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98(T)-4 

‘97 해외연구지원사업 
토양오염물질 거동 및 이동메카니즘 연구 

Research on the Fate and Transport of Pollutants 

in Subsurface Systems 

연구기관 

재단법인 한국자원연구소 

과 학 기 부
 
· 숙

 
} 

>



제 출 문 

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토양오염물질 거동 및 이동메카니즘 연구” 과제의 보고서로 제 

출합니다. 

1998. 10 

주관연구기관명:한국자원연구소 

주관연구책임자:박 성 원 



요 약 문 

1. 제 목 

“토양오염물질 거동 및 이동메카니즘 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칙 및 필요성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현상으로 인해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 

는 물， 공기， 쓰레기 둥 토양오염물질이 무분별하게 처분되고 있으며，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토양의 정화능력 한계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토양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토양오염의 원인물질로는 유기물， 무기물， 중금속， 농약퉁이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유해성 오염물질은 처리과정의 여부에 관 

계없이 그 최종 기착지는 토양이 되는 것이며， 토양의 오염으로 수계， 대기 및 

지하 식수원의 오염이 진행되어， 유해물질이 직， 간접 경로를 통해 인체로 유 

입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불안전하게 토양에 매립되거나 처분되고 있는 유해성 오염물질로 부터 우리 

의 자연 및 생활환경， 국민보건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해성 오염물질의 

확산 및 이통예측이 필요하며. 유해물질의 분산 및 처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유해원소가 어떠한 화학적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그 

에따라 환경오염원 규명 및 오염확산예측이 가능하고 오염 처리 및 정화기술등 

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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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에서는 이러한 토양오염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계법령 

을 정비하는 한편， 오염방지 및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 

부에서 최근 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정비되면서 오염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 분산연구 및 처리기술은 고도 산업화에 따라 발생되는 오염토 

양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며， 특히 우리연구소가 1996 

년 1월 6일부터 발효된 토양환경보전법 에 의한 오염토양조사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오염특성평가 및 처리기술등 환경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부， 지자체 및 일반의 토양오염조사 

및 처리기술 수요에 대처키 위해 시급히 확보해야 할 기술임. 

11 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오염토양내 유해성 오염물질의 정밀 지화 학 오염 

도조사 

- 유해 원소들의 거동 및 오염원 규명 

- 오염물질과 토양입자간의 홉착관련성 규명 

- 토양 오염도 분석 및 환경영향 평가 기술 확립 

- 오염확산 예측 및 유해오염물질의 거동에 따른 처리기술 개발 

2) 연구범위 

- 유해 오염물질 거동 및 홉착특성 규명 

- 환경오염원 규명 및 오염확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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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처리기술개발 

IV. 연구개발결과 

- Michigan Department of Public Health(MDPH)가 미 시 간 호숫가， 

이오스코 카운티에 위치한 바크만지역의 오염확인 조사를 1979년이래 계 

속 실시한결과 4개의 뚜렷한 오염영역 (Plume)을 확인 했으며， 상기 자료 

를 토대 로 미 시 간 시 와 미 시 간 대 학이 공동으로 "Remediation of 

Chlorinated Solvents at the Bachman Road Site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라는 제목으로 과제화 하여 1997 년부터 

Phase I-V의 생물학적 및 계면활성제 이용 둥의 방법으로 정화 연구가 

진행중이임. 

- 이중 Phase 1에 대해 1)오염지역 특성조사. 2) Enhanced Bioremedia

tion/Dechlorination Processes. 3) Surfactan t-Enhanced Aquifer 

Remediation(SEAR) (연구원으로 참여)의 세분야로 나뉘어 연구 수행중 

- SEAR의 응용을 위해서는 Aquifer 물질뿐 아니라 계면활성제， 오염물질 

(NAPL)등의 특성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바， 

1) Aquifer 물질 특성연구. 2) PCE 홉착. 3) 폐기 PCE 특성 . 4) 계면 

활성제 solubilization. 5) 계면활성제 흡착등의 연구가 수행됐으며 , 그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바크만 Sand의 입도는 O.21-0 .43mm의 범위를 보이며 , 투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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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6ft/d의 범위이다. 

