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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화학적 변환의 새로운 매질로서의 얼음의 연구 및 응용 계획 수립

◦ 필요성: 지구상의 담수는 대부분 극지방에 얼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나 얼음 상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들이 가지는 특이성과 중요성은 최근에서야 뒤늦게 인식되고 

있음. 국제적으로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얼음화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연

구가 필요함.

◦ 연구 목표: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들의 특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극지방 

및 지구환경의 새로운 현상들을 이해하며, 나아가 얼음화학의 새로운 지식을 활

용한 실용적인 응용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주제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함.

◦ 세부 연구 목표 및 연구내용

- 얼음화학반응의 기초 특성연구: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얼음의 화학적 특이성 

연구

-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 및 지구자연현상 이해: 얼음화학반응에 기초한 극지

방 환경변화 요인 규명

- 얼음화학을 응용한 실용화 기술 연구: 얼음화학 기반 수처리 기술 및 친환경 소

재 합성법 개발

색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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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빙권, 얼음화학, 산화환원반응, 준액체층, 동결농축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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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과제명): 화학적 변환의 새로운 매질로서의 얼음의 연구 및 응용 기획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화학적 변환의 새로운 매질로서의 얼음의 연구 및 응용 계획 수립

2. 필요성:

- 얼음은 지구 담수의 80 %, 지구표면의 10~20 %를 차지함에도 얼음의 화학적 특성 

및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답지 분야

-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특성을 분자수준의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새롭게 설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음

- 얼음화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 연구가 필요

Ⅲ. 연구개발 결과

1. 얼음화학 연구의 목표: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특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극지방 및 지구환경의 새로운 현상들을 이해하며, 나아가 얼음화학의 

새로운 지식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한다.

2. 세부연구목표 별 연구내용

- 얼음화학반응의 기초 특성연구: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얼음의 화학적 특이성 

연구

-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 및 지구현상 이해: 얼음화학반응에 기초한 극지방 

환경변화 요인 규명

- 얼음화학을 응용한 실용화 기술 연구: 얼음화학 기반 수처리 기술 및 친환경 

소재 합성법 개발

1) 얼음화학반응의 기초 특성연구 : 얼음표면의 기초 화학반응 연구를 위한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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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연구 인프라 구축, 얼음 표면의 성질 및 화학적 반응성 연구, 얼음화학 

연구를 위한 분자모델 개발, 분자의 얼음 표면 흡착 구조 및 흡착 에너지에 대한 

연구, 얼음 표면에 흡착된 분자들의 광화학 반응 연구, 성간 구름의 얼음입자 

표면에서 진행되는 분자진화 과정을 연구, 얼음 클러스레이트 형성/해리 

메커니즘 규명,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객체 포집 특성 분석

2)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 자연현상 이해 : 얼음화학 연구를 위한 극지환경 

모사시스템 구축, 얼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화학적 자정작용에 대한 연구,

극지방 구름형성 관련 얼음화학 역할 규명, 얼음에 의한 광물의 화학적 풍화작용 

연구, 얼음 내 자연유기물질과 질소산화물의 화학반응이 극지방 질소순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얼음에서 일어나는 블랙카본의 화학적 변환특성 연구

3) 얼음화학기반 응용기술개발 : 얼음표면 특성을 이용한 전도성 신물질 개발, 얼음 

자정작용을 이용한 수처리기술 개발, 얼음 클러스레이트를 이용한 기체저장기술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얼음화학 연구 계획 수립에 활용 (2018년~2023년)

- 연차별 로드맵, 연구비 규모, 정량적 연구목표, 인프라 활용 계획 제시

- 국내·외 공동연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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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적 

◦화학적 변환의 새로운 매질로서의 얼음의 연구 및 응용 계획 수립

이 과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주요사업 재편을 위해 2016년 12월 

1일~2017년 2월 28일에 수행된 기획과제의 하나로서, 이 과제를 통해 얼음화학 분야의 

연구 배경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2018년~2020년의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 얼음은 지구 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저장소이며, 지구표면의 10-20%를 덮고 

있는 중요한 반응 매체임. 얼음 상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극지 뿐 아니라 전 지구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까지 수행된 환경화학 연구들은 대부분 수계 혹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반응 및 

물질 변환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실제 극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질인 얼음(해

빙, 빙하, 동토층, 얼음 에어로졸)에서의 물질 거동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음.

◦ 또한 대부분의 기존 극지방 연구들은 현장시료 채취와 분석 및 모니터링에 중심을 둔 

거시적인 연구이므로 얼음에서 일어나는 분자의 미시적 생성 및 변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

◦ 극지연구소가 얼음화학 연구를 본격화하면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대표성과로 부각될 수 

있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극지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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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적 측면

 -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수계와 대기에서 일어나는 반응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특수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의 수준은 미흡함.     

 - 기존 극지연구는 대부분 현장시료 채취와 분석 및 모니터링에 중심을 둔 거시적인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극지의 주요한 매체인 얼음 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분자 

수준에서 미시적으로 관찰하는 기초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음.  

 - 본 과제를 통해 얼음의 특수한 물리화학적 특성과,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특이성을 연구하여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음.

  

 ◦ 기술적 측면

 - 국제적으로 얼음화학 기초연구와 응용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얼음의 특수한 성질을 실용적인 기술로 응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 

 - 본 연구를 통해 얼음의 물리화학적 물성과 얼음화학의 특수한 반응조건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장비와 연구방법, 연구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응용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용적인 얼음화학 응용기술은 물질합성과 오염저감, 

환경공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산업적 측면 

 - 얼음은 냉각 시 용존 물질을 고농도로 농축시켜 독특한 화학반응을 촉진할 수 있고, 

극성분자를 흡착시키거나 가스를 저장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얼음은 온도에 따라 쉽게 물성이 변형가능하고, 독성이 없는 친환경물질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적 응용이 가능함.

 - 얼음을 이용한 고분자 합성, 가스 저장, 오염물질 분해 등 다양한 응용기술은 

환경에너지 분야, 신물질 개발과 지구온난화 대응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사회․문화적 측면

 - 현재 국내에서 거의 연구된 바 없는 흥미로운 주제인 얼음화학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인 연구단의 형태로 시작함으로써 극지과학에 대한 학계 및 대중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음.

 -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얼음화학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 국제학계에 기여하며 국내 

연구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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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얼음화학 연구 관련 국제 동향 파악
  - 얼음화학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 국내 얼음화학 관련 전문가 그룹의 연구 장비 및 연구방법 조사 및 동향파악

(POSTECH 최원용 교수, 박문정 교수 연구팀, 서울대 강헌 교수, 허영숙 교수 연구

팀, 경북대 최철호 교수 연구팀, UNIST 서용원 교수 연구팀, 한림대 김정원 교수 연

구팀 등) 

  - 선진 연구기관의 및 전문가 그룹의 기초 및 응용 얼음화학 연구 동향 파악

(미국 CALTECH A.J. Colussi, Michael Hoffmann 연구팀, 미국 Columbia University 

Faye Mcneill 연구팀, 미국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hris Boxe 연구팀, 일

본 Kyoto University Akihiro Yabushita 연구팀, 스페인 CSIC Alfonso Saiz Lopez. 연

구팀, 체코 Masaryk University Dominik Heger, Ptre Klan 연구팀 등)

○ 얼음화학 연구주제 발굴 및 네트워크 구성

 - 얼음화학 연구 실험실을 방문하고 연구진을 초청하여 연구 장비 및 연구방법을 검토

하여 연구주제 발굴

 - 얼음화학 워크숍을 통해 연구주제 발굴과 협력연구 계획 논의 

 - 기초 얼음화학과 환경과학, 응용과학을 유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네트워크 

구성

○ 얼음화학 기초 및 응용기술 연구를 위한 협력 연구 계획 수립

  - 공통의 목표와 관심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산학연/국제 협력연구 계획

  -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조직 체계 구성 및 개괄적 업무분장 합의  



9

▲ 우주의 성간 먼지 구름으로부터 별과 행성이 생성되

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학적 상상도. 과학자들은 성간 구름

을 이루는 얼음 입자에서 간단한 분자들이 합성되고 이들

이 오랜 기간 동안 일련의 과정을 거쳐 행성의 구성물을 

이루게 된 것으로 유추함.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1. 얼음화학반응의 기초 특성 연구

① 얼음 표면 화학반응의 연구 동향

¡ 얼음의 화학반응은 여러 자연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눈

과 얼음은 대기권의 열평형과 화학적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Petrenko & 

Whitworth, 1999), 극지방의 해양 경계층(marine boundary layer)의 해염 얼음(sea salt 

ice) 또는 에어로졸 입자는 대류권에 활성 할로겐의 생성원으로 여겨짐(Barrie & Plat, 

1997). 성층권 구름의 얼음입자는 계절성 오존층 파괴현상에 촉매로써 작용함(Molina 

et al., 1987). 우주 공간의 얼음 입자는 오랜 기간에 거쳐 생성된 외계 유기물질들의 

생성 장소라고 추정됨(Greenberg, 2002). 

¡ 얼음촉매하의 광화학 반응은 1985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한 오존 구멍의 설명에 

핵심적인 사항임. 특히 태양빛에 의해 Cl 라디칼이 되고 이것이 오존감소 사이클을 

가동시킨다고 제안됨(Solomon et al., 1986). 그 이후 많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분자수준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실험 및 이론적 일치를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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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표면에서 

HCl 분자가 

온도에 따라 

해리되는 정도의 

변화를 측정한 

자료. 

90 K 미만의 

저온에서는 HCl의 

해리가 불완전하게 

되어 약산으로 

작용함.

(Kang et al., 2000)  

 

◀ 오존 감소 

사이클의 개략도

못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에 얼음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역시 여전히 불분명함.

