords,

본문(서론,

본론,

결론,

등),

사사(Ackwnoledgement),

참고문헌

(References) 등의 순서와 세부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통일시킨 양식‘논문작성기준’
및 ‘표준형식(Template)’을 따른다.
3) 논문은 흑백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원색판(Color) 사용 시에는 추가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심사:
1) 투고자는 적합한 심사자를 1인 또는 2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심사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람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자의 최종 선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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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3)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할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기간
은 2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미
리 통보하면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다.
4) 심사자에 의한 교정/정정/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주-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주 안
에 이에 대하여 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의 승인을 받아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사자에 의한 교정/정정/개정 요구에 대한
저자의 적합한 대응이 없으면 논문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5) 게재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 과정을 거쳐 채택된 후, 교정쇄(Galley Proof)의 교정은 인쇄상의 오류에 대한 것
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정쇄를 전달받은
저자는 이를 4일 안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교정 내용이 없는 것으로 처
리한다.
6. 게재순서는 총설(Review)들을 앞에, 일반연구논문(Article)들을 뒤에 배치하되, 각 종류 안
에서는 투고된 논문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한다.
7. 별쇄본: 별쇄본은 제공하지 않으며, 최종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8. 기타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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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학논문집의 원고 작성 기준
1. 규격 및 순서
1) 원고는 한글2007 이상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국문(국한문혼용)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
며 논문 투고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는 A4용지(21×30㎝) 규격에서 위쪽은 35
mm(여백 25와 머리말 15), 아래쪽은 30 mm(여백 15와 꼬리말 15)씩, 제본 여백은 0
mm, 좌우 여백은 30 mm로 하여 작성한다. 글자모양은 함초롱바탕, 줄 간격은 180%, 글
자크기는 다음 수치로 표시된 폰트로 한다. (논문제목-16, 저자명-13, 소속학과명-11,

서

론, 본론, 결과 및 토의 등 주 절의 제목은 13포인트 굵은 글씨체,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글
씨들은 11포인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이 한글인 경우 한글제목, 한글 저자명과 소속,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영문요
약문(Abstract),

한글요약문,

Keywords,

본문(서론,

본론,

결론,

등),

사사표시

(Acknowledgement),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한글제목, 한글 저자명과 소속, 한글요약문, 영문
요약문(Abstract),

Keywords,

본문(서론,

본론,

결론,

등),

Acknowledgement,

References의 순으로 한다. 저자의 소속기관(주소포함)은 저자명 밑에 표기한다. 공동저자
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해당 저자명 오른편에

1)

,

2)

를 하고 따로 따로 표기하며 저자명

은 full name으로 하되 family name을 뒤로 한다.
3)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에 위첨자로 *표시를 하고, E-mail 주소와 전화
번호는 제1면의 하단에 줄을 긋고 표기한다. 표준양식(Template) 참조.
4) ABSTRACT는 30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하며, 논문을 대표하는 주요단어(Keyword) 5개
이내를 (영문 또는 국문으로) ABSTRACT 하단에 (본문 시작 앞에) 표기한다.
5) 본문의 내용을 구분할 때에는 소제목을 부여하며 1., (1), 1), ①, ...... 순으로 표기함을 원
칙으로 한다. (표준 양식(Template)를 참고.)

2. 표·그림·사진
1)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Caption)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술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작성한다. 순서 번호는 1, 2, 3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표, 그림 및 사진은 위의 ‘규격 및 순서’의 1)항에서 설명한 규격 안에서 가로로 표시되도
록 크기를 조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투고한 내용 그대로 직접 출판할 수 있도록 원고의
본문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3) 표의 제목은 상단에 표기하고, 그림 및 사진의 제목은 하단에 표기하며, 제목의 첫머리 글
자는 대문자로 하고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3.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을 본문에서 표시할 때는 괄호 안에 제1-저자의 성(Family Name)과 연도를 적어
표시한다. 예: (Shon et al. 2010)
2) 본문 뒤(사사 표시 뒤)에 인용문헌들을 모아서 표기하는 부분에는 저자명을 알파벳순으로
열거하며 잡지는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및 쪽수로, 단행본은 저자명(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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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명), 연도, 저서명, 출판서명, 출판처, 면수로 한다. 단일 단어로 된 잡지명을 제외하고
는 약어로 표기한다. 학술지명과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① 잡지에 실린 논문의 경우: Author AB, Author CD (2005) Title of article. Plant

Mol Biol 50:100-110.
② 책에 실린 논문의 경우
Author AB, Author CD (2005) Title of article. In:Author EF, Author GH,
(eds),