(2) Sand/Wood로 표기 된 사 료는 sand에 시 기 를 알 수 없는 부식 된 흙갈 

색의 나무조각 들이 일부 포함돼 있으며， 이분분에서 높은 PCE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홉착실험 결과는 일반 sand 

시료에서 실시된 홉착실험 결과에 비해 1 order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나무조직에 PCE가 홉착됐다기 보다는 나무조직사이에 

PCE가 포획된 상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3) 폐기PCE에 대한 증발실험결과 O.2wt%정도의 비휘발성 물질이 포함 

되 있으며， 이는 대부분 세탁중에 사용된 세제나 기타 용제동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세탁중에 발생하는 옷감 조각이나 세제동 각종 불순물에 의해 

Tween80의 용해도가 영향을 받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폐기PCE와 순 

수PCE에 대한 용해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Tween80의 용해도는 PCE 

내 존재하는 계면활성제나 옷감조각퉁 불순물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바크만 clay에 대한 Tween80의 홉착은 바크만sand보다 20rder 정도 

높다. 그러나 Clay에 의한 계면활성제의 손실은 Clay층의 불투수성 으 

로 인해 그리 큰문제가 돼지는 못할 것이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른 피해가 속 

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중 세탁소(인쇄소) 

및 주유소 둥에서 유래하는 유기용제/석유류 사용 따른 환경오염 제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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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 

- 1996년 1월 6일부터 발효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본 연구소 가 오염 

토양 조사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1996년 이후 매년 정 기적 검사를 하 

게돼 있는 주유소의 정기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주유소에 대한 정화작업 

시 기초자료 활용， 

- 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유해성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 발생 

지역에서의 특성조사시 오염원 및 지질매체에 따른 오 염영역 확인， 오염 

지역 특성파악 및 확산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Aquifer물질 특성연구. PCE홉착연구 등의 자료를 국내 오염지역 정화작 

업을 위한 pUffip-and-treat기법 적용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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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ark Sung-Won 

The fate and transport of pollutants 1n subsurface systems was 

studied on the Bachman Road site remediation project. Bachman Road 

site is located in the city of Oscoda , Michigan , near the shoreline 

。 f Lake Huron. The si te is contaminated wi th chlorinated 

solvents(predominantly PCE) and peroleum hydrocarbons , and consists 

of a 17-24 feet fine to medium grain aquifer sand layer underlain by 

a clay layer at 18-23 feet. There are four distinct Plumes and Plume 

B selected as study area , contains chlorinated solvents. The goal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reatment parameters for effectiveness of 

surfactant-enhanced remediation to remediate the si te. Tradi tional 

pump-and-treat groundwater remediation methods are ineffective 

removing residual NAPLs from the source zone regions. Surfactant 

enhanced aquifer remediation(SEAR) can promote organic contaminant 

removal by enhancing the solubility of the residual NAPL and 

mobilizing the entrapped organic liquid. Sorption experiments with 

The sample labeled Sand/ Wood indicated PCE sorption was more than an 

order of magnitude greater than sorption to sand. Sorption of PCE to 

silt and clay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two orders of magnitude 

greater than sorption to sand. The waste drycleaning PCE has only 

traces of volatile organic impurities and nonvolatile compounds on 

the order of 0. 2% by weight. The water / waste PCE interfacial tension 

is very low , due to the presence of surfactants in the waste PCE. 1t 

was found that the presence of small quantities of impurities was 

not likely to reduce the efficiency of Tween 80 for removal of PCE. 

The extent of sorption of Tween 80 to the Bachman clay is 

approximately two orders of magnitute greater than sorption to the 

sands. These results are useful for modeling the movement of 

surfactant during SEA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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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현상으로 인해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 

는 물， 공기， 쓰레기 등 토양오염물질이 무분별하게 처분되고 있으며， 농약 및 

화학비료 둥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토양의 정화능력 한계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토양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토양오염의 원인물질로는 유기물， 무기물， 중금속， 농약퉁이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유해성 오염물질은 처리과정의 여부에 관 

계없이 그 최종 기착지는 토양이 되는 것이며， 토양의 오염으로 수계， 대기 및 

지하 식수원의 오염이 진행되어， 유해물질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인체로 유입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불안전하게 토양에 매립되거나 처분되고 있는 유해성 오염물질로 부터 우리 

의 자연 및 생활환경， 국민보건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오염물질의 확산 

및 이동예측이 필요하며， 유해물질의 정화/처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인 

공토양이나 현장의 토양/물둥을 사용한 실내 실험을 통해 유해물질과 토양둥 

지하매개체 와의 물리적/화학적 상관관계를 밝혀야 하며， 그에따라 환경오염원 

규명 및 오염확산예측이 가능하고 오염 처리 및 정화기술등이 효과적으로 개발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각국에서는 이러한 토양오염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계법령 

을 정비하는 한편， 오염방지 및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 

부에서 최근 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정비되면서 오염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바， 산업화에 따라 발생되는 오염토양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오염특성평가 및 처리기술퉁 환 

경관련 기술 확보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정부， 지자체 및 일반의 토양오염조사 

및 처리기술 수요에 대처키 위해 시급히 확보해야 할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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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외국의 연구개발 현황 ; 

미국/유럽둥 선진국에서는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여 

러 가지 관련법 제정둥을 통해 노력해오고 있는바， 현재는 실제 오염발생지역 

에 적용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 태이며， 이 과정중의 오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동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태이다. 

