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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실험에 의한 붐식 살포 농약의 노즐형태와 분사압력에 따른 

비산 특성 분석

Analyzing Drift Patterns of Spray Booms with Different Nozzle Types and 
Working Pressures in Win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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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rising concerns about pesticide spray drifts, this study analyzed the drift patterns of two typically-used nozzles, XR nozzle and AI nozzle, 

concerning their working pressures and wind speeds by wind tunnel experiments. AI nozzle showed low drift potential with larger droplet sizes 

compared to XR nozzle. Airborne and deposition drifts of XR nozzle were two times higher than those of AI nozzle under high wind speeds 

(≥2 m s-1). In all cases, higher working pressures decreased the droplet sizes, thereby increasing the airborne and deposition drifts. Higher wind speeds 

also resulted in more airborne drifts, while ground deposition was increased under lower wind speeds. These effects of working pressures and wind 

speeds on the airborne and deposition drifts were observed at leeward distances less than 4 m from the nozzles. However, the airborne and deposition 

drifts were barely affected by the working pressures and wind speeds at leeward distances more than 11 m. The measurements were fitted to regression 

models of the drift curve with acceptable R2 values greater than 0.8, demonstrating that further studies will be useful to settle domestic issues of spray 

dr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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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로 인

해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MAFRA, 2021). 특히 농약 살포 시 바람에 의한 농약의 비산

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주변의 타 작물에 퇴적 및 

잔류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 (Noh et al., 2020a). 국내 농약 사용량은 1 ha 당 평균 10.2 

kg으로 (KOSTAT, 2021) 전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으므

로 (Hong and Kim, 2018), PLS 제도 하에서 농약의 비산을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약 비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환경, 생태, 보건적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나 (Hong et al., 2021), 

국내에서 농약의 비산에 대한 공학적 연구는 근래에 본격적

으로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Hong and Kim, 2018; Kim and 

Hong, 2019; Park et al., 2020; Noh et al., 2020a; Noh et al., 

2020b). 농약의 공기 중 비산은 농약 액적이 바람에 이류하는 

공기역학적 거동에 기인한다. 액적에 작용하는 바람에 의한 

운송력, 중력에 의한 침강력, 지표 난류에 의한 상승부력, 액

적 형상에 의한 항력 등에 의해 액적이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중력과 지표 난류에 의한 연직 운동에 의해 액적의 퇴적이 

이루어지고 비산 거리가 추정될 수 있다 (Hong et al., 2018). 

즉, 농약 액적의 크기와 풍속, 풍향, 대기안정도 등의 기상 조

건이 농약의 비산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이 외에도 기온과 습도는 증발에 의해 액적의 크기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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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대상 작물의 크기, 밀도, 형상은 농약 살포 시 작물을 

투과하는 비산 가능량과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농약의 비산

에 영향을 준다 (Hong et al., 2021).

농약 비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산 커브 (Drift curve)

를 통해 비산 가능 거리를 예측하거나 (Nuyttens et al., 2010; 

Cunha et al., 2012; Gil et al., 2018; Hong et al., 2018) 농약의 

비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큰 입경의 액적을 생성시키는 

특수 노즐을 활용하는 연구들 (Guler et al., 2007; Ramsdale 

and Messeersmith, 2017; Gregorio et al., 2019)이 진행되고 있

다. 다양한 살포 방법과 노즐 장비에 대하여 비산 커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비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앞으로 

농약의 비산을 평가하고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Bonds and Leggett, 2015). 미국의 US EPA는 1990년

에 이미 Spray drift task force를 조직하여 농약 비산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대다수 국가들도 2000년대에는 농약 비

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농약의 비산은 기상, 작

물, 지형 등 국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국내 

환경에 맞는 농약 비산 연구와 실측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농약의 비산은 주로 감수지, 필터, 스크린 등의 소형 샘플

러를 대상 작물 주변에 거리별로 설치하여 측정하는데, 시간

과 비용의 한계로 정밀한 측정이 어렵다 (Zhu et al., 1994; 

