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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제거장치를 이용한 도심 저류지 시설에서의 안개 저감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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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발생하는 안개는 특정 지역/시간대를 예측하기 어려워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건조공기와 음이온 응결핵을 통해 안개입자를 직접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안개제거장치를 이용한 백연성 안개 저감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류지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백연성 안개에 대하여 안개제거장치를 이용한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기온 환경에 따른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100 m 거리에 위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가시거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30초 이내에

100 m 이상의 가시거리를 확보 가능하였으며 이것으로 안개저감효과가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온 환경에 따라 온

도가 낮을수록 백연성 안개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기온 환경별 백연성 안개의 저감효과에 대한 영향성은 미미한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안개제거장치를 이용하여 저류지환경에서 발생된 백연성 안개에 대한 저감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안개제거장치, 백연성 안개, 음이온 응결핵, 건조공기

ABSTRACT Fog to which environmental impacts are sensitive has a danger to the safety of citizens due to the difficulty in

predicting the specific area/time zone. Therefore, we propose a white smoke fog reduction technique using a fog removal device

that can remove fog particles directly through dry air and anionic condensation nucleus instead of conventional passive countermea-

sures. In this study, to verify the effect of reducing fog and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white smoke fog which is frequently

occurred in the detention basin. As a result, the visible distance of 100m or more was secured within 30 second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fog reduction effect is more effective. Also, the lower the temperature, the larger the amount of white

smoke fog was. However, the effect of reducing the white smoke fog by temperature was insignificant. Through this experiment, it

was possible to verify the reduction effect of the white smoke fog generated in the detention basin through fog removal device.

KEYWORDS Fog removal device, White smoke fog, Anionic condensation nucleus, Dry air

1. 서 론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속히 발달되면서 도로

교통사고·화재·붕괴와 같은 사회 재난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et al., 2016). 특히, 이 중에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대형사고로 확산되고 있

다. Fig. 1 날씨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률에 따르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안개 속 도로에서는 다른 기상상태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며 치사율은 다른 날 대피 2~4배 가

량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지만, 사고예방 및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Kim et al., 2005).

안개의 특성상 공기와 지표 사이 기상·지형 조건 및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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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람 상태 등의 환경적인 영향에 민감하여 발생하는 특

정 지역 및 특정 시간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후변

화에 의해 도시열섬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안개 발생은 보다 잦아지고 있으며, 하천과 저수지 등의 넓

은 개방수면에 위치한 지역 인근에서는 더욱 자주 발생한다.

현재 기존의 안개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은 크게 사전대책

과 사후대책으로 구분되어진다. 사전대책은 보통 각종 관

리구간의 지정과 안전시설의 설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사후대책은 점멸등, 도로전광표지(VMS), 방무벽등의

선형안내 및 정보제공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

존 안개 발생시 대응방안은 통제와 안내, 정보전달 등으로

한정적이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다. 또한 방무벽

등과 같은 대응방안들은 국부적으로 발생한 짙은 안개발생

시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다양한 안개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안개 유형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조공기 및 음이온 응결핵을 이용한 안개저감장치를 개발

하였다(Lee et al., 2017). 그리고 이를 통해 백연성 안개가 빈

번하게 발생되는 도심 저류지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4 oC, -2 oC, -9 oC 상태에서 백연성 안개의 양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안개제거장치의

저감효과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안개의 생성원리 및 종류와 안개를 저감시

키기 위해 적용된 안개제거장치 내 안개제거물질인 건조공

기와 음이온 응결핵을 이용한 안개 제거원리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Lutgens Tarbuck, 2009).

2.1 안개의 생성원리 및 종류

어떤 온도 조건에서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한정되어 있다. 공기에서 포함된 수증기량이 과포화 상태

일 경우, 응결율이 증발율보다 커지면서 안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의 공기가 과포화되는 요인은 수증기의 공급이

활발하여 증발이 되는 경우와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용량이 작아짐에 따라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두가지 요인에 따라 안개의 종류도 구분하게 된

다. 첫 번째, 수증기 공급이 활발하여 증발에 의해 형성되는

안개이다. 이 요인에 의해 발생한 안개의 종류는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안개인 증발 안개와 온

난·한랭 전선 구름에 의해 떨어지는 비가 아래의 차가운 공

기가 이슬점에 근접하여 발생하는 전선안개가 있다.

두 번째, 기온의 냉각에 의해 형성되는 안개이다. 이 때의

안개의 종류는 지표 및 지표 부근 공기의 복사 냉각에 의해

생성되는 복사안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찬 지면으로 이

동하면서 냉각되어 형성하는 이류안개와 습한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따라 상승해 올라갈 때 공기가 냉각되어 형성하

는 활승안개가 있다. 

Fig. 1. Death rate of traffic accident by weather type (2012~

2014, Road Traffic Authority)

Fig. 2. The principle of fog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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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개제거장치 내 안개제거물질을 이용한 안개 제거원리

일반적으로 안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충분한 양의 수

증기가 냉각되어 응결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

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을 줄이거나 기온을 상승

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한 물방울의 생성을 촉진

시키는 흡습성의 미립자인 응결핵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에 안개제거장치 내 안개제거물질을 이용하여 Fig. 2와

같은 과정으로 안개를 제거한다. 우선 송풍기를 통해 안개

입자를 흡입한 후, 흡입된 안개입자를 가열하기 위해 연료를

연소함으로써 건조공기와 음이온 응결핵을 생성한다. 생성

된 안개제거물질을 다시 공기 중에 확산시킴으로써 대기

중에 존재하는 안개입자를 응집, 분화과정을 통해서 침강

및 증발시켜 제거하게 된다. 