¡ 서울대학교 강헌 교수 연구진은 저온에서 얼음 표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지난 10여 년 간 수행해오고 있음. 화학반응의 기초연구로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기본 특성들인 물 분자의 얼음표면에서의 확산 속도, 양성자의 이동도, 물 

분자의 H/D 교환 반응 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 또한, HCl, NH3 등 비교적 간단한 

분자들의 얼음 표면에서의 반응 특성을 연구한 바 있음.

¡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Paul Devlin 교수 연구진에서 FT-IR 방법을 사용하여 얼음의 

기초적 화학반응에 대한 연구를 지난 20여 년 간 수행해 왔음. 얼음의 결합 구조와 

이들의 동역학적 특성, HCl 분자의 얼음 내부 및 표면에서의 해리 현상 등을 

연구하였음(Devlin et al., 2002). 같은 분광학을 활용하여 현재는 얼음, 얼음 관련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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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l 분자가 

흡착된 D2O 얼음 

시편의 FT-IR 

스펙트럼.

▲ HOCl의 얼음 표면 흡착 구조

hydrates나 액체 nanodroplet 용액들을 포함한 에어로졸의 연구를 헬륨을 활용하여 

30-300K 사이의 온도에서 수행 중임.

¡ 경북대학교 최철호 교수 연구실에서 얼음 표면의 구조 및 화학적 반응성 등에 관한 

순 이론적 양자 계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얼음 표면의 분자 배열구조 및 간단한 

분자들의 흡착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Shoaib & Choi, 2012). 세계 최초로 

QM/EFP라는 통합 방법론을 활용하여 얼음 표면 모델을 정립하고 HOCl 및 간단한 

유기산들의 표면 흡착 구조, 에너지 및 표면 흡착 후 표면 반응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L.G.M. Pettersson 교수 연구실에서 얼음 표면에서 분자의 충돌 

산란 실험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의 얼음 

표면에서의 흡착 효율, 반응 행태 등을 연구하고 있음(Romero Lejonthu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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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 펄스를 활용한 시분해 분광학의 개략도 

◀ Ih 얼음구조의 

일부분으로, 

원자수준에서의 

이해가 필요

최근에는 X-Ray 레이저를 활용하여 과냉각수용액의 액체-액체 상전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온도에서의 얼음의 물성 변화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있음. 

¡ 얼음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은 다양하고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얼음 

화학을 연구하는 그룹은 세계적으로 제한적임(Abbatt, 2003). 이와 상보적인 이론적 

연구는 더더욱 미미하여 추가적인 노력들이 요구됨. 특히 이론적 연구는 

원자수준에서의 반응 메커니즘 및 동역학적 측면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임. 

그러므로 이론은 실험에서 접근하기 힘든 영역들에 대한 중요한 상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존 실험결과의 올바른 해석과 더 나아가 새로운 실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음. 

¡ 얼음과 관련된 자연 현상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현상의 관찰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음. 반면에, 관찰되는 현상들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해코자 하는 노력, 특히 

얼음 표면 현상의 화학적인 설명은 아직 미미한 단계임.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대한 기초과학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화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본 과제에서는 얼음 표면화학의 기초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기 현상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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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클러스레이트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원리

◀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구분

② 얼음 클러스레이트 연구 동향

¡ 얼음 클러스레이트(ice clathrate)는 물의 수소 결합으로 형성된 주체(host) 격자 내에 

작은 객체(guest) 분자를 포집하고 있는 고체의 함유 화합물(inclusion compound)을 

일컬으며, 객체와 주체 사이의 화학적 또는 이온 상호작용의 여부에 따라서 true 

clathrate와 semi-clathrate로 구분됨. 

¡ KAIST 이흔 교수 연구팀에서 자연 상의 얼음 클러스레이트에 CO2를 주입하여 CH4을 

치환하고 CO2를 저장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얼음 

클러스레이트 형성법을 이용하여 해수담수화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함. 그러나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거나 객체 포집 특성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진한 편임. 

¡ 싱가포르 국립대 P. Linga 교수 연구팀은 천연가스를 얼음 클러스레이트에 저장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며,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촉진제를 

첨가하는 실험을 진행 중. 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s의 A. K. Sum 교수와 C.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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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클러스레이트 생성 

방지를 위한 

저해제의 작용 

▲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대표적 응용 분야

교수 연구팀은 석유/천연가스 생산 및 수송 배관에서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저해제의 개발 연구를 석유 생산 업체들과 진행 중임. 공학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형성 원리에 대한 기초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심해저 퇴적층이나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 얼음 

클러스레이트 형태로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얼음 클러스레이트는 이산화탄소나 불화 가스 등의 온실 가스 분리/회수, 

천연가스 및 수소의 저장,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사 및 생산, 석유/가스 생산 

설비의 배관 막힘 현상 방지, 해수담수화 등의 수처리 등 다양한 응용분야를 가짐.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보다 효과적 응용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형성 메커니즘, 객체 포집 특성, 주체-객체 상호 작용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규명에 대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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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에 존재하는 얼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2-2.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 자연현상 이해

① 자연에서 유·무기 물질들이 얼음 상에서 나타내는 특수한 화학 반응 연구 동향

¡ 지구상 얼음은 고위도 지역 및 대류권과 성층권, 영구동토층, 중위도 지방의 겨울철 

등에 널리 존재하며 몇몇 현상의 주된 원인임. 지구 상 담수의 대부분은 액체가 아닌 

고체인 얼음과 눈의 형태로 존재하나, 얼음 상에서 일어나는 환경화학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음. 따라서 지구 환경의 깊은 이해를 위해 얼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환경 화학반응들의 연구는 필수적임.

¡ 용존 유기 물질(Dissolved Organic Matter [DOM])이란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유기 물질로써 물에 용해도가 높은 물질들을 의미함. 이러한 DOM은 태양 빛을 받아 

활성화된 전자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활성 전자는 물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와 

반응하여 활성 산소 중 하나인 singlet oxygen을 생산함. 기존 연구에서는 얼음 

내부에서 생성되는 singlet oxygen을 통해 독성 물질 알드린을 분해하는 실험을 

진행함. 얼음에 존재하는 DOM으로부터 광조사에 따른 singlet oxygen의 생산량이 

액상에서보다 현저히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됨. 이러한 환경에서 얼음으로부터의 

singlet oxygen 생산의 향상은 환경의 여러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반응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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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염화페놀(4-chlorophenol)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자외선으로 

조사 시키면 수산화 라디칼에 의해 환경에 흔히 존재하며 독성이 

낮은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이 생성되지만, 얼음 상에서는 

자외선 조사로 인해 4-염화페놀로부터 페놀 이합체가 형성됨.

▲ 얼음에 존재하는 DOM으로부터 광조사에 따른 singlet 

oxygen의 생산량이 액상에서보다 현저히 증가함

¡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이 조사되면 물이 분해되면서 수산화 라디칼(·OH)이 

생성되는데, 이 수산화 라디칼은 다른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물질을 분해하고 

산화시키는 역할을 함. 예를 들어, 4-염화페놀(4-chlorophenol)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수산화 라디칼에 의해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이 생성됨. 

이러한 반응을 통해 인공 오염 물질 중 하나인 4-염화페놀은 좀 더 독성이 낮고 

환경에 흔한 유기물질 중 하나인 하이드로퀴논으로 분해됨. 반면, 얼음 상에서는 

자외선 조사로 인해 4-염화페놀로부터 페놀 이합체가 형성되는 현상이 보고됨. 

이러한 반응은 페놀류 유기물질의 독성을 증가시키는 반응으로, 인공 오염 유기 

물질이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환경 얼음에 의해 독성이 높은 물질로 변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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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대기에서 관측된 높은 농도의 할로겐 산화물 

(Schonhardt et al., 2008)

② 구름 응결핵으로서의 요오드 생성 연구 동향

¡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의 복사 균형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구름 응결핵(Cloud 

Condensation Nuclei)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는 초미세 에어로졸 입자(Ultra Aerosol 

Particle)가 요오드 산화물 입자(Iodine Oxide Particle)에 의해 형성된다는 연구들이 

주목 받고 있음. 요오드 산화물 라디칼의 중첩과 재결합으로 요오드 산화물 입자가 

형성되고 그 입자는 중합 혹은 알려지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구름 응결핵으로 자람. 

지난 연구들은 이러한 활성 요오드종의 원천인 유기 요오드가 많이 형성되는 중위도 

지방 해양 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 극지방 해양 경계층과 

대기에서도 높은 농도의 이러한 입자들이 관측되었으며, 관찰된 입자들로부터 지역적 

구름 응결핵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모델 연구가 확인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극지의 

구름 형성에 요오드 산화물 입자를 만드는 할로카본(Halocarbon-메탄의 수소원자 

전부 또는 일부를 할로겐 원자로 치환한 것의 총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기존 연구에서는 요오드 산화물 입자에서 구름 응결핵으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 이전 연구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극지방에서의 높은 농도의 

요오드 산화물에 대한 원인, 특히 극지방의 눈과 얼음, 또는 에어로졸에 의한 요오드 

산화물 형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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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린 iodate 용액의 여러 조건 하에서 

요오드 산화물 입자 생성(Spolaor et al., 2013)

◀ Iodate염을 

얼릴 때 생성되는 

활성 요오드 종

(Gálvez et al., 
2016)

¡ 이탈리아 시에나 대학의 Spolaor는 해빙의 크기가 대기 중의 요오드 농도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Talos Dome ice core 분석을 통하여 과거의 빙하기 

ice core에는 iodate(IO3
-)가 풍부하지만 해빙기에는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밝혀냄. 