Hong and Kim, 2018). 특히 예측 불가능한 풍향과 풍속으로 

인해 풍하측에 설치해야 하는 샘플러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로 풍향이 ±30° 이내로 안정된 상태

에서 비산 포집 실험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SAE, 

2013a). 따라서 현장 실험 수행에 시⋅공간적 제한 요인이 많

아 일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량의 측정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풍속

과 풍향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경 조건으로 

반복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풍동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eichard et al., 1992; Endalew et al., 2009; Nuyttens et 

al., 2010; Torrent eet al., 2017; Noh et al., 2020a). 풍동장치를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풍동장치의 크기가 제한되므로 비산 거리가 짧고, 농약 살포

기가 작은 붐식 (Boom type) 살포에 한 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 조건을 제어하여 반복 실험이 

가능한 풍동장치를 활용하여 붐식 농약 살포에 대한 비산 특

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 수행을 위해 먼저 국내에서 붐

식 농약 살포기에 주로 이용하는 두 가지 노즐 유형을 선정하

고, 분사압력을 달리하여 약액을 살포하고, 풍동장치를 활용

하여 다양한 풍속에 따라 비산 현상을 모의하였다. 실험을 통

해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산 커브에 적용하여 노

즐별 비산 경향을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노즐과 입경 분포 측정

연구에 사용된 노즐은 국내⋅외에서 지상 및 항공방제 살

포기에 주로 사용되는 TeeJet사 (미국)의 XR (Extended range 

flat spray tips) 노즐과 AI (Air induction flat spray tips) 노즐이

다. XR 노즐은 붐 스프레이어, 과수원용 방제기, 항공방제 드

론 등 다양한 방제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노즐이며, AI 노즐은 공기가 채워진 액적을 생성시켜 적은 

양의 약액으로 크기가 큰 액적을 생성시키는 특수 노즐이다. 

액적의 크기가 클수록 비산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일반적으

로 비산 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노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노즐에서 생성되는 액적의 입경 분포는 레이저 회절 (Laser 

diffraction), 레이저 이미징 (Laser imaging), 레이저 위상 도플

러 기술 (Laser-based phase-Doppler) 과 같은 레이저 기반 기

술로 측정하도록 제안된다 (ASAE, 2013b). 본 연구에서는 0.1∼

2,000 µm 범위의 입경을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회절 시스템 

Spraytec (Malvern, UK)으로 노즐의 입경 분포를 측정하였다 

(Fig. 1(a)). 

노즐은 부채꼴형 플랫 노즐인데 반해 입경 측정은 레이저 

빔에 의한 점 측정이므로, Fig. 1(b)와 같이 노즐로부터 2개 

거리에서 각각 3개 위치에서 액적의 입경을 측정하였다. 입경

Nozzles XR8002 AI8002

Type Flat Flat

Working pressure (psi) 15∼60 (1∼4 bar) 30∼115 (2∼8 bar)

Drop size Fine*∼Medium** Coarse*∼Ultra coarse**

Flow rate (L min-1) 0.46**∼0.91* 0.65**∼1.29*

Spray angle (o) 80 80

Table 1 Spray nozzle characteristics used in the study (* and ** indicate the condition at the highest working pressure and the lowest

working pressur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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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은 각 위치에서 5초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다양한 입경 상태에 대해 측정하기 위하여 XR 노즐은 15 psi

와 60 psi의 압력을 주어 각각 “Medium”과 “Fine” 크기의 입

경이 생성되도록 하였고, AI 노즐은 30 psi와 60 psi의 압력을 

주어 각각 “Ultra coarse”와 “Extremely coarse” 크기의 입경이 

생성되도록 설정하여 입경 분포를 측정하였다. 입경의 분포

는 Dv10, Dv50, Dv90의 세 인자로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Dv(xx)는 질량 누적 분포로 (xx)%에 해당하는 입경을 의미

한다.