특히 미 국의 경 우 1986년 SITE(Superfund Innovative Technology 

Evaluation) 프로그램이 제정되어 US EPA(Environrnental Protection 

Agency)를 중심으로 토양오염유발 시셜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화 

작업을 진행중 인바， 지금까지 33.000여개의 오염지역을 확인하여 그중 

1.300여 곳을 NPL(National Priority List)로 지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화작업이 진행중이며， 주로 사용하는 정화기법은 다음과 같다. 

가) In-situ 처리기술 

·물리화학적 처리기술(Physical/Chernical Treatrnent) ; 

오염원이 휘발성인 경우 더운공기를 주입하거나， 지하 지질매체의 투과성이 

양호할경우는 물을 이용 씻어내는 방법동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기술등 

·생물학적 처리기술(Biorernediation) ; 

유해성 유기물에 의한 오염을 현장에서 산소나 영양분 혹은 적합한 미생물을 

첨가하여 생물학적 분해속도를 증진시켜 안정화시키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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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 처 리 기 술(N atural Attenuation) ; 

주로 토양내 존재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수동적 개념의 정화기법 

나) Ex-situ 처 리기술 

오염토양을 채취하여 반응기 (Bioreactor등)를 사용하거나， 직접 토양을 씻 

어내는 방법등 적용 

상기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공토양이나 현장토양을 사용한 실 

험실 연구를 통해 오염물질， 지하매개물간의 상호 물리/화학적 상관관계를 밝 

히는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며， 미국의 경우 SITE 프로그램을 통해 오염물질별 

기초연구와 현장 적용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 

- 환경부 주관의 선도기술개발사업과제로 1994년부터 수행중 “오 염토양/지 

하수 정화기술 개발” 과제중의 〈오염토양의 물리/화 학적 처리기술 개발〉 

과 〈오염물질 거동해석 모델 개발〉이라는 세부과제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 

중이며. 1단계연구가 끝나고 2 단계연구 진행중 

- KIST에서 토양복원관련 연구가 과기처 주관의 스타 프로젝트로 수행중 

- 그이외에 일부 연구소나 대학의 환경관련 학과， 기업 둥에서 유사 내용의 

연구가 진행중이나 실제 현장적용 연구는 아직 부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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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바크만(Bachman)프로젝트 내용 

1. Site 오염조사 역사 

미시간 주 이오스코 카운티， 오스코다 시에 위치한 바크만 Road Site(Fig. 

1) 의 이전에 세탁소 및 주유소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성분분석이 1979 

년부터 1980년에 걸쳐 Michigan Department of Public Health(MDPH) 

에 의해 수행 됐으며， 분석자료에 의하면 주로 유기용제로 사용되는 Tetrach

lorethylene(PCE). Trichloroethylene(TCE). Dichloro-ethylene(DCE) 

및 가솔린성 분언 benzene . toluene. xylene퉁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 졌다 

(Brown & Root Environmental. 1996). 

그후 1986년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MDNR)의 

주관으로. Brown & Root Environmental사가 한 지점에 2공씩 총 147R 의 

관측공을 6-21.3feet 깊이로 셜치하여 지하수에 대한 시료채취/분석이 이뤄졌 

으며. 1987년. 1989년 계속된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4개의 뚜렷한 오염영 

역 (Plume)을 확인했다. Plume A. B. C의 수직분포는 지하 18-23피트 정도 

에 분포하는 c1ay-sandy c1ay에 까지 분포한다. 

그후 계 속적 인 조사가 Brown & Root Environmental와 Fibertec 

En vironmen tal Service (FE-Service) 에 의해 영구관측공 후은 임시관측공 

에 대한 지하수 및 soil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이 1995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를 토대로 오염영역 변화 확인을 위한 새로운 4개의 Plume도가 그려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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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ICHIGAN 0.5 

Fig. 1. Location map of study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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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수행될 오염정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1996이후는 미시간 대학(토목환경공학과). Center for Integrated 

Bioremedi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NCIBRD). McNamee 및 

Porter and Seeley{주) 둥에 의해 오염지역 특성조사를 위한 지하수 및 토양 

시료에 대한 분석 및 오염정화를 위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2. 프로젝트 내용 