동결된 iodate 용액에 빛을 조사한 실험으로부터 액체상에서 안정하다고 알려진 

iodate가 얼음상에서는 안정하지 않고 빛에 의해 다른 요오드 종으로 환원되어 요오드 

산화물 입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 스페인 마드리드의 Gálvez는 얼린 수용액의 iodate염의 광분해로부터 활성 요오드종의 

방출을 확인하고, 이를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대기 중의 요오드 산화물의 농도가 

기존의 모델보다 0.2-1.0 pptv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이로써 극지 

대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성 할로겐의 방출 기작과, 활성 요오드의 새로운 

방출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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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하천의 혼합대에서 일어나는 풍화작용의 개념도(Gooseff et al., 2002)

③ 극지에서의 화학적 풍화작용 연구 동향

¡ McMurdo LTER project를 통해 1992년부터 남극의 토양이 가장 많이 드러난 지역인 

McMurdo Dry Valleys에서 빙하, 하천, 호수, 토양이 연구되고 있음.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기존의 인식(White & 

Blum, 1995)과 다르게 기온이 낮으며 강수량이 적은 극지방에서도 풍화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빙하가 녹아 생기는 하천의 빠른 유속에 

의한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짐(Hall et al., 2002; Anderson et al., 1997). 

남극에서는 낮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온대 기후 지역에 상응하는 

정도의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Nezat et al., 2001; Gooseff et al., 

2002), 이는 풍성입자의 풍화작용, 빠른 유속에 의한 물리적 풍화작용, 토양이 물과 

맞닿아 있는 혼합대(hyporheic zone)에서의 풍화작용에 의한 것으로 연구됨(Deuerling 

et al., 2014; Green et al., 2005; Stumpf et al., 2012). 화학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최근 광물의 용해와 관련하여 얼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화학반응들이 연구되어(Jeong et al., 2015; Jeong et al., 2012),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있는 남극 환경에서 얼음에 의한 화학적 풍화작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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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핀 

산화물을 hard 

template으로 

도입한 

전도성고분자- 

그래핀 산화물 

복합물 (Xu et al., 

2010)

2-3. 얼음화학기반 응용기술개발

① 얼음 표면 화학을 응용한 전도성 고분자 연구 동향

¡  지난 50년간 용액 조건의 다양화를 통해 전도성 고분자의 모폴로지를 제어하고 전자 

이동도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합성된 전도성 고분자는 대부분 

구형 혹은 막대 형태의 구조이며, 구조에 따라 확연히 다른 전도도가 보고되어 왔음. 

하지만, 실제 디바이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 형태의 전극을 제작해야 하는데, 

합성된 전도성 고분자는 용매에 녹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3차원적인 

구조체들을 섞어 2차원적인 sheet를 제작함. 이 경우,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초기 가지고 있던 low dimensionality의 장점을 잃고 bulk한 성질을 

보이면서 그 물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임.

¡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진들은 2차원적 구조를 가지는 hard 

template(graphene)의 표면에 전도성 고분자를 합성하여 높은 물성을 보고하여 

왔으나, 이러한 hard template는 합성 후 제거할 수가 없으며, 대면적으로 합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에 재현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음.

¡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에서는 그래핀 산화물을 template으로 

도입하여 2차원적인 폴리아닐린 microsheet를 합성하는 연구를 보고함. 해당 

연구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래파이트를 Hummer’s method를 이용하여 그래핀 

산화물로 합성하고, 합성한 그래핀 산화물을 아닐린과 산화제와 함께 넣은 상태로 

교반시켜 그래핀 산화물-전도성고분자 복합물을 합성하였음. 합성한 복합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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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적인 

그래핀 

산화물-전도성고분

자 복합물(Bao et 

al., 2011)

▲ Langmuir-Blodgett Assembly 기법을 

이용하여 물 위에서 합성한 단층의 

그래핀 산화물 (Cote et al., 2009)

▲ 그래핀 산화물을 template으로 이용하여 2차원적인 폴리아닐린을 합성하는 

방법 (Zhang et al., 2013)

아스코르브산(asorbic acid), 도파민(dopamine), 요산(uric acid)에 대하여 높은 전기적 

촉매활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크기가 수백나노미터에 불과해 

실용성이 없음.

¡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는 Langmuir-Blodgett Assembly 기법을 통하여 물 

표면에서 단층의 흑연 산화물, 즉 그래핀 산화물을 합성하는 연구를 보고함. 해당 

연구에서는 공기와 수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층의 그래핀 산화물이 

합성되었다는 것을 규명. 해당 논문에서 이용한 합성 방법은 2차원적인 층들 사이에 

강한 반발력 덕분에 어떠한 계면활성제, 또는 안정제도 사용하지 않고도 뭉치지 않는, 

하나의 층으로 된 그래핀 산화물을 합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그래핀 

산화물 template 자체의 크기 제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도성 고분자가 합성될 

nucleation site의 개수나 위치를 정량화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성되는 전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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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역시 대면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그 물성 또한 재현성이 없음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는 용액상의 반응 조건을 조절하고 아닐린 단량체가 

아닌 아닐린 이량체를 중합하여, 판형, 막대기형, 뇌구조를 모사한 다양한 형태의 

폴리아닐린을 합성함. 해당 연구에서는 각 형태에 따라 결정성이 다른 것을 X-선 

회절 분석법(XRD)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리본형, 그리고 판형일 때의 회절 

peak이 가장 강했고, 이를 통해 2차원적인 구조가 더 높은 결정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 또한, 각 형태에 따른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막대기형일 때의 

전기전도도는 0.3 S/cm에 그친 반면, 판형과 리본형은 각각 0.5 S/cm와 1.1 S/cm 의 

더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2차원적 구조가 가지는 

장점과 그 이유를 확인함.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아닐린의 중합도가 낮아서 기존에 

보고된 폴리아닐린 관련 논문과 비교하여 평범한 수준에 그친 전기전도도를 갖는다는 

한계가 있음.

▲ 합성 조건을 달리하여 합성한 다양한 형태의 아닐린 중합체(Wang et al., 2010)

¡ 2000년 앨런 히거, 앨런 그레미엄 맥더미드, 시라카와 히데키 교수가 전도성 고분자의 

발견과 개발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서 손쉬운 전도성 

고분자 합성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쏟고 있음. 하지만 합성된 전도성 

고분자가 실제 디바이스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합성의 손쉬움, 가공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친환경” 프로세스는 전도성 고분자의 합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동안 여겨져 

옴. 때문에, 본 연구진이 제안한 얼음을 이용한 2차원적인 전도성 고분자 합성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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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보고된 

2차원 전도성 

고분자 합성 방법

 (Li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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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 연구 동향

¡ 물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었으나,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음.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그룹은 세계적으로도 

10개 내외로 현재 초기 연구 단계에 있음.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환경지구화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연구소 및 학교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없음. 따라서 본 연구 수행을 통해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에 대한 핵심 노하우 및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극지방, 영구 

동토층에서의 환경 해석과 얼음 반응을 이용한 환경 정화 기술 개발의 세계적 선도 

그룹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성이 있음.

▲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 연구의 필요성 및 응용 기술

¡ 일본 Osaka Prefecture University의 Norimichi Takenaka 그룹은 얼음에서 아질산염의 

산화 속도가 물에서 보다 105배 빨라진다는 것을 보고함. 이는 용액이 어는 과정에서 

얼음 결정 주위에 존재하는 준-액체층에 화학물질(아질산염, 수소이온, 산소)들이 

농축되게 되고(동결농축효과), 화학물질의 농도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화학물질간의 

산화 ․ 환원 반응 속도가 향상되었기 때문(Takenaka et al., 1992; Takenaka et al.,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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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에서 향상된 아질산염의 산화 메커니즘 (동결농축효과)

¡ 미국 Villanova University의 Amanda M. Grannas 그룹은 얼음에서 p-nitroanisole과 

pyridine의 광화학 반응 속도가 물에서 보다 최대 40배 빨라진다는 것을 

보고함(Grannas et al., 2007). 또한, 물에서보다 얼음에서 용존 자연 유기물(Dissolved 

natural organic matter)의 광화학 반응에 의한 일중항산소 생산 및 이에 의한 aldrin 

분해가 1000배 빠르게 진행됨(Fede & Grannas, 2015). 이러한 얼음에서 향상된 광화학 

반응 속도는 얼음이나 눈의 특성, 온도, 반응 물질의 종류, 농도 및 용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규명함.

▲ 얼음에서 향상된 p-nitroanisole과 pyridine의 광화학 반응 및 

용존 자연 유기물의 광화학적 일중항산소 생성

¡ 체코 Masaryk University의 Petr Klán 그룹은 1,1-diphenylethylene과 오존의 반응으로 

인한 benzophenone의 생성이 물에서보다 눈 표면에서 빨라진다는 것을 보고함. 물이 

어는 과정에서 1,1-diphenylethylene은 눈 표면에 농축되고, 따라서 공기 중에 있는 

오존과의 반응이 향상됨. 극지방 공기 중의 오존의 농도가 20 ppb임을 고려하여 

1,1-diphenylethylene의 반감기가 5일이라고 추정함(Ray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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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표면에서 1,1-diphenylethylene과 오존의 반응으로 인한 benzophenone의 생성

¡ 일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의 Tetsuo Okada 그룹 얼음에서의 fluorescein 

diacetate의 가수분해 반응이 물에서 보다 빨라진다는 것을 보고함. fluorescein 

diacetate는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fluorescein으로 변하며, 이렇게 변환된 

fluorescein의 형광을 얼음 상에서 측정하여 직접적인 얼음 상에서의 동결농축효과 및 

fluorescein diacetate의 가수분해 메커니즘을 제시함(Anzo et al., 2013).