2. 비산 특성의 풍동실험

풍동실험은 폭 3 m, 높이 2 m, 길이 15 m의 토출식 경계층 

풍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소재)에서 수

행하였다. 노즐은 1.2 m 높이에서 연직 하향으로 분무하도록 

설치하였고, 노즐로부터 풍하 방향으로 2, 4, 7, 11, 15 m 거리

에서 비산을 측정하였다. 노즐로부터 2 m 거리 이내는 노즐로 

분사되는 대상 영역으로 간주하여 비산의 측정에서 제외하였

다. 공기 중 이동하는 농약 액적은 200 cm2 (20 cm × 10 cm) 

나일론 스크린을 바닥에서 0.3, 0.6, 0.9 m 높이에 설치하여 

농약 액적을 포집하였고, 바닥에 침강하여 퇴적되는 농약 액

적은 동일 지점의 바닥에 900 cm2 (30 cm × 30 cm) 아크릴판을 

놓아 포집하였다 (Fig. 2와 Fig. 3). 나일론 스크린의 포집효율

은 Fox et al. (2004)의 풍동실험에 의하면 50∼70%로 알려져 

있다.

풍속을 0.5, 1, 2, 3 m s-1의 네 가지로 변화시키며, 두 노즐에 

대하여 압력을 각각 XR 노즐은 15 psi와 60 psi, AI 노즐은 

30 psi와 60 psi로 분사하여 농약의 비산량을 측정하였다. 모

든 실험은 2회 반복하였으며, 매 실험마다 약액이 다음 실험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일론 스크린은 밀폐하여 분리 보

관하였고, 아크릴판 또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 

비산 약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농약은 유효성

분이 없는 blank formulation의 액상수화제 ((주)팜한농 제공)

를 물에 16배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매 실험 10초간 분사하

였다. 

(a) Test using laser diffraction size analyzer (b) The locations of droplet size measurement

Fig. 1 Measurement of droplet size using PDPA 

Fig. 2 Schematic diagram of wind tunnel experiment for spray drif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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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산량 정량 측정 방법

풍동실험에서 포집한 시료는 수거 후 실험실에서 TOC (총

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를 측정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풍동실험 후 수거한 나일론 스크린은 3차 초순수 100 ml와 

유리병에 넣고, 회전 교반기에서 150 rpm으로 10분 간 교반하

여 세척한다. 이후 세척수를 40 ml 바이알에 옮겨 담은 후 

TOC분석기 (multi N/C® 3100, Analytik Jena, Germany)를 이

용하여 비정화성유기탄소방법 (NPOC, Non Purgeable Organic 

Carbon)으로 TOC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 후, TOC 농도에 최

초 혼합한 초순수의 양 (100 ml)을 역산하여 나일론 스크린에 

포집된 유기탄소의 양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크

릴판은 600 ml의 초순수 세척수를 사용하여 아크릴판에 포집

된 유기탄소의 양을 분석하였다. 실험 시 살포 전의 농약 혼합

액의 TOC 농도를 측정하고 각 포집기에 포집된 유기탄소 양

과 비교하여 각 포집기에 포집된 약액을 정량 분석하였다.

4. 비산 커브 추정

풍속 및 노즐 특성에 따른 비산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약액의 비산 양상을 대표하여 나타낼 수 있는 비산 커브 추정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 확보한 농약 비산 데이

터는 대부분 점 측정에 의존한 적은 양의 데이터이므로, 측정

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비산 커브를 추정하

여 활용한다. 대부분의 모델들은 살포 위치로부터의 풍하 거

리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데, 거리에 따라 비산량이 감소되

는 형태로 나타난다. 감소 곡선의 형태는 지수, 로그, 거듭제

곱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된다 (Hong et al., 2021). 붐식 살포

기에 대해서는 풍하측 도달 거리 외에도 노즐 높이, 노즐 압

력, 유량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기도 한다 (Smith et al., 2000; 