상기 자료를 토대로 미 시 간대 학의 Peter Adriaens 및 미 시 간주립 대 의 

James M. Tiedje둥이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MDEQ)주관으로 "Remediation of Chlorinated Solvents at the 

Bachman Road Site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Microbial 

Halorespiration and Surfactant-Enhanced Aquifer Remediation"라는 

제목의 과제를 수행중(본인도 연구원으로 참여)이며 ， 상기 과제는 다음과 같이 

4 Phase로 구성되어 있다 : 

- PhaseI. : Remedial Investigation and Feasibility Study{RI!FS) 

- Phase II . : Pilot Remedial Design 

- Phase III . : Pilot Remedial Construction 

- Phase IV. : Pilot Remedial Operation and Monitoring 

- Phase V. : Full-Scale Remediation/Closure 

이 중 첫 해 에 는 Phase I(Remedial Investigation and Feasibility 

Study{RI!FS) 에 대한 연구로 오염지역에 대한 지하수 관측공을 이용한 오염 

원의 수직/수명적 오염확산 현상 파악퉁을 위한 기초조사 및 생물학적 혹은 계 

면활성제를 이용한 오염물질제거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한 각 정화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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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현재의 오염상황에서의 효과 및 경비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한 가장 효과 

적인 오염정화기술의 선택을 위한 타당성 평가 연구가 수행돼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양이 유기물질등에 의해 오염된경우 토양증기추출법 . 토양세척 

기법， 생물학적 정화법， 자연정화법둥이 있으나， 지하 환경의 복잡성 및 오염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이중 한가지만의 방법으로는 완벽한 효과 

를 기대키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각의 오염상에 따른 정확하고 효과적인 기술이 확립돼지 못한 

상황이고， 더욱이 현장 적용에 따르는 위험도를 낮추고， 생물학적 처리기술 및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오염물질제거 기술에 대해 각각의 현장 적용성연구를 확 

립하기 위해 우선 각 기법에 가장 효율적인 오염상황 및 관측공 퉁의 제반 조 

건을 충족시키는 Plume을 선정 오염정화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추후 이들 기법 

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연구도 수행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번 프로젝 트에서 는 본 역 에 나타나는 47~ 의 Plumes중 이 미 공이 

여러개 존재하며，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는 Plume B에 

대해서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오염물질제거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고. 호수가 

에 자리잡고 있는 Plume A에 대해서는 in-situ bioremediation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Phase 1에 대한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오염지역 특성조사 

오염지역 주변 지형/지질정보， 둥을 포함하고， 해당시점에서의 오염물질 함 

량/분포상황， 오염물질과 토양/암반간의 구조적 관계， 오염물질/지하매개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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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화학적 특성， 수리지질학적 정보 및 미생물학적 정화방법 적용시 부지 

내 electron accepting species , 전기전도도， 용존산소량 측정등 Micro

biological 특성파악 동을 위해 “시료채취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시료채취/분 

석이 이휘져야한다.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기 및 전자탐사， 탄성파탐사， 

중력 및 자력탐사， 지표레이다 탐사동의 물리탐사법을 이용한 수평/수직적 환 

경오염도 작성 또한 필요한，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기술 선정 및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이다. 

특히 지하환경의 복잡성 때문에 지하수정화에는 오랜 시간이소요되는게 일반 

적이므로 일과성이 아닌， 정화가 완결되어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까지 오염지 

역 특성조사는 이뤄져야하므로 수리 후은 수질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집되어 정 

화작업이 목표에 도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는것이다. 

본 프로젝 트의 지 하수 와 토양에 대 한 특성 조사는 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Bioremedi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NCIBRD) 와의 

협력하에 수행됐으며， 토양개스로부터 02 , C02 , CH4둥 측정， 지하수의 pH , 

온도， 용존산소， Eh , specific conductance둥 측정 , PCE , TCE , DCE , 벤 

젠， 톨루엔， 자이렌， 에틸벤젠퉁 유기화합물 분석둥 총 63종에 대한 분석 및 

측정조사가 수행됐으며， 지하수의 흐름방향과 속도측정을 위해 추적자로서 

Sodium bromide '-l sodium iodide를 사용하였다. 

나. 미생물학적 정화기법 

바크만 오염지역중 호숫가에 근접해 있는 Plume A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기술로， 유해성 유기물에 의한 오염을 현장에서 방어벽을 셜치하거나 혹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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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고안된 반응기등을 이용， 산소나 영양분 혹은 적절한 미생물을 첨가하여 

생물학적 분해속도를 증진시켜 안정화시키는 기법의 연구가 수행중에 었다. 