▲ 물과 얼음에서 fluorescein diacetate의 가수분해로 생성된 fluorescein의 형광 결과

¡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 물리, 소재, 바이오 분야에서 상당수의 논문을 high impact 

factor journal에 발표하고 있지만, 자연 환경 분야에서는 미비한 실정임.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 연구는 전 지구적 환경 변화 및 오염물질의 거동과 관계된 

주제로 high impact factor journal (예: Nature (IF = 38.138), Science (IF = 34.661),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IF = 25.427))에서 요구하는 연구의 독창성, 대중성, 

agenda-setting research에 부합되는 연구 주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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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내 존재하는 불순물과 얼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종류

(Bartels-Rausch et al., 2014)

2-4. 얼음화학 연구 그룹

① 스위스 PSI(Paul Scherrer Institut)

¡ 스위스의 연구기관 PSI는 Matter and Materials, Energy and Environment, Human 

Health의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연구.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MiSo(Microscale Distribution of Impurities in SnOw and Glacier 

Ice) 프로젝트에서는 대기로부터 유래하여 눈과 얼음에서 불순물로 존재하는 물질의 

변성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과 빙하로의 물질 이동을 연구하며, 이러한 

반응이 human health, 기후, 지구의 지화학적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Swedish 

Research Council 재단의 지원으로 XPS와 NEXAFS를 이용하여 얼음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반응과 녹는점에 가까운 온도에서 얼음의 표면 특성을 연구함. 환경 

화학 부서는 표면 화학과 분석 화학 연구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으며, 표면 

화학 연구실에서는 얼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MiS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극지 및 중위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관측되는 대규모 

오존 파괴 현상과 관련 있는 눈에서의 할로젠화물(halide)과 오존의 화학적 반응을 

연구. 온도에 따른 점성 및 상의 변화가 단순히 온도의 영향을 넘어 불균일 반응 

속도와 생성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온도가 감소할 때 

할로젠화물의 반응성을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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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감소에 따라 일어나는 눈 속 에어로졸 입자의 상변화

▲ 전자 및 형광 NEXAFS 분광법의 모식도

¡ 전자 및 형광 NEXAFS(Near-edge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분광법을 

이용하여 동결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염소 이온을 연구. NEXAFS 분광법은 

수용액의 상변화를 관찰하기 용이하며, 전자와 형광 검출법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기체와 얼음 경계면 또는 시료 전체를 관찰할 수 있음. 이 연구는 어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시료 전체와 얼음 표면에서 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연구는 눈과 얼음에서의 화학 반응과 이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을 모델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얼음 내 미세구조의 교차점에서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일어나는 얼음의 

대기 중 미량 기체 흡수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한 연구 수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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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내 미량 기체 흡착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DIFT 모식도

▲ 얼음 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면에의 

흡착, 화학 반응(분리), 확산, 표면 변화 

반응.

프로젝트에서는 DIFT(Drilled Ice Flow Tube)이라는 유동형 반응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얼음 결정도 변화에 따른 표면에서의 미량 기체 흡착을 연구. 얼음 내에서의 미량 

기체 거동 연구를 통한 얼음의 화학적 작용과 그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 반응성 미량 

기체가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정도, 눈과 대기의 조성과 산화능력 등을 연구.

¡ 얼음과 미량 기체의 상호작용은 대기 조성과 산화능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미량 기체는 얼음에 포집되어 전환된 후 다시 대기로 방출될 수 있으며, 이때 미량 

기체에 의해 얼음의 구조 또한 변할 수 있음. 대기권, 빙권,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러한 얼음과 미량 기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분자 수준에서의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Ambient pressur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HCOOH, HONO와 같은 산성 미량 기체와 얼음의 상호작용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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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 단백질에 의한 얼음 성장 억제 메커니즘의 모식도 

(Nada & Furukawa, 2012)

② 일본 The Institute of Low Temperature Science(ILTS)

¡ ILTS는 홋카이도 대학과 제휴하여 194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빙권과 극지환경에서의 

눈과 얼음,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음. Water and Material 

Cycles, Frontier Ice and Snow Science, Environmental Biology의 세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Frontier Ice and Snow Division의 Phase Transition Dynamics Group에서 

주도적으로 얼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동결방지 단백질 분자가 얼음 계면에 흡착되는 과정과 단백질이 얼음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마커로 표시한 동결방지 단백질을 이용하여 얼음 계면 일어나는 

현상을 시각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동결방지 단백질이 얼음 계면에 흡착하여 

결정의 성장을 제어하는 기능을 통해 생체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음을 밝혀냄. 

이러한 동결방지 단백질의 작용에 의한 동결 억제 메커니즘은 추운 환경에서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지상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결정 주위에 생기는 열의 대류에 의해 결정의 모양이 

고르지 못하게 되거나 대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완전한 모양의 얼음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력의 영향이 없는 환경에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 400킬로미터의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얼음 결정 성장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동결방지 단백질을 첨가한 수용액의 냉각 및 얼음 결정 성장 모습을 

연구 중임. 



31

▲ 30초 간격으로 관측된 우주 정거장에서의 얼음 결정 성장 과정 (Furukawa et al., 2014)

▲ 두께가 같은 분자 층이 합쳐질 때 얼음 결

정 표면의 현미경 사진 (Sazaki et al., 

2010)

¡ 얼음 이외의 결정에서 분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표면의 성장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얼음 결정 구조의 단계적인 성장을 가시화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연구진이 올림푸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레이저 공초점 미분간섭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시킨 얼음 결정의 표면을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 얼음 결정의 육방정계 기저에서 섬과 같은 분자 층이 형성되며, 이 분자 층이 

횡 방향으로 성장하며 퍼져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 두께가 같은 분자 

층이 합쳐질 때는 분자 층의 가장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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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결정의 기저면에서 생성되는 두 종류의 액체상 표면 (Sazaki et 

al., 2012)

¡ 얼음 결정의 표면은 녹는점(0 ℃) 이하의 온도에서도 융해하여 액체상의 표면(유사 

액체 층)을 형성하며, 이러한 액체상의 표면은 스케이트의 미끄러짐, 서릿발에 의한 

동결, 얼음 결정립의 재결정화와 조대화(coarsening), 눈 결정의 모양 변화, 음식 및 

인체 장기의 동결보관, 뇌운의 전기 발생 등 다양한 현상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여겨짐, 이를 밝히기 위해 액체상 표면에 대한 분자 수준에서의 이해가 필요함. 해당 

연구진은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 1850년대에 이미 주장되었지만 최근까지 

시각화하지 못했던 녹는점 이하에서 얼음의 융해에 의한 표면 액체상의 생성을 

시각화하는 연구를 수행. 얼음 결정의 육방형 기저면에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표면 액체상이 생성하는 것을 발견함. 이러한 두 개의 액체상 표면은 

서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이 크게 다름. 지금까지 하나의 종류만 존재하며 얼음 

표면 전체에서 균일하게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액체상 표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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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기획과제의 목표 및 내용

본 기획과제의 최종 목표는  화학적 변환의 새로운 매질로서의 얼음의 연구 및 응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얼음화학 연구 주제 발굴 및 2018-2023년 사이의 

연구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에는 자료 조사 및 토의를 통한 주요 연구 주제 발굴, 

네트워크 구축, 국제 및 학연 공동연구 계획 수립, 예상 연구비 추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 극지연구소 내부의 연구진 및 국내 관련 연구진과의 회의 및 

자문, 워크숍 개최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얼음화학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설정

국내에서는 소수의 연구실이 얼음과 관련된 연구들을 산발적으로 수행하고는 있으나 

연구자 개인의 제한된 관심사에 한정될 뿐 “얼음화학”이 하나의 공통성과 목적성을 가

지는 연구 분야로 인식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국제적 얼음화학 연구 역시 매우 소

수의 연구실들에서만 수행되고 있고 그나마도 대부분 얼음-대기 interaction 현상을 규명

하는데 치우쳐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부터 환경과학, 응용기술을 아우르는 독창

적이고 독보적인 얼음화학 연구개발이 가능한 포괄적인 얼음화학 연구를 최종 목표로 제

시하였다.

◦ 얼음화학 연구의 최종 목표: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들의 특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극지방 및 지구환경

의 새로운 현상들을 이해하며, 나아가 얼음화학의 새로운 지식을 활용한 실용적인 

응용기술들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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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화학 분야의 주요 과학 이슈 조사를 바탕으로 1. 얼음화학반응의 기초 특성연구, 

2.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 및 지구현상 이해, 3. 얼음화학을 응용한 실용화 기술 

연구의 세 가지의 세부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세부연구목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아래 표에 요약 정리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연구개발수행 

결과’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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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연구 내용

1. 얼음화학반응의 

기초 특성연구

¡ 얼음표면의 기초 화학반응 연구를 위한 실험적, 이론적 연구 

인프라 구축 

¡ 얼음 표면의 구조적, 동역학적 성질 및 화학적 반응성 연구 

(고진공 극저온 표면 분광분석법)

¡ 얼음화학 연구를 위한 분자모델 개발

¡ 간단한 분자의 얼음 표면 흡착 구조, 흡착 에너지에 대한 연구

¡ 얼음 표면에 흡착된 분자들의 광화학 반응 연구

¡ 얼음 표면 흡착 후 분자들의 추가적인 표면 화학반응의 가능성

과 메커니즘을 원자수준에서 연구

¡ 성간 구름의 얼음입자 표면에서 진행되는 분자진화 과정 연구 

¡ 얼음 클러스레이트 형성/해리 메커니즘 규명

¡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객체 포집 특성 분석

2.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 자연현

상이해

¡ 얼음화학 연구를 위한 극지환경 모사시스템 구축

¡ 얼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화학적 자정작용 연구

¡ 극지방 구름형성 관련 얼음화학 역할 규명 

¡ 얼음에 의한 광물의 화학적 풍화작용 연구

¡ 얼음 내 자연유기물질과 질소산화물의 화학반응이 극지방 질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얼음에서 일어나는 블랙카본의 화학적 변환특성 연구

3. 얼음화학기반 응

용기술개발

¡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의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및 새로운 환경 정화기술 개발

¡ 얼음 클러스레이트를 이용한 기후가스 및 청정에너지 가스 포

집 기술 연구

¡ 얼음 표면 특성을 이용한 2차원 구조 전도성 신물질 합성 및 

전도성 고분자의 배향 연구

¡ 얼음 표면에서 고밀도의 유무기 복합소재 합성 및 친환경 전극

소재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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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 환경에서 

얼음 표면의 구조 

및 화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고진공 실험 

장치와 용기에 

부착된 각종 

표면분광분석 

기기들.