3. 안개제거장치 구성 및 실험적 검증

3.1 안개제거장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도심 저류지 환경에서 백연성 안개를 저

감시키고자 건조공기 및 음이온 응결핵을 이용한 안개제거

장치를 개발하였다. 장치는 Fig. 3과 같이 연료탱크, 송풍기,

열풍기 및 음이온 발생기, 전장제어로 구성된다. 본 장치의

구동방식은 전기식이며, 성능 목표는 시정거리 100 m이상

이다. 또한 초기방출습도는 40%, 방출 음이온수는 백만개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작동원리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여

러 대를 병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시정

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상시 100 m

이상의 시정을 확보될 수 있도록 안개제거장치의 시간에

따른 안개제거 영역 및 범위를 모델링 한 예시이다. 

3.2 안개제거장치를 이용한 백연성 안개 저감 실험

안개제거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Fig. 5와

같이 안개가 집중적으로 누적되는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만우천 인근 저류지 시설에서 진행되었다.

3.2.1 실험 구성 

본 실험은 개발된 안개제거장치의 성능을 정성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이에 실험방법은 Fig. 6과 같이 100 m 거리에

표지판을 설치한 뒤 가동전후의 식별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된 안개제거장치 중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은

전력소비량 75 kW급의 안개제거장치를 선정하였으며, 사

양은 Table 1과 같다.

본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안개제거물질인 음이온 응결핵

과 건조공기를 이용한 안개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송풍

기만 가동할 경우와 전체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송풍기만 가동할 경우에는 음이Fig. 3. The mimetic diagram of fog removal device

Fig. 4. Examples of fog removal area modeling for the device

Fig. 5. The site of white smoke fog generation – detention basin

Fig. 6.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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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및 건조공기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시스템의 가동전후에 대한 백연성 안개 저감 성능실험

을 수행하였다.

3.2.2 실험 결과

실험 결과, Table 2와 같이 안개제거장치의 저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이온 응결핵과 초저습도 공기의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의 송풍기만 가동한 경우, 30

초간의 가동 시간 동안 100 m 표지판의 육안식별이 불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전체 시스템 가동한 경우

에는 18초일 때 100 m 표지판의 식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음이온 음결핵과 건조공기의 안개 저감에 대한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 기온 환경별 안개저감장치에 대한 백연성 안개 저감

효과 비교 분석

다음 실험은 기온 환경에 따른 안개저감장치의 저감효과

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3.3.1 실험 구성

기온 환경에 따라 발생된 백연성 안개의 양을 비교하고,

온도에 따라 75kW급의 안개저감장치를 이용하여 안개의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온 조건은 4 oC,

-2 oC, -9 oC의 환경에서 실험을 계획하였다. 또한 앞선 실험

과 동일하게 송풍기만 가동할 경우와 전체 시스템을 가동

할 경우로 나누어 가동전후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Fig. 7과 같이 기온 환경에 따라 백연성 안개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3.3.2 실험 결과

본 실험을 수행한 결과, Table 3을 통해 현장 기온 환경별

Table 1. Specification of fog removal device

Blast performance 170 mmAp

Maximum volume of wind 69,600 m3/h

Electricity consumption 75 kW

Fuel for use Kerosene

Weight 3.5t

Size [H × W × D] 3900×2000×2500

Fuel consumption 48 l/hr

Capacity of fuel tank 900 Liter

Anionic generator 30

Table 2.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operation for blower/full

systems of fog removal device

Blower

Full system

Fig. 7. The amount of white smoke fog according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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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온도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백연성 안개가 더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나, 기온 환경에 따라 백연성 안개의

저감효과에 대한 영향성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시스템을 통해 백연성 물안개의 저감효과는 어떠

한 온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심 저류지 환경에서 발생하는 백연성

안개에 대한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안개제거물질인

건조공기와 음이온 응결핵을 이용한 안개제거장치를 개발

하였다. 또한 기온 환경에 따른 저감효과의 영향성을 분석

하고자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하였다.

1) 안개제거장치 내 송풍기만 가동할 경우에는 안개 저감

효과는 미미하였으나, 전체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에는 18

초 경과 후 100 m이상의 가시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

였다.

2) 기온 환경에 따라 온도가 낮을수록 백연성 안개량은

크게 발생하였으나 기온 환경에 따른 백연성 안개의 저감

효과에 대한 영향성은 미미했다.

이에 위 사실들을 근거로 안개제거장치를 통해 도심

저류지환경에서 발생된 백연성 안개에 대한 저감 효과

를 검증할 수 있었다. 추후 안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안개

에 대한 안개제거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고, Fig. 8과 같이

획득한 정보에 대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픽셀별

RGB값의 속성을 취득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자 한다.

Table 3. Reduction effect of white smoke fog by temperature

when using 75kW fog removal device

4 oC

Before 

operation

After 

operation

-2 oC

Before 

operation

After 

operation

-9 oC

Before 

operation

After 

operation

Fig. 8. A example of quantitaive evaluation index using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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