다. Surfactant-Enhanced Aquifer Remediation(SEAR) 

현재 미국은 EPA가 중심이 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총 33.000여곳의 

오염지역을 선정， 그중 1.300여 곳을 NPL(National Priority List)로 지정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화작업을 추진중이나. 1993년 5월 현재 48개 지역에 

서만 정화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EPA. 1993). 

이는 오염물질이 특히 nonaqueous phase liquid (NAPL)인 경우 통상적인 

Pump-and-treat 정 화기 법 으로는 어 려 움이 있으므로， 이 에 대 한 대 안으로 오 

염물질이 NAPL인 경우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Surfactant flushing을 통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SEAR의 응용을 위해서는 Aquifer 물질뿐 아 

니라 계면활성제， 오염물질 (NAPL)동의 특성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폭 

넓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4개의 Plume중 Plume B에 대해 적용한 기술이며 다음의 6 

Tasks로 구성되 었다 

- Field Sample Analysis for DNAPL and Properties 

- Batch Experiments for Surfactant Screening 

- Column Studies 

- Small-Scale 2-D Cell Experiments 

- Large-Scale 2-D Cell Experiments 

- Mathematical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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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오염지역 특성 및 현황 

1. 주변 지형 및 지질 

가. 지 형 

본 정화 프로젝트는 해당지역에 대한 주변 지형의 조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바， 미시간주는 지리적으로 남， 북 두 개의 반도로 이루어진 미국내 유일한 주 

이며， 미시간호와 휴런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본 오염지역은 미시간주 남동쪽， 즉 휴런호와 오사블강 사이에 위치하며， 오 

사블강은 바크만지역의 남쪽으로 돌아 휴런호로 흘러들어간다. 지형적으로 볼 

때 오염지역으로 부터 휴런호 쪽으로 완만한 경사로 기울어져 있어 적어도 지 

표면의 오염물이 휴런호로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나.지 질 

미시간주는 지리적으로 남，북 두 개의 반도로 이루어져 있듯이 지질학적으로 

도 둘로 나뒤어져 있으나 그 구분이 절대적이지는 못하다. 즉 북측 반도 동쪽 

은 남측 반도와 유사한 지질환경을 갖는바， 북반도의 서쪽부분은 Precarn

brian과 Carnbrian 시 기 의 암석 이 기 반을 이 루고 있는데 반해 , 북반도 동쪽 

과 남반도는 Ordovician부터 Pennsylvanian으로 더 젊 은 기 반암으로 이 루 

어져 있다(Dorr and Eschrnan. 1970) 

본 주가 다양한 금속광상(Fe. Cu. Cu Sulfides. Silver edc.) 산출지역으 

로 유명한데， 이는 주로 Precarnbrian을 모암으로 나타나며， 극히 일부가 

Pleistocene에서 나타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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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ambrian Geologic History 

미시간주의 Precambrian 암석은 적어도 세번의 중요한 지각변동과 지역적 

인 변동을 겪었으며， 이들은 또한 화강암류의 관입을 수반했다. 또한 적어도 

네 차례 의 화산활동에 의 해 , 주로 basalte 성 분인 pyro c1astic 암을 퇴 적 시 켰 

다. 

다양한 변성작용으로 퇴적암， 관입 화성암， 화산암등이 변성됐으며 ， 변성작용 

을 겪지 않은 일부지역도 습곡， 단층활동에 의한 변형을 받았다. 

또한 미시간주의 모든 금속광상(Fe ， Cu , Cu sulfides , Silver etc.)은 주 

로 Precambrian 암에 나타나며 , 그 생성시기도 Precambrian이다 . 

- 고생대 

이시기의 암석은 주로 미시간주 남측 반도에서 나타나며， Cambrian , 

Ordovician , Silurian , Devonian , Mississippian , Pennsylvanian기 의 약 

14 ,000 feet의 두께를 갖는 퇴적암으로， 장축이 NS의 방향을 나타내는 미시 

간 Basin을 형성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습곡， 단충둥에 의한 변형작용은 존재하나， 대부분의 지층은 

변성， 화성암관입 ， 화산작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풍화나 지하수의 작용에 의 

한 변형만 겪은채 퇴적암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빙하물질로 

덮여있어 노두관찰이 힘들어 시추공등에 의해 암석정보를 얻고 있다. 

강이 나 호수성 퇴 적 물로 이 뤄 진 Cambrian의 J acobsville 사암퉁 몇 몇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양퇴적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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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의 고생대암석 분포는 다음과 같다 : 

• Cambrian : shale. sandstone. hematitic sandstone. conglomerate 

.Ordovician : sandstone. glauconitic sandstone. dolomitic sand

stone. shale.limestone . 