3-2. 연구개발수행 결과

이 절에서는 얼음화학 분야의 주요 과학적 이슈에 따라 도출한 연구 주제 및 연구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연구 지역 제안 및 각 지역 별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 외에 인프라 사용 계획, 국제 및 국내 공동연구 계획, 예상 연구비는 제 4 

장 활용계획 편에서 기술하였다.

가. 얼음화학반응의 기초 특성 연구 주제 및 연구 내용

① 측정 및 분석을 중심으로 한 얼음 표면 특성 연구 

¡ 간단한 기체 분자들(CO2, sulfur oxide, hydrogen peroxide 등)과 얼음 표면과의 상호작

용을 연구. 이 기체들의 얼음 표면에의 흡착효율 (sticking efficiency), 흡착 구조 및 

반응 효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함. 얼음 표면에 흡착된 화학종의 규명에는 반응성 

이온 산란법(reactive ion scattering)을 사용함(Cyriac et al., 2012). 반응성 이온 산란법

은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의 화학적 상태, 표면 반응의 종류를 규명하는 데에 매우 적

합한 방법으로서,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표면 분석법임(Cyriac et al., 2012). 표면 분자

의 전하 상태 및 흡착구조를 유추하는 방법으로서 켈빈 박막 전압 측정법을 사용함. 

얼음 시편의 두께와 흡착분자의 양은 열 탈착 질량분석법(thermal desorption mass 

spectrometry)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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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층권 구름의 

얼음 입자에서 

Cl/ClO의 촉매 

반응에 의하여 

오존이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

◀ 얼음 결정에서 
양성자의 이동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모식도. 
까만 점은 D 원자, 
하얀 점은 H 
원자를 나타냄. 
(a-b) 저온에서는 
(< 120 K) 위치가 
고정된 물 분자 
사이에서 proton 
hopping relay(직선 
화살표)에 의해 
양성자가 이동함. 
(c-d) 높은 
온도에서는 (> 125 
K) 물 분자의 
회전운동(구부러진 
화살표)이 proton 
hopping relay와 
결합하여 양성자가 
원거리를 이동.

¡ 상기한 정량적 측정에 의해 얻은 기체 분자들의 흡착 효율 및 반응 효율에 근거하여, 
극지방 대기 또는 성층권 구름에서 대기 중의 미량의 기체 분자들이 얼음입자의 촉매 
과정에 의해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늠함. 또한, 이 반응들의 결과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유추함.

¡ 양성자가 얼음 격자를 통과하는 이동 현상(Grotthuss 메커니즘)은 저온 환경의 얼음에

서도 잘 일어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임. 이 현상에 근거하여 여러 얼음 화학반응에서 

양성자 촉매 현상이 중요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연구함. 특히 극저온 환경인 성간

(interstellar)의 얼음입자에서 양성자 촉매 반응의 가능성에 주목함. 우주 공간 환경에

서 얼음 층에 양성자가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경로들(고에너지 양성자 충

돌, 광이온화에 의한 물 분자 해리 등)을 조사하고, 성간 입자의 얼음 층에 포획된 간

단한 분자들이 양성자 촉매 반응에 의해 복잡한 유기 분자들로 변환될 가능성을 연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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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에서 개발한 다양한 크기의 얼음 표면 모델

②  얼음 표면 특성의 이론적 연구

¡ 올바른 얼음 표면모델 완성: 일반적으로 얼음 표면화학반응의 연구에는 간단한 표면 

모델이 이용됨. 비록 이 모델이 표면특성의 상당부분을 기술할 수 있다고 하나 표면 

모델의 크기를 키워가며 표면이 화학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기존 QM/MM 방법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표면 연구에 

적절하게 개발됨(Rappoport, 2001). 그러므로 얼음과 같이 약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면연구에서의 직접적 활용이 쉽지 않음. 얼음 고체는 먼저 수소 결합이라는 힘으로 

물 분자들이 결합되어 있음. 또한 물 분자 자체의 쌍극자 모멘트에 기인한 

상대적으로 원거리 쌍극자-쌍극자 결합 역시 중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얼음 고체의 연구를 위한 모범적 표면 모델의 확립을 시도하고자 

함.

¡ 표면 흡착 구조, 흡착 에너지 및 표면 화학 반응 메커니즘 연구: 최근 급변하고 있는 

지구 자연환경에 대처를 위해 기체상뿐만 아니라 얼음 고체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기체상에서 표면으로의 흡착과정

과 표면 메커니즘의 명확한 이해가 표면화학 반응 연구의 핵심에 있음. 수소결합의 

다양성에 의해 얼음표면 구조는 다양한 흡착장소들이 존재함. 그러므로 표면 흡착 구

조 및 표면 메커니즘의 연구는 이러한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위에

서 개발하는 올바른 표면모델을 다양한 분자들의 얼음 표면 흡착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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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표면에서 formic과 acetic acid들의 다양한 흡착구조와 

흡착에너지들

▲ 광반응 중 radiationless 과정의 핵심인 원뿔형 교차점과 다양한 광화학 반응 경로들 

¡ 얼음 표면 상 광화학 반응 연구: Cl2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되는 염소 라디칼

이 남극의 오존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얼음 표면

상 일어나는 광화학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분자수준의 이해는 아직 미지의 영역임. 

이론적 연구가 실험에서 접근하기 힘든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광화학 

반응을 올바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존재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론인 비단열 동역학(Nonadiabatic Molecular Dynamics)을 완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광화학 반응들의 동역학적 측면을 연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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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형성 이해 및 응용 연구

¡ 얼음 클러스레이트 핵 형성 과정의 관찰

 - 기존 국내외 연구는 각 구조별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결정생성 방법과 분석 접근법의 

한계로 인하여 열역학적 안정영역과 상평형 연구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얼음 클러스레

이트의 생성 과정에서 물 분자가 기체 분자 주위에서 어떻게 재배치되는지에 대한 동

역학적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임.

▲ 메탄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in-situ Raman 스펙트럼 (Lim et al., 2016)

 - X-ray diffraction, NMR, in-situ Raman 분광법 등을 활용하여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결

정 구조 분석과 각 동공의 생성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생성 메커

니즘을 규명하고자 함.

 - 미세거동 분석을 통하여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생성 메커니즘을 미시적 관점에서 제시

함으로써 물의 수소 결합 과정이나 특정 객체 분자의 포집 또는 방출 과정을 관찰하

고자 함. 

¡ 수소 결합과 얼음 클러스레이트 주체-객체 상호 작용 연구

 -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2-프로판올 등의 알코올 분자는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형

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과거에는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격자 내에 포집되지 않고 격자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주체인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알코올 분자도 얼음 클러스레이트 

격자 내에 포집될 수 있으며 격자 내부에서 주체 물 분자와 수소결합을 하거나 free 

OH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이 밝혀짐. 

- 다양한 얼음 클러스레이트 형성 물질의 객체-주체 분자간의 수소결합이나 상호작용 
여부를 미세거동 분석으로 명확히 밝혀내어 얼음 클러스레이트 저해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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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클러스레이트 격자 내에 포집되어 있는 알코올 분자 (Cha et al., 2009)

¡ 얼음 클러스레이트 형성 저해 원리 규명  

 - 얼음 클러스레이트 격자 내에 포집되지 않으면서 주체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을 방해하

는 저해제(inhibitor)로는 메탄올, 이온성 액체(ionic liquid), 아미노산(amino acid), 고분

자 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의 얼음 클러스레이트 저해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저해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서는 저해 효과의 정량화가 필요함. 

▲ 512 동공과 메탄올 분자 사이의 분자 구조 배열 (Lim et al., 2016)

 - 이를 위해서는 density functional theory(DFT)를 이용하여 얼음 클러스레이트 격자와 

저해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interaction energy)의 계산이 필요하며 이 결과를 

통하여 열역학적 저해(thermodynamic inhibition) 현상과 동역학적 저해(kinetic 

inhibition) 현상의 이해와 각 저해제의 저해 능력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함. 

 - 동역학적 저해제의 클러스레이트 형성 저해 원리는 저해제가 클러스레이트 격자에 붙

어서 주체 격자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흡착(adsorption) 이론과 저해제가 물 분자에 작

용하여 주체 격자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섭동(perturbation) 이론이 있으며, 동역학적 저

해제의 종류별로 저해 원리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저해제에 대한 정확한 

얼음 클러스레이트 형성 억제 원리에 대한 실험적 및 계산 화학적으로 구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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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역학적 저해제의 얼음 클러스레이트 억제 원리 (Sa et al., 2015 )

 
¡  얼음 클러스레이트 결정구조별 객체 포집 특성 분석 

▲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구조

 - 일반적으로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구조는 주체 격자 내에 포집되는 객체 분자의 크기

에 따라서 구조-I, II, H로 구분되며,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을 위해서 얼음 클러스레

이트의 형성 압력을 낮추어 주고 온도를 높여 주는 열역학적 촉진제(thermodynamic 

promoter)를 첨가하기도 함. 

 - 열역학적 촉진제가 첨가되면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구조가 바뀔 수 있으며 객체의 포

집 특성 및 포집 용량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각 구조별 객체의 포집 특성을 연구하

고자 함.

¡ 다양한 객체의 동공 포집 특성 분석

 - Quaternary ammonium salt(QAS)와 같은 물질은 물과 결합하여 상압에서 얼음 세미 클

러스레이트를 형성하며 QAS 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여러 개의 빈 동공을 제공하는데, 

이 빈 동공의 기체 포집 특성을 이용하면 기체 분리 및 저장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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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AB 얼음 세미 클러스레이트

 - 대표적인 QAS 물질로는 tetra-n-butylammonium bromide (TBAB), 

tetra-n-butylammonium chloride (TBAC) 등이 있으며, TBA+ 이온은 객체로서 큰 동공 

여러 개에 걸쳐서 포집이 되고 Br-, Cl- 이온은 물 분자와 함께 주체 격자 형성에 참여

함.