Nuytten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비산 커브 중 압력, 

풍속 등 인자를 독립변수로 활용 가능한 모델을 참고하여 다

음과 같은 두 개의 비산 커브 모델을 결정하고, 풍동실험 결과

들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log  




log





 (Smith et al., 2000) (1)

  

×





   (Nuyttens et al., 2007) (2)

여기서 는 총 살포량에 대한 비산량의 비율, 는 노즐로

부터의 거리 (m), 는 노즐의 압력 (psi), 는 풍속 (m s-1), 












는 회귀상수이다. 총 살포량은 풍동실험 시 측정하

였으며, XR 노즐은 15 psi와 60 psi에서 각각 125 ml, 246 ml이

며, AI 노즐은 30 psi와 60 psi에서 각각 175 ml, 256 ml이다.

Ⅲ. 결과 및 고찰

1. 노즐의 입경 분포

XR 노즐과 AI 노즐의 입경분포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XR 노즐은 노즐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입경이 전체

적으로 약 10 μm 내외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노즐은 Dv10은 10∼20 μm 정도 증가하지만 Dv50과 Dv90은 

오히려 10∼30 μm 정도 작아졌다. 일반적인 노즐에서는 노즐 

출구에서 생성된 매우 작은 액적들은 짧은 시간 내에 소실되

므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평균 입경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 노즐에서 생성된 액적은 내부에 공기가 채워져 있

으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큰 액적들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Dv90과 같은 큰 입경은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즐로부

터의 거리에 따라 입경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농업용 노

Fig. 3 Scenes of spray drift experiment in win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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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즐에서 0.5 m 거리에서 입경 분포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Nuyttens et al., 2009). 두 노즐 모두 

큰 압력이 작용했을 경우 크기가 더 작은 액적이 생성되었다.

XR 노즐과 AI 노즐에서 생성된 액적의 입경 분포를 동일

한 압력인 60 psi와 0.5 m 거리에 대하여 비교하면 AI 노즐에

서 생성된 액적이 XR 노즐에 비해 약 2배 (Dv10, Dv50, Dv90

에 대해 각각 1.9, 2.1, 2.2배) 정도 크게 측정되었다. 비산 가능 

입경은 외부 풍속, 살포 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큰 입경의 액적이 항상 비산 가능성이 작으므로 

(Zhu et al., 1994), AI 노즐이 XR 노즐에 비해 비산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2. 노즐의 비산 특성

풍동실험에 의해 공기 중에서 비산되는 약액의 양과 바닥

면에 퇴적되는 약액의 양을 각 샘플러의 단위면적당 질량으

로 계산하여 비산된 약액량을 도출하였다. 또한 XR 노즐과 

AI 노즐의 거리에 따른 공기 중 비산량을 Fig. 4에 나타내었

다. 두 노즐 모두 공기 중 비산량은 풍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의 증가에 따라 비산량이 증가하

며, 1 m s-1 낮은 풍속보다는 높은 풍속에서 비산량의 증가가 

확연히 크게 나타났다. 특히 풍속이 2 m s-1에서 3 m s-1로 

증가하면서 비산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풍속의 영

향은 낮은 풍속에서는 4 m 거리까지 나타났으며, 2 m s-1의 

높은 풍속에서는 7 m 거리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 압력에 따라서는 낮은 압력에 비해 높은 압력일 때 

공기 중 비산량이 최대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액적의 입경이 작아지므로, 비산 

가능한 액적의 물리적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즐별로는 

AI 노즐이 XR 노즐에 비해 공기 중 비산량이 1/2 이하로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나 AI 노즐이 비산을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특성은 2 m s-1 이상의 높은 

풍속 조건에서만 해당하며, 낮은 풍속일 때는 유사한 수준이

거나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Table 1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AI 노즐의 유량이 XR 노즐보다 높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에 퇴적되는 비산량 또한 Fig.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3m 이내에서 XR 노즐과 AI 노즐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XR 노즐의 경우 공기 중 