• Silurian : limestone. reef limestone. dolomite. shale. evaporites 

(rock salt. rock gypsum. rock anhydrite) 

• Devonian : sandstone . shale. black shale . limestone. reef lime

stone . dolomite. evaporites (rock salt etc.) 

• Mississippian : shale. siltstone. silty sandstone. 

hematitic sandstone. conglomerate . limestone . 

evaporites (rock gypsum) 

sandstone . 

dolomite . 

• Pennsylvanian : sandstone . siltstone . shale. red shale . unde

rclàψs. coal. limestone 

- 후기 Pennsy 1 v anian/Pleistocene 

미 시 간주에 서 Post-Pennsylvanian기 는 Pennsylvanian 말기 이 후부터 상 

부 Pleistocene 빙하기 사이의 1) “The lost interval 과 2) Pleistocene 

빙하기로 이분된다. 상부 Pleistocene을 제외한 상부 고생대， 중생대， 

Cenozoic 동의 층이 빠져있다. Pleistocene기는 네 개의 주요 빙하기를 포함 

하며 ， 그들은 대륙빙하로부터 유래한 미고화， 미층서의 clastic 퇴적물과 빙하 

호나 빙하 stream에 의해 퇴적된 미고화， 충서를 갖는 자갈， 모래， 점토등으 

로 구성된다. 미시간주 대부분은 Pleistocene의 glacial 과 glaciofl u vial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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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덮여있다. 

본 지역 지질은 미고화 빙하퇴적층과 그 하부의 기반암으로 구성된다. 기반 

암은 300만년이상의 연대를 갖는 clastic 퇴적암이며， 미고화 퇴적물은 

13 ， 000년전에 끝난 대륙 빙하작용의 결과생성물로 구성됐으며， 이들 퇴적물은 

주로 미고화된 till , 자갈， 모래， silt , 점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남반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들이 기반암을 피복하고 있다. 특히 본 오염지역의 기반 

암은 고생대 미시시피안기의 셰일로 구성되며， 그 위를 점토나 Sand등이 퇴적 

물로 덮고 있다. 조사지 역의 시추자료(Fig. 2) 에 의하면 Sand는 분급이 잘된， 

연갈색의 Fine to medium Sand로 약 25ft. 두께로 점토층 상부에 퇴적되어 

있다. 

2. 오염현황 

1979년이 래 Michigan Department of Public Health(MDPH)등에 의해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PCE , TCE , DCE 및 가솔린성분인 benzene , 

toluene , xylene등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 그후 1986년， 1987년， 

1988년 Brown & Root Environmental사에 의해 실시된 총 147ß 의 관측 

공(한위치에 2공씩， 단공은 지하수면의 가벼운 성분의 탐지에， 장공은 clay충 

상부의 보다 무거운 성분의 탐지를 위해) 6-21.3feet 깊이로 설치하여 지하수 

에 대한 시료채취/분석이 이뤄졌으며 (Table 1) ,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4개 

의 뚜렷한 오염영역 (Plume)을 확인했다. 

- Plume A : 4개중 최 북단에 위치하며， 1989년 MN-6홀에 대한 지하 수 

분석결과 PCE와 TCE가 각각 4.2ppm , 2.3ppm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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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storic groundwater analytical results. (ND ; Net detected. NA; Net analyzed or net 
available. unit; μ g/L. after B&R Environmental. 1996). 

Sample 
No . 

MW-l MW-IA MW-2 MW-2A MW-3 MW-3A MW-4 

Date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PCE ND 53 32 38 ND 300 180 150 00.αx r2l，(뼈 13.αx 4.600 11.00: NA r20.000 18.αx ND NA NA 95 ND NA NA NA 21 53 61 NA 

TCE 5 6.8 6.3 4.3 9 60 28 15 ND 110 4.이m 490 ND NA 120 71 12 NA NA 3.5 ND NA NA NA ND 8.5: 6.8 NA 

DCE NA 1.7 ND ND NA 245.7 5.3 3.0 NA 17.5 104.7 67 NA NA 170 160 NA NA NA 1.8 NA NA NA NA NA ND 2.5 NA 

Sample 
MW-4A MW-5 MW-5A MW-6 MW-6A MW-7 MW-7A 

No. 

Date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86 87 88 89 

PCE ND NA NA NA 12 4.3 1.1 1.7 ND NA NA NA ND 3.600 4.800 4.200 1.300 NA 14 83 10.αx 8.800 6.300 7.000 ND NA 8.5 1.8 

TCE ND NA NA NA ND 2.4 ND ND ND NA NA NA ND 2.800 2.500 2.300 3.600 NA 14 5.2 ND 380 980 720 ND NA ND ND 

DCE NA NA NA NA NA ND ND ND NA NA NA NA NA 948.9 8.3 807.8 NA NA 14 83 NA 227.7 68 334 NA NA ND ND 







으로 밝혀졌다. 