 - 이러한 얼음 세미 클러스레이트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QAS 물질에 대한 탐

색과 더불어, 양이온이 큰 동공을 점유하는 과정과 음이온이 주체 형성에 참여하는 과

정과, 동공에 포집될 수 있는 기체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함.

¡ 열역학적 촉진 물질의 역할 규명

 - Tetrahydrofuran (THF), cyclopentane (CP)와 같은 유기 물질은 얼음 클러스레이트 격

자 내로 포집되어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열역학적 안정성을 현저히 높여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함.

 - 이러한 열역학적 촉진제 물질이 얼음 클러스레이트 격자 내에 포집되는 특성과 그로 

인한 얼음 클러스레이트 구조 전이, 그리고, 기체 저장 용량 및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천연가스 저장 및 수송, 수소 저장,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역학적 촉진 물질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함.

▲ H2 + THF 얼음 클러스레이트 (Le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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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놀류 유기물질에 의한 무기질소의 유기질소화 

과정

▲ 환경물질의 태양빛 조사에 의한 활성 라디칼 물질 

생성과 오염물질 분해 과정

나.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 및 지구현상 이해 

① 환경에 존재하는 유·무기물질들이 얼음 상에서 나타내는 특수한 화학반응 연구

¡ 얼음 내 환경 유기물질과 질소 산화염의 반응으로 인한 유기질소화합물 생성 연구

환경에 존재하는 질소는 유기 질소와 무기 질소로 나뉘며 종류에 따라 지구 생물과 화학 

반응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무기 질소로부터 유기 질소가 생성되는 주된 반응은 

생물에 의한 변환이 주된 원인이라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얼음 상에서 생물

적 활동 없이 무기 질소와 페놀류 유기 물질의 존재 하에서 질소의 유기화 반응이 가속

화 되는 현상을 발견함. 이러한 반응은 유기 물질이 풍부하고 무기 질소가 존재하며 얼

음이 존재하는 계절·영구 동토층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며, 지구 질소 순환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변 미생물의 질소 섭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됨. 

본 연구에서는 환경 얼음이 지구 질소 순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

고자 함.

¡  얼음 내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의 광화학 특성을 통한 오염 물질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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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빙하의 수은 농도를 좌우하는 요인과 수은 농도의 지시 정보

자연 유기 물질(Natural Organic Matter[NOM])은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다양한 지

구 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자연 유기 물질(Natural Organic 

Matter)은 태양빛 조사에 의해 활성 라디칼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높은 

반응성의 라디칼 물질은 환경에 다양한 화학 반응에 참여함. 이러한 빛 조사에 의한 라

디칼 생성이 얼음 내부에서는 환경 유기 물질로부터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이 학계에 보고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얼음 상에서 환경 유기물질로부터 생성되는 라디칼 물질을 통해 

오염 물질이 분해되는 연구를 진행하여, 얼음화학 반응이 오염 물질 정화 작용에 가지는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얼음화학 반응이 수은의 빙하-대기 간 분배작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극 빙하 중 수은의 농도는 전 지구적 수은 사이클, 해빙면적 및 남극 대기의 산화용량

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고환경 지시자로 활용 가능함. 얼음화학 반응은 수은의 산화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대기-빙하 간 분배작용을 좌우하기 때문에 고환경 지시자로 수은 농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이 수은의 산화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

치는지 규명이 필요함. 모사실험 및 현장관측 연구를 통해 얼음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수

은의 화학반응을 연구하고자 함.

¡ 과거 해빙사 복원을 위한 빙하 내 할로겐 물질 거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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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os Dome ice 

core에서 요오드를 

분석한 결과

(A.Spolar et al., 

2013)

최근 고 해빙사 복원을 위해 Ice core에서 할로겐 원소(브롬과 요오드)를 분석함. Ice 

core에서 요오드 분석은 과거 극 지역 해빙 면적 복원 지시자로 사용됨. Talos Dome ice 

core를 분석한 결과, 빙하기에 요오드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됨. 이는 요오드 종 중 

비활성 무기 요오드 종으로 알려진 IO3-가 빙하기에만 나타났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이러한 결과는 해수에서 비활성인 IO3-가 얼음 상에서 상당한 반응성을 

띈다는 것을 의미함. 빙하기와 해빙기 사이의 총 요오드 농도의 경향성은 철을 나타내는 

dust와 일치하는데, 이는 빙하기에 생물학적 활성이 증가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

음. 본 연구동안 얼음 화학반응을 통해 액체상에서 안정한  IO3-의 변환에 대해 연구하

고, 극 지역 해빙 면적 복원 지시자로서 요오드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함.

¡  얼음 내 페놀류 물질의 할로겐화 반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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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 물질과 유기물의 결합에 의한 

독성물질 생성

◀블랙 카본 입자 

존재 하에서의 

액상 및 얼음 화학 

반응

할로겐 물질은 해수 이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물질로, 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

에는 상대적으로 안정하며 독성이 낮지만 유기물질에 결합하여 유기 할로겐화물이 될 경

우 높은 독성을 지닐 수 있음. 본 연구진은 얼음 상에서 할로겐 이온과 페놀류 물질이 

다른 무기 물질의 존재 하에 반응하여 할로페놀(halo-phenol)이 생성되는 것이 확인하였

고, 이러한 할로겐화(halogenation)는 페놀 보다 높은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인공적으로 생성되는 페놀류 물질이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 얼음화학반응으로 인해 더 높은 독성을 가진 물질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을 연

구하고자 함.

¡ 극지 및 대기권에 존재하는 카본블랙 에어로졸 성분이 환경 물질과 일으키는 산화·

환원 반응 연구

블랙 카본(Black carbon)이란 탄소 비율이 높은 환경 유기물질로 검은색을 띤 작은 입자

임. 다른 원소보다 탄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화수 값이 낮아 다양한 반응에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음. 오늘날 산업화로 인해 이 검은 입자는 더 많이 생성되고 있으며 극지 

얼음에서 더 자주 발견되고 있음. 이로 인해 빙하의 색이 어두워지고 빛의 흡수율이 높

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또한, 이러한 블랙 카본이 화

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블

랙카본이 얼음 내부에 존재할 경우 나타나는 화학 반응과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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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내 화학반응에 의한 과산화수소의 생성

¡ 얼음 내 유기물질로부터 과산화수소 및 라디칼 물질 생성

과산화수소(H2O2)는 높은 반응성에 강한 산화력을 가진 물질로서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생

성될 수 있고 환경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환경에 존재하는 자연유기물질

[DOM]로부터 광조사에 의해 활성 전자가 생성되고 이것이 용존 산소와 반응하여 활성 

산소를 생산하여 과산화수소가 생성될 수 있음. 높은 환원력을 가진 유기물질과 금속 이

온과의 화학반응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얼음 상에서 유·무기 물질

의 화학 반응으로 인한 과산화수소 생산 반응과 이것이 가지는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

로 연구하고자 함.

¡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의한 안정동위원소비 변화 연구

▲ 새롭게 쌓인 눈과 적설, 융해수의 산소 

동위원소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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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 30년의 지구화학적인 변화를 살피며 스노우핏(snowpit) 시료의 연령과 얼음 코

어 시료에서 고기후를 추정하기 위해 극지방 눈과 얼음의 산소 안정동위원소를 분석함. 

극지방에서의 안정동위원소의 이용은 눈과 얼음에서 안정동위원소가 변화하지 않고 일정

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눈과 얼음의 해동 및 동결에 따라 산소 안정동위

원소 비율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짐. 눈과 얼음에서 일어나는 안정동위원소의 비

율 변화는 눈 및 얼음 시료와 눈과 얼음이 녹아 형성되는 극지방 하천 시료를 분석 및 

해석할 때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지금까지 눈과 얼음에서의 안정동위원소 비율 변

화 연구는 단순히 동위원소의 물리적인 이동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눈과 얼음 내 존

재하는 다양한 물질과 함께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의 비율 

변화를 연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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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2 반응의 모식도

▲유기 요오드와 Hydroxyl ion과 SN2 반응 모식도

② 얼음에서의 활성 요오드 방출 연구

¡ 동결된 유기 요오드 용액으로부터 화학반응을 통한 활성 요오드 방출 메커니즘 규명

- SN2(Nucleophilic Substitution) 반응이란 자연계에서 잘 일어나는 친핵성 치환반응의 한 

종류로, 친핵체가 이탈기가 붙은 기질의 탄소를 공격하여 이탈기를 방출하는 반응이며 

특히 Alkyl Halides에서 잘 발생함. 액상이 아닌 얼음 상에서 SN2 반응을 통한 활성 요오

드 방출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극지방에서 얼음이나 눈과 같은 환경에서 밝혀지지 않

은 요오드 방출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함.

-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들의 생물학적 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 요오드

(CH3I,C2H5I...)를 포함하는 용액을 얼림으로써 활성 요오드 방출을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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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의 유기 할로겐화물 농도(Atkinson et al., 2012)

▲유기 요오드의 SN2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브롬

- 확인된 방출 메커니즘이 실제 극지방과 에어로졸의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 실험: 극

지방의 실제 여러 환경들을 유사하게 모사한 실험 조건에서의 활성 요오드 방출 실험과 

에어로졸의 조건을 모사한 실험에서 무기 요오드 방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함.