Title of Books, Ed2, Vol3, Publisher, City, pp 15-30.
③ 학위논문 또는 단행본 전체를 이용할 경우
Author AB, Author CD (2005) Title of thesis. University, City
2) 동일저자의 문헌이 2번 이상 반복될 때는 연차순으로 표기하며 동일저자의 동년 발행논문
은 연도 다음에 a, b, c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3) 본문중의 문헌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1인 저자의 경우 : Cho(1990) 또는 (Cho, 1990)
②2인 저자의 경우 : Park ＆ Lee(1991) 또는 (Park ＆ Lee, 1991)
③3인 이상 저자의 경우 : Kim et al. (1995) 또는 (Kim et al., 1995)
※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발간된 본 논문집의 영문 및 국문논
문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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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표준 양식(Template)

논문집 '자연과학'에 투고할 원고의 표준 양식
김OP1)*⦁이ST1)⦁박XY2)
1)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2)

한국 대학교 자연과학과

Template of Manuscripts for 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Ooo-Ppp Kim1), , Sss-Ttt Lee1) and Xxx-Yyy Park2)
*

1)

Dept. of Physic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10-702, Korea
2)
Dept. of Natural Science, Hankuk University, Seoul, 100-100, Korea

Abstract: It is the template of manuscripts for ‘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This template is a version determined at the end of 2012.

요약: 이것은 자연과학연구소에서 이번 2012년 후반기에 복간하게 되는 논문집인 ‘자
연과학’에 투고되는 원고들에 대한 표준양식이다. 이 표준 양식은 2012년 말에 정해
진 것이다.

Keywords: 자연과학, GWNU, 표준양식, Template,

1. 서론
2002년부터 국내의 7개 지역대학들이 연합하여 발간해 오던 ‘자연자원연구논문집
(Journal of Basic and Life Resources Science)’이 2010년 12월의 마지막 발간을
끝으로 폐간된 후, 우리 연구소 자체의 논문집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난
* Corresponding Author. E-mail: opkim@gwnu.ac.kr, Tel: +82-33-64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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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지속되어 왔다(Kim & Park, 2011). 자체 논문집 발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였다. 적극 추진하는 의견
이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 논문집 발간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며, 또한 연구소 존립의 명분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12년
9월에 개최된 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논문집 발간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Choi et al., 2012).

2. 이론 배경과 연구 방법
(1) 경과보고
강릉원주대학교의 자연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1985년 3월 설립되었고
1990년 3월 법정연구소로 전환되었다(Lee & Jeung, 1990; Kwon et al., 2001). 본
연구소에서는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자연과학 분야 학술논문지로서“自然科學”지를
매년 2회씩 발간해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전국 7개 국공립대학이 연합하여 공동학
술지인“자연&자원연구”지를 발간함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 발행해오던“自然科學”지는
2001년 6월에 17권 1호(통권 31호)로 종간하고 자연과학 연구소의 편집위원회는 해
산되었다(Yoon, 2002; Author-1, 2004).
(2) 재 발간 계획
자연자원연구논문집이 2010년 12월 발간을 끝으로 종간함에 따라, 그에 따른 후
속 조치에 대하여 2011년 여름부터 여러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2001년 6월에 제17권 제1호(통권 제31호)를 끝으로 종간하였던 논문집 “自然科學”을
복간하는 개념으로 2012년 후반기에 제18권 제1호(통권 제32호)부터 재발행을 시작
하기로 결정하였다(Baeck, 2012).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년 2호씩 발행함을 원칙
으로 하지만, 전반기에 접수된 원고의 편수가 기준 편수에 미달한 경우, 발행을 생략
하고 다음 후반기에 합하여 발행할 계획이다. 기준 편수는 운영위원회(편집위원회)에
서 따로 정한다. 그러나 편수에 무관하게 1년에 최소 한번은 발행할 예정이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1) 투고자격
본 연구소 연구원이 주-저자 또는 공동 저자인 경우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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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초청 논문의 경우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
여할 수 있다. 본 연구소의 각 연구원은 자신이 주-저자인 논문은 각 호당 1편까지만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논문을 1편까지만 더 투고할 수 있다. 즉
각 호당 총 2편까지 투고 가능하다. 또한 외부 연구자의 투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
하여, 본 연구소 연구원이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연구소 연구원 2인 이
상이 본 논문집의 성격에 부합하는 논문이라고 추천하는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원고의 종류와 접수 및 양식
다른 학술잡지에 발표되지 않는 연구논문(Article)과 총설(Review)로 제한하고, 속
보(Communication)와 단문(Note)은 접수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일까
지 논문원고를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며, 논문이 도착된 날짜를 접수일
로 한다. 원고의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워드프로세서(HWP와 MS-WORD)를 이용하
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형식(Template)를 사용
하여야 하며,) 논문집이 인쇄되었을 때의 형태 그대로 원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원고 작성 기준’(Baeck et al., 2012)과 이 ‘표준양식(Template)’을
참고한다.
(3) 심사 과정 및 기타 사항들
1)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정지시와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Author-3, 2007).
2) 투고자는 적합한 심사자를 2인 이내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심사자에
서 배제하여야 하는 사람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자의 최종 선택은 편집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심사자에 의한 교정/정정/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주-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주일 안에 이에 대하여 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 게재가 거
부될 수 있다.
4) 게재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별쇄본은 제공하지 않으며, pdf 파일로 대신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고 작성 기준’(Baeck et al., 2012)에서 설명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집의 발간이 연구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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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복간은 비교적 늦게 2012년 9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원고의 수가
많지 않으며,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들이 주로 참여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감사의 글
이 표준양식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표시해준 교수님들과 운영위원님들에게 감사드
린다. 또한 본 연구소 운영비용에 지원하여 준 강릉원주대학교 교무처와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5. 참고문헌
Author-1 AB, Author-2 CD (2004) Title of article. Plant Mol Biol 50:100-110. (학술지
논문 경우에 대한 예.)
Author-3 EF, Author-4 GH (2007) Title of article. In:Author EF, Author GH, (eds),