- Plume B : Plume A의 남측에 위치하며 ， 1989년 당시의 지하수 분석결 

과에 의하면， PCE , TCE가 각각 18ppm 및 0 .49ppm으로 

PCE 오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Plume C : 최 남측에 위 치 하며 , 적 은량의 chlorinated ethenes과 BTEX 

함량을 나타낸다. 

- Plume D : Plume A와 B 사이에 위치하며， 낮은 PCE 및 TCE 함량 을 

나타낸다. 

이중 Plume B는 이전에 세탁소(현재 : Speedy Printing)였던 위치로 세탁 

시 유기용제로 쓰는 PCE둥에 의한 오염이 발생했던 곳으로 이곳을 대상으로 

계면활성제 이용 오염정화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Plume A, B, C의 수직분포는 지하 18-23피트 정도에 분포하는 clay

sandy clay에 까지 분포한다. 그후 계속적인 조사가 Brown & Root 

Environmental와 Fibertec Environmental Service(FE-Service) 에 의해 

영구관측공 휴은 임시관측공에 대해 토양， 지하수， 토양개스동을 다양하게 시 

료채취할 수 있는 “GeoProbe"등을 이용 시료의채취 및 분석이 1995년까지 이 

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오염영역 변화 확인을 위한 새로운 Plume도 및 오염 

분포도(Fig . 3 ，4)작성 및 앞으로 수행될 오염정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지형 구조나 지하수면의 기울기 등으로 볼 때 오염물질이 휴런호로 

향할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으며， TW36공 위치의 점토층의 구배가， 오염원 

위치인 Speedy Printing보다 더 높게 올라와 있어 점토층에 접해있는 NAPL 

이 휴런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994년 ， 1995년 자료를 바탕으로한 Fig. 4에 의하면， 본 연구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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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e B의 경우 오염원 지역인 옛 세탁소건물(현 Speedy Printing)로부터 

휴런호로 오염원이 이동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오염발생 지역이 건물 지 

하라는 것이 확인돼었으나 Figures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로부터 휴런호로 

이통한 위치에 가장 오염도가 높게 (TW24공. 13.000Jlg/L)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이후는 주로 미시간 대학(토목환경공학과). Center for Integr

ated Bioremedi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NCIBRD). Mc 

Namee 및 Porter and Seeley(주) 둥에 의해 오염지역 특성조사를 위한 지 

하수 및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동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7-1998년에 걸쳐 Speedy Printing건물 주변에 대해 nonaqueous 

phase liquid (NAPL) pool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뤄진 결과 지하에서 오염 

발생원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물직하 위치를 겨냥한 6개의 Angle 

시추와 3개의 수직시추가 이뤄졌다. 

시추가 진행되는 사이 분석용 시료는 15cm3 주사기로 토양을 취해서 미리 

메틸알콜 담겨있는 생풀병 (40cm3 ) 에 담고 2차로 메틸알콜로 가득채워 냉장보 

관 했으며 , 휴대 용 PID (Photo Ionization Detector) 를 사용 VOC (Volotile 

Organic Compound)를 측정하였으며， 여러군데에서 NAPL을 확인 했으며， 

주로 Sand와 점토의 중간 위치인 10-15feet정도에서 높은 PCE함량을 나타 

냈다(Photo.1) . 

특이한 사항은 5079801과 4159801공에서 확인된 Sand와 Wood로 구성 

된 부분에서 PCE 함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며， 이는 나무조직에 

PCE가 홉착됐다기 보다는 나무조직사이에 PCE가 포획된 상태인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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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PCE in the c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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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Aquifer물질/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본 연구는 4개의 Plume중 Plume B에 대해 적용한 Surfactant

Enhanced Aquifer Remediation(SEAR) 관련 연구이며 . SEAR의 적용을 

위해서는 Aquifer 물질뿐 아니라 계면활성제， 오염물질 (NAPL)등의 물리화학 

적 특성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1. Aquifer물질 특성연구 

가. 시료 및 실험방법 

시료는 오염원 발생 위치인 Speedy Prin ting 건물 뒷편의 3지점에서 토양 

코아 및 토양채취기 (Auger)를 이용하여 채취했으며 . Fine sand. Medium 

sand(3/6 sand. 5/6 sand). Coarse sand. Clay의 5종류(Photo. 2)의 토 

양이 채취 되었다. 상기 토양증 3/6 Sand와 5/6 Sand는 지하수면 부근(약 

8 feet) 에 서 토양채 취 기 로 채 취 된 토양이 며 . Coarse sand와 Fine sand는 

토양코아에서 채취하여， 자갈등 큰 입자는 제거한후， 목적에 따라 일부는 풍건 

시킨후 사용 하였다. 