- 유기 요오드의 SN2 반응에서 브롬은 촉매 역할을 하며, 실제로 브롬은 극지방의 대류권 

오존을 파괴하는 역할을 함. 얼음 상에서 브롬을 첨가한 유기 요오드 실험을 통하여 요

오드 산화물 입자로 자랄 수 있는 무기 요오드의 방출뿐만 아니라 대류권 오존을 파괴하

는 브롬의 방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



52

▲과산화수소와 아질산염이 얼음 내에서 수산화라디칼 형성

(Kerri et al,, 2014)

▲ 준액체층에서 수산화 라디칼의 형성과 반응

(Anastasio et al.,Science Direct, 2007)

¡ 얼음에서의 활성 산소종과 화학반응을 통한 활성 요오드 방출 연구

- 활성 산소는 일반적으로 산화력이 강력하며 종류로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2O2), 초과산화　이온(superoxide ion: O2
-), 수산화 라디칼(hydroxyl radical: ·OH), 일중

항 산소(1O2)가 있음. Snowpack의 투광대에서 H2O2는 수산화 라디칼을 형성하면서 광 분

해되는데, 이 라디칼은 눈에서 유기 화합물을 산화하고 대기 경계층으로 방출될 수 있는 

다양한 휘발성 물질들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할로겐 물질의 산화를 야기함.

- Barrow Snowpack에서 아질산염(nitrite)과 과산화수소(H2O2)가 얼음 내에서 광 분해되어 

96%가 수산화 라디칼이 되며,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는 형태의 브롬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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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 눈에 빛을 조사하였을 때 생성되는 과산화수소

(Ted et al, 2012)

▲표준 환원 전위 표

- 극지방 눈과 동결된 용액에서 광화학 반응으로 강한 산화력인 가진 활성 산소 종인 
H2O2의 형성을 확인함.

¡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환원제와 Iodate의 얼음 화학반응을 통한 활성 요오드 방출 연

구

- Iodate는 액체상에서는 안정하지만 얼음상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알려져 있음

(Spolaor et al., 2013). 액상에서 안정한 iodate의 성질 때문에 이전에는 활성 요오드로의 

환원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자연계의 여러 환원제를 이용하여 

iodate의 환원 실험을 진행하여 극지 환경과 에어로졸에서 적용 가능한 활성 요오드 방출 

기작을 규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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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Weddell sea에서 얼음과 물의 iodate 농도 표

(Atkinson et al., 2012)

▲ 식물이 분비한 유기산에 의한 철의 풍화작용과 환원 

과정 (Jones, 1998) 

- 밝혀진 반응을 극지방과 에어로졸과 유사하게 모사한 조건의 실험을 통해서 실제 가능

성을 확인하며, 밝혀진 경로들을 모델에 적용하고자 함.

③ 극지에서 일어나는 광물의 화학적 풍화작용 연구

¡ 얼음에 의한 광물의 화학적 풍화작용과 철의 형태 변환 연구

- 실험실 실험에서 식물 또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유기산에 의해 토양의 화학적 풍화작용

이 증가할 수 있지만, 실제 자연환경에서의 유기산은 화학적 풍화작용을 증가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Drever & Stillings, 1997; Drever, 1994)가 있음. 최근 산(acid)

이 있는 경우 얼음이 얼 때 가장자리에서 pH가 낮아지는 효과로 산화환원 반응이 가속화

될 수 있음이 밝혀짐(Jeong et al., 2012; Jeong et al., 2015). 남극에서 미생물의 생명활동

에 의한 유기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Wadham et al., 2010), 유기산이 있는 상태에서 얼

음이 어는 경우 가속화된 산화환원 반응으로 화학적 풍화작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북극에서 여름이 시작되어 해빙수(meltwater)가 생기는 시점에 하천에서 철의 농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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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암석의 풍화작용과 물질 순환 (Schlesinger & 

Bernhardt, 2013)

았다가 다시 낮아지는 현상이 있었으며(Statham et al., 2008), 이것은 얼음이 있을 때 증

가된 풍화작용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음.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HNLC의 남극해에 철이 

공급되면 기후변화에 음의 되먹임 효과가 될 수 있음.

 

- 남극 현장 실험 중 여름철 하천에서 AFM과 XPS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암석의 풍화

를 관찰하는 실험이 있었으나(Maurice et al., 2002), 얼음이 어는 겨울철을 반영하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존 연구를 개선하여 얼음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는 광물의 

화학적 풍화작용과 철의 형태 전환을 현장 모사 실험실 실험과 겨울철을 포함하는 남극 

현장 실험을 통해 연구하고자 함.  

¡ 남극 풍화작용 연구에 대한 분석법 제시 및 기존의 화학적 풍화작용 연구 재검토

- 암석의 풍화작용은 종류에 따라 크게 탄산염과 규산염의 풍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음

(식 1, 2).

CaCO3 + CO2 + H2O → Ca2+ + 2HCO3
- (식 1)

CaAl2Si2O8 + 2CO2 + 3H2O → Al2Si2O5(OH)4 + Ca
2+ + 2HCO3

- (식 2)

- 이때 형성된 중탄산염이온은 바다에서 식 1의 역반응으로 다시 탄산염을 형성하여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를 내놓게 되므로 탄산염의 풍화작용은 단기적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만 있을 뿐이며, 규산염의 풍화작용이 지질학적 시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음. 이에 따라 기후 조절 효과에 대한 관심으로 규산염의 풍화작용 연구

에서는 그 산물인 하천의 실리콘 농도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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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냉동-해동 실험에 따라 감소하는 용존 실리콘 농도 

(Dietzel, 2005)

▲ 방향성 있는 경우의 동결 농축 효과와 그에 따른 입자의 

중합체 형성 (Zhang & Cooper, 2007)

- 시료를 얼려서 보관할 경우 물이 얼면서 가장자리인 브라인(brine) 부분에서 실리콘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중합체를 형성하여, 해동 후 발색법으로 분석 시 실리콘이 실제보다 

적은 농도로 분석될 수 있음이 연구됨(Burton et al., 1970). 

- 이후 냉동 시료의 해동 및 분석 시 얼리기 전의 농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냉동 

및 해동 방법이 연구되었으나(Tallberg et al., 1997; Zhang & Ortner, 1998; Macdonald et 

al., 1986), 이는 모두 시료의 보관 방법 측면에서 이루어짐. 이들 실험에서는 실리콘 농도

가 동결 전과 같이 완전히 돌아올 수는 없고, 냉동 기간이 길수록 농도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며, 암상태의 4℃ 냉장고에서 4일 이상 해동할 경우 실제 농도와 가장 가깝게 돌

아오는 것으로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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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얼어 있으며 실험실과 같이 조건이 통제되지 않는 자연환경

의 남극에서 이러한 현상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최근까지도 풍화작용의 연구에서 

실리콘의 분석이 발색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Hudson et al., 2010; Green et 

al., 2005; Fortner et al., 2005). 이에 발색법과 ICP-MS를 이용한 분석방법에 따라 남극에

서 탄산염의 풍화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공통된 연구 결과 외에 규산염의 풍화작용에 

대해서는 온대기후 지역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주장(Stumpf et al., 2012; Gooseff et al., 

2002) 매우 적게 일어난다는 주장(Fortner et al., 2005)으로 나뉘게 됨. 따라서 물 시료의 

보관 방법 측면에서만 고려되었던 동결 시 실리콘의 중합체 형성 효과를 남극 현장 실험

에서 발색법과 ICP-MS 분석 방법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극지 풍화작용 연구에서의 적

절한 실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기존의 실험 방법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소 추정

되었을 가능성 있는 남극에서의 풍화작용과 이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재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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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위에서 

합성된 2차원 

전도성 고분자

◀ 투명한 전도성 

고분자인 

PEDOT의 

화학구조

▲ 얼음 위에서 합성한 투명한 전도성 고분자가 

활용될 전자디바이스의 사례

▲ 얼음 표면에서 합성된 투명한 전도성 고분자

다. 얼음화학을 응용한 실용화 기술 연구

 ① 얼음을 이용한 전도성 고분자 합성

¡ 얼음 표면 특성을 이용한 2차원 구조 전도성 신물질 합성 및 전도성 고분자의 배향 

연구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얼음 표면과 아닐린 사이의 수소결합에 의해 아닐린이 중

합되면서 독특한 배향을 이루며 고결정성 2차원 폴리아닐린이 합성될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음. 또한 이렇게 합성된 폴리 아닐린은 문헌에 보고된 값보다 40배가 넘는 높은 전

기전도성을 보임. 이러한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동결 시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하여 얼음 

표면 특성을 조절하고자 하며, 이렇게 제어된 물 분자의 배열이 합성된 전도성 고분자의 

배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전기전도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함.

¡ 얼음 표면에서 투명도가 확보된 2차원 전도성 고분자 합성 및 미래 유연디바이스 전

극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 탐색

본 연구진이 선행 연구에 사용한 아닐린은 초록색을 띄는 물질로 실제 전극소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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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위에서 

합성한 2차원 

전도성 

고분자/금속 

나노입자 복합체

◀ 얼음 표면에서 

합성된 패턴화된 

전도성 고분자

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 따라서 제안된 연구에서는 높은 투명도를 갖는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EDOT)에 집중하고자 함. EDOT에 존재하는 sulfur atom

이 얼음 표면과의 특정 인력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얼음 표면과 EDOT 단량체와의 인력을 규명하고 이러한 인력이 

EDOT이 중합되면서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분자배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자 함.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유연하면서도 투명한 유기전자디바이스의 탄생을 가능

하게 해줄 것으로 여겨져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얼음 표면에서 고밀도 유무기 복합소재 합성 및 촉매특성/광학 특성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전도성 고분자의 단량체에는 질소, 황과 같은 비공유 전자

쌍을 매단위구조체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자구조를 가짐. 이러한 질소와 황과 같은 

원소는 금속이온과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이러한 금속이온을 금속으

로 매우 잘 환원시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전도성 고분자 합

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차원적 고분자 박막 내부에 고밀도의 금속 나노입자를 합성

하고 그 촉매 특성 및 광학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얼음 표면에서 패턴화된 기능성 복합소재 합성 및 친환경 전극소재로의 활용

이렇게 합성된 소재가 실제 디바이스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가공성을 필요로 함. 특히 

많은 전자디바이스들이 패턴화된 전극 배열을 얻기 위해 흔히 금속을 증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분자 소재의 경우 열적 안정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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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극 제작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본 연구진이 제안한 얼음표면위에서의 전도성 

고분자 합성은 얼음과 접촉하여 중합되는 전도성 고분자 단량체의 접촉 범위를 

pre-patterned 마스크를 이용하여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해결해 줄 것으

로 기대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합성할 투명한 전도성 고분자뿐만 아니라, 전도

성 고분자/금속 나노입자 복합소재의 다양한 형태의 패턴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고자 함.