Title of Books, Ed2, Vol3, Publisher, City, pp 15-30. (책에 실린 논문의 경우.)
Baeck KK, (2012)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Baeck KK, Choi SJ, Kim KJ, Kim JH, Jeung DB, Kim BM and Kim BG (2012)
자연과학논문집 원고작성기준.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강릉시.
Choi SJ, Ahn DW, Jeung DB, Kim BK and Baeck KK (2012) Title of thesis.
University, City. (학위논문 또는 단행본 전체를 이용할 경우.)
Kim JH and Park JK (2011) 논문의 제목. 학술지 이름 권-번호:시작페이지-끝페이지.
Kwon AH, Baeck KK and Kim BM (2001) Studies on the Asian eupatoris I. Plant

Species Biol. 1: 99-116.
Lee JH and Jeung JK (1990) 논문의 제목. 학술지 이름 권-번호:2891-2912.
Yoon BJ (2001) Anomalous Properties of Water as the Result of Quantum Effects J.

Chem. Phys. 271:4231-4241.
--------------------------------(표준양식의 끝)-----------------------------

- 126 -

편집위원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이창호
오주목(수학)

김동기(정보통계)

윤재선(물리)

정은희(화학신소재)

이규송(생물)

이권호(대기환경과학)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자연과학(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제24권 제1호 (통권 38호)

2018년 12월 인쇄
2018년 12월 발행
발행처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우) 210-702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T +82-33-640-2637 F +82-33-640-2264
H http://rins.gwnu.ac.kr

인쇄

성원인쇄문화사 (033-652-6373)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88

- 127 -

<비매품>

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Vol. 24,

No. 1,

2018. 12.

(Serial Number 38)

Contents
Title

Author(s)

Page

Mysterious Liquid, Water
Byoung Jip Yoon

1

Kwon-Ho Lee

16

Mi yeoun Woo, Jung Mi Ko, Yong Chan Kim

35

Remote Sensing Techniques for the Asian Dust Monitoring
Boolean algebras and De Morgan algebras
An analysis of a model problem for bifurcation of the 2D elliptic type differential equation
Hongchul Kim

45

Byeong Moon Kim, Byung Chul Song

58

2-Chromatic Number of the Strong Product of a Cycle and a Complete Graph
Elementary proofs of some properties of fuzzy power structures
Ju-Mok Oh

64

Soon-kwi Kim, Young Hoon Lee

75

A Comparison of Statistical Packages for Factor Analysis
Portfolio Analysis of asset management of life insurance company
Myung-Su Kim, Ji-Hwan Jeon, Dong-Bin Jeong

86

A Study on the Trend for the Power Generation of the Solar Radiation and Wind Energy
Dongwan An

98

Keum-Chul Seo, Jin-Seung Jung

106

Microwave Absorption Properties of BaFe12O19@PANI Nanocomposites

Author Guides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