비산량과 동일하게 압력이 낮을 때 비산량이 약 2배 이상 크

게 나타났다. 풍속에 따라서는 공기 중 비산과는 반대로 낮은 

풍속일수록 바닥에서의 비산량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높은 풍속에서는 농약 액적이 공기 중에 비산되는 경향

이 큰데 반해 풍속이 낮아질수록 바닥에 침강하여 퇴적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 모든 풍속과 압력 및 노즐의 조

건 하에서도 약 7 m 거리 이후에는 20∼40 μL cm-2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다양한 인자의 영향은 약 4 m 이내의 

거리에서만 비산 특성의 차이를 유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위면적당 공기 중 비산량과 지면 퇴적량의 비 (A/D)를 

비교한 결과는 Fig. 6과 같이 제시하였다. XR 노즐의 경우 

풍속이 1 m s-1 이하에서는 2 m 위치에서의 비율이 1 이하로 

지면에 퇴적되는 양이 더 많으며 거리에 따라 공기 중 비산량

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풍속이 2 m s-1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 중 비산량이 최대 147배 높게 나타났으며, 거리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AI 노즐의 경우에는 압력 15 psi, 풍속 0.5 m s-1 

인 경우 (A/D = 0.8)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A/D가 1 이상

을 나타내어 공기 중 비산량이 지면 퇴적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노즐은 액적 입경의 크기를 크게 하여 공기 중 

비산 보다는 지면 퇴적을 늘려 전체 비산량을 감소시킬 것으

로 예상하여 A/D가 1보다 작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A/D가 

대체로 2∼4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결과에서

도 AI 노즐의 공기 중 비산량과 지면 퇴적량은 XR 노즐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준이므로 의도하였던 비산량 감소는 이

Nozzles
Pressures and Locations Droplet sizes (μm)

Pressures Distance (m) Dv10 Dv50 Dv90

XR8002

15 psi
0.3 126.9±2.20 232.2±10.8 432.7±26.1

0.5 126.2±4.60 241.6±4.00 451.4±11.7

60 psi
0.3 074.0±1.00 151.5±1.10 300.8±1.90

0.5 081.0±0.90 162.3±1.30 304.5±1.70

AI8002

30 psi
0.3 185.9±9.90 431.6±8.20 753.7±4.60

0.5 205.7±15.0 423.2±9.40 742.4±3.60

60 psi
0.3 143.3±3.80 366.5±11.2 712.5±9.30

0.5 152.8±4.20 340.7±7.80 680.8±7.50

Table 2 Spray droplet sizes of XR and AI nozzles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location and work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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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D가 1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AI 노

즐에서 의도하였던 많은 양의 지면 퇴적이 2 m 거리 이내의 

분사 대상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D는 

거리 11 m 이내에서는 풍속, 압력, 노즐 등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값을 보이고 있으나, 약 11 m 이상의 거리에서는 위의 

조건에 상관없이 약 2∼4 정도의 일정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산을 저감하기 위해 노즐이나 압력을 변

경하는 조치들은 약 11 m 거리 이내에서 대부분의 저감 효과

가 나타나며,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단위면적당 공기 중 비산

과 지면 퇴적의 비율이 2∼4 정도로 일정하게 비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 XR nozzles (b) AI nozzles

Fig. 6 Airborne/Deposition ratio by nozzle (P: pressure, WS: wind speed) 

(a) XR nozzles (b) AI nozzles

Fig. 4 Airborne spray drift by nozzle (P: pressure, WS: wind speed)

(a) XR nozzles (b) AI nozzles

Fig. 5 Deposition spray drift by nozzle (P: pressure, WS: wind speed) 



박진선⋅이세연⋅최락영⋅정한나⋅노현호⋅유승화⋅송호성⋅홍세운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3권 제5호, 2021 • 45

3. 비산 커브 추정

풍동 실험 결과를 두 가지 비산 커브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XR 노즐은 두 모델에 대해 모두 