¡ 얼음표면에서 합성된 전도성 고분자/무기 나노입자의 태양광 하에서의 수소생산성 연

구

 한편 앞서 제시한 연구는 무기나노입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될 수 있

음. 본 연구에서는 특히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광활성 물질로의 활용을 탐

색하고자 하는데, 투명한 전도성 고분자가 2차원 박막 형태를 가지는 구조적 특이성 상 

태양광을 매우 잘 투과하여 무기입자의 광활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전자를 잘 이동시

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무기나노입자의 종류는 범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TiO2에서 

시작하여 그 종류를 다양화하고자 함. 

② 얼음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 작용 연구

¡ 얼음에서의 오염물질간의 직접적 산화 ․ 환원 반응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 연구

▲ 얼음에서의 오염물질간의 직접적 산화 ․ 환원 반응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 원리

- 용질이 첨가된 물이 얼면서 얼음으로 변화는 과정에서 용질은 얼음 내 액체 층에 농축

되고, 용질간의 산화 ․ 환원 반응 속도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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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를 통해 독성이 저감되는 오염물질과 환원을 통해 독성이 저감되는 오염물질간의 

얼음 내 산화 ․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자 함.

- 중금속, 유기 오염물질, 할로겐 옥시 음이온간의 산화 ․ 환원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함.

¡ 얼음에서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활성 산소종 생성 및 이에 의한 오염물질 분해 연구

▲ 얼음에서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활성 산소종 생성 및 이에 의한 오염물질 분해 원리 연구

- 최근 용존 유기물의 광화학 반응에 의한 일중항산소 생산이 물에서보다 얼음 내에서 

빨라진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음(Fede & Grannas, 2015). 하지만 일중항산소는 산화력이 낮

기 때문에 특정 오염물질의 분해만 가능하고, 분해 속도도 느림. 따라서 전 지구적 환경 

오염물질의 거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산화력이 높은 하이드록시 라디칼(hydroxyl radical), 슈퍼옥사이드 라디칼(superoxide 

radical),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생산은 전 지구적 환경오염물질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얼음 반응을 이용한 환경 정화 기술에 응용 가능함. 

- 중금속, 유기물, 중금속-유기물 복합체에 의한 활성 산소종 생성 프로세스 및 이에 의

한 오염물질 분해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함.

¡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의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의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 검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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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 수처리 과정과 공학적 수처리 과정

- 다양한 환경조건(pH, 오염물질의 농도, 산소 농도, 온도, 광량)에서의 얼음 반응을 통한 

오염물질 제거 속도를 측정하고자 함.

- 다양한 환경물질(용존 이온성 물질, 금속 물질, 자연 유기물)이 존재할 때 얼음화학 반

응을 통한 오염물질 제거 속도를 측정하고, 그들의 영향을 조사/해석하고자 함. 

- 우리나라 겨울철 저온(밤)에서의 오염물질 제거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연환

경에서의 반응을 검증하고자 함. 

- 실제 폐수를 대상으로 얼음화학 반응을 통한 오염물질 제거 속도를 측정하고, 폐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의 영향을 조사/해석하고자 함. 

-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정작용이 지구 전체의 자정작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

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함. 

¡ 실용화가 가능한 오염물질 제거 반응 및 반응의 최적 조건 연구

- 현재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공법으로는 처리가 어렵지만,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자

정작용을 통해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선정하고자 함.

- 동결을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 시 제거 속도는 운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반응기 용량/형태, 반응 온도, 냉각방법(공랭식, 수랭식),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 속도를 측정하고 최적의 조건을 선정하고자 함.

¡ 동결을 이용한 오염물질 처리의 효율적 방법/시스템 고안 및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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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을 이용한 오염물질 처리의 효율적 방법/시스템 개발 전략

- 동결을 이용한 오염물질 처리 시 오염물질의 분해는 어는 동안에 일어남. 분사를 통해 

폐수 물입자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어는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오염물질 분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이러한 방법은 해동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태양열을 이용한 해동을 

가능하게 함. 또한 드럼식 순간 냉각기를 이용하여 동결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같은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동결을 이용한 오염물질 처리방법과 기존의 물리/화학/생물

학적 오염물질 처리 방법과의 경제성 비교 연구를 수행함. 경제성 비교 연구는 장치 비

용, 재료비용 (미생물 배양 비용, 응집제 및 흡착제 비용, 분리막 비용, 화학 산화제 및 

환원제 비용), 전기 비용, 인력 비용, 장치 설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행함. 또한, 장치 

및 재료의 유지 ․ 보수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장기 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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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연구내용 

1차년도 2018

얼음화학

특성연구

- 얼음표면화학반응 연구를 위한 실험적, 이론적 연구 인

프라 구축

- 새로운 얼음표면 화학모델 개발

- 분광분석법을 통한 얼음표면의 구조적, 동역학적 성질 

및 화학적 반응성연구

- 다양한 객체 분자에 대한 얼음 클러스레이트 핵형성 과

정의 미시적 관찰

- 얼음표면 특성을 이용한 2차원 구조 전도성 신물질 합

성 및 전도성 고분자의 배향 연구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자연현상 

이해

- 실험실 스케일에서 지구의 저온 환경을 모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분석 장비 구축

- 기후조절가스 현장 관측시스템구축

- 얼음화학반응이 질소순환에 미치는 영향연구 및 얼음 

내 질소화반응 기초연구

- 얼음에서의 오염물질간의 직접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

한 오염물질 제거 연구

- 얼음화학 반응으로 인한 유기요오드 변환 메커니즘 연

구

- 철을 포함한 광물의 얼음 내 화학적 용출반응 연구

- 얼음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한 냉각가스가 입자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4-1. 향후 연구방향

가. 정성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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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연구내용 

2차년도 2019

얼음화학특성

연구

- 얼음표면 흡착 구조, 흡착 에너지 및 표면 화학 반응 메

커니즘 연구

- 얼음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양성자 이동 현상 연구

- 얼음 표면에서의 이론적 반응 메커니즘 연구

- 얼음 클러스레이트의 수소 결합과 주체-객체 상호 작용 

이해를 위한 실험 및 이론 연구

- 얼음표면과 고분자와의 상호작용 규명 및 분자배향 연

구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자연현상 

이해

- 극지 환경모사  얼음광화학 반응 시스템 고안 및 구축

- 자연산유기물질(Natural Organic Matter) 및 무기물의 얼

음광화학반응성 연구

- 동토 층에서 생물기원 유기물에 의한 광물의 화학적 풍

화작용 연구

- 얼음에서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활성 산소종 생성 및 

이에 의한 오염물질 분해 연구

3차년도 2020

얼음화학특성

연구

- 성간의 얼음입자에서의 화학반응으로 인한 분자 진화 

과정 연구

- 얼음 표면에 흡착된 분자들의 추가적인 화학 반응 메커

니즘 연구

- 얼음 클러스레이트 형성 저해 원리 규명

- 얼음표면에서 고밀도의 유무기 복합소재 합성 및 촉매

특성/광학특성 연구

얼음화학 

연구를 통한 

극지자연현상 

이해

- 할로겐 물질(Cl, Br, I)과 유기물질의 얼음 내 할로겐화 

반응 연구

- 페놀류 물질의 얼음 내 이합체(dimer) 생성반응 연구

- 얼음 내 무기요오드의 환원반응 메커니즘 연구

- 자연산화물 및 clay mineral의 얼음 내 화학적 변환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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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적 목표

구분

국외논문 국내논문 특허출원
기술
이전SCI*

(1저자/공동)
기타

SCI

(1저자/공동)
기타 국외 국내

1단계

1차년도
(2018)

5 (2/3) -

2차년도
(2019)

10 (6/4)

3차년도
(2020)

10 (6/4) -

2단계

1차년도
(2021)

5 (2/3)

2차년도
(2022)

8 (6/4) - 2

3차년도
(2023)

8 (4/4) 2

합 계 46 - 4

* 제1저자 및 공동저자(제2저자까지) 기재

4-2. 국내·외 공동연구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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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개발 사업 규모 (직접비)

연구기간(년)

연구개발비(백만 원)

2018 2019 2020

2018~2020

(3년간)
4,000 4,000 4,000

4-4. 총 연구기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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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극

세종 

과학기지

2018 15 15

2019 15 15

2020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2018 15 30

2019 15 15 30

2020 15

북극

다산 

과학기지

2018

2019

2020

쇄빙 

연구선

아라온

2018

2019 20

2020 20

¡ 1단계 3개년 로드맵

4-5. 인프라 활용 로드맵

* 활용 시기에 음영표시 및 활용일수 작성

◦ 세종과학기지, 장보고 과학기지 : 극지방 기후가스 생성관련 현장관측 및 연구,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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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빙 캠프

◦ 쇄빙연구선 아라온: 남극장보고 혹은 세종과학기지 주변 극지방 기후가스 생성 관련 

현장 관측 및 연구(2019년, 2020년) *해빙 시기에 일어나는 현장관측이 주목적이므로 

항해해역보다는 항해시기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승선연구지역은 타과제와 

공동수행가능성 및 아라온 항해계획에 맞추어 논의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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