0.71∼0.84의 결정계수를 보여 비산 커브 모델의 설명력이 높

았다. 특히 식 (2)의 비산 커브 모델이 공기 중 비산과 지면 

퇴적에 대해 각각 0.82와 0.84의 결정계수를 보여 XR 노즐의 

비산 특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였다. AI 노즐은 공기 중 비산

에 대해서만 식 (2)의 비산 커브 모델이 0.83의 결정계수를 

보인 반면, 지면 퇴적에 대해서는 모두 0.5 이하의 결정계수를 

보여 비산 커브 모형이 비산 특성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모델의 적합도를 결정계수만으로 판

단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결정계수는 현재 측정된 데

이터에 대해 회귀 모델을 일치시킨 결과이므로, 향후 추가로 

측정된 실측값을 통해 현재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를 비교함

으로서 모델의 적합도를 재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 (2)의 비산 커브 모델에 대한 XR 노즐과 AI 노즐의 데이

터 분포는 Fig. 7에 제시하였다. 거리 11 m 이상에서는 총 살

포량에 대한 비산량의 비율이 0.0001 이하로 매우 작으며, 비

산 커브 모델에 의해 추정된 비산량은 측정값에 비해 1/10∼

1/100 정도로 작게 모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결정계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

로 비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 약 0.001 이상 

수준 (약 0.1% 이상)에서는 비산 커브 모델에 의한 예측값이 

실측값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비산 커브 모델이 농약 비산

의 규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현상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80% 

이상의 설명력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약의 독성 및 

피해 대상에 따라 허용 가능한 비산량이 결정된다면, 본 비산 

커브 모델을 통해 비산 거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농약 방제용 XR 

Nozzles Drift types
R2 for Eq. 1 R2 for Eq. 2

c1 c2 c3 c4 c1 c2 c3 c4

XR

Airborne
0.71 0.82

-5.613 -0.953 -0.012 0.550 -6.329 -0.660 -0.005 0.302

Deposition
0.79 0.84

-5.271 -0.862 -0.023 -0.310 -7.633 -0.241 -0.009 -0.117

AI

Airborne
0.50 0.83

-2.000 -0.033 -0.001 0.072 -1.967 -0.019 0.000 0.016

Deposition
0.33 0.47

-1.977 0.019 0.000 -0.003 -1.999 0.006 -0.000 -0.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two drift curves

(a) XR nozzles (b) AI nozzles

Fig. 7 Regression of drift curve for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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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과 AI 노즐에 대하여 노즐의 작동 압력과 외부 풍속에 

따른 비산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레이저 회절 시스템으로 

입경 분포를 측정한 결과 AI 노즐은 공기가 채워진 액적을 

생성하여 XR 노즐에서 생성되는 액적에 비해 입경이 약 2배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농약의 비산이 저감되는 효

과를 보였다.

풍동 실험 결과에 따르면 AI 노즐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 

중 비산량은 XR 노즐에 비해 약 1/2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면

에 퇴적되는 비산량은 1/2 이하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비산 감소 효과는 2 m s-1 이상의 높은 풍속에서만 

나타났으며, 1 m s-1 이하의 풍속에서는 공기 중 비산량은 노

즐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2 m s-1 이

상의 높은 풍속에서는 공기 중 비산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

로 1 m s-1 이하의 낮은 풍속에서는 지면에 퇴적되는 비산량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작동 압력이 높아지면 노즐에서 생성된 

액적의 입경이 작아지면서 비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풍속 및 작동 압력에 의한 비산량의 증가 및 

저감 효과는 노즐로 부터 약 4 m 거리 이내에서 명확히 나타

나며 약 11 m 이상의 거리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장거리의 비산 저감 및 방지를 위해서는 추가적

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약의 비산 특성을 공학적인 풍동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현장 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농약 비산을 측정하고 비산 커브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농약 비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독성 및 허용

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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