XRD(X-ray Diffraction) 분석 은 시 료를 2g 취 하여 약 150-200mesh로 분 

쇄하여 Scintag Xl을 사용 분석하였으며， 그 이외에 입도분석，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투수성 (Permeabili ty) 및 총탄소(Total carbon 

content) 분석등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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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Bachman soil. 

나. 실험결과 및 고찰 

바크만 토양에 대한 상기의 실험결과(Table 2 , Fig. 5) 에 의하면 4종류의 

Sand의 입도는 0.21-0 .43mm의 범위를 보이며， 투수성은 8.8-39.6ft/d의 

범위 이다. 이와같이 시료들간의 투수성의 변화는 거의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시료들간의 적은 비균질성 (Heterogeneity) 

에 의 해서 도 Saturated zone을 통과하는 NAPL의 이 동에 는 큰 영 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이다. 

Fine sand의 경우 총탄소 함량은 0.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나， 본 시료에 

대해 무기탄소광물의 존재를 지시하는 HCl 반응검사 결과 활발한 반응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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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Bachman aquifer materials 

Aquifer d50 Aspa permeability 
Material (mm) (m2/g) (ft/d) 

Fine Sand 0.21 12.879 
3/6 Sand 0.32 0.2583 19.444 
5/6 Sand 0.34 39.593 

Coarse Sand 0.43 8.7620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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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아， 유기탄소함량은 미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점토광물에 대한 XRD분석 결과(Fig. 6) Ill ite와 Smectite가 확인되었다. 

2. PCE 홉착 

토양오염물질의 거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는 오염물질 및 지하 매개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둥에 의해 결정되는바， 주로 토양의 용해， 홉착/탈착， 다 

양한 화학반웅 둥에 화우된다. 

유기용제나 석유부산물 같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출되면 주로 분리된 별도 

의 액체상으로 토양에 홉착하여， 지하수에 녹거나 NAPL 형태로 혹은 휘발하 

여 기상으로 기공에 존재하는데， 이중 토양과 오염물질간의 홉착/탈착이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가. 시료 및 실험방법 

현장 시추코아에서 채취된. PCE오염이 확인된 Silt와 Wood sand(부식된 

나무조각을 포함)를 후드에서 4일간 PCE성분을 완전히 증발시킨후 3g씩 

Vial에 담고 Milli-Q water를 300011L씩 넣은후， 메틸알콜 300011L에 PCE 

20011L를 첨가한 Stock 용액을 1-1011L씩 각각 주사기로 가한후 25 0C 정온실 

에서 3일간 교반했다. 교반후 3500rpm으로 1시간동안 고속원심분리 시킨후 

Autosampler vial에 메틸알콜 95011L 와 원심분리시킨 상둥액 5011L를 가한 

후 G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나머지 Fine sand와 Clay도 같은 조건하에서 

실험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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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지 역 의 주요 오염 물질 인 Nonaqueous-phase의 Tetrachloro-ethylene 

(PCE) 이 시료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추코아에서 수집한 

토양시료에 대한 PCE 홉착실험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여러 다양한 홉착재 (sorbent)를 사용하여 PCE 홉착실험을 

수행하였으며 , 그결과는 Figures 7-11과 Table 3에 나타나 있다 . PCE 홉착 

실험 결과는 보통 어떤 토양에 NAPL PCE가 가장 잘 홉착되는지 혹은 홉착 

이 어려운지를 결정해 주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Table 3. PCE Sorption summary 

Aquifer Sorption at PCE Saturation ~ ([μglkg]/[mg/L) 
Material (μglkg) 

Fine Sand 25 ,000 168.9 
SandIWood 630,000 4191 

Si1t 2,470,000 16450 
Clay 1,450,000 9688 

Table 3과 Figures 8에 서 Sand/Wood로 표기 된 시 료는 NAPL pool 확인 

을 위해 Speedy Printing 건물 주변에서 실시한 5079801과 4159801시추 

공에서 확인된 시료로 sand에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식된 흙갈색의 나무조각 

들이 일부 포함돼 있으며， 이분분에서 높은 PCE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 

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홉착실험 결과 일반 sand 시료에서 실시된 홉착실험 결 

과에 비해 1 order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나무조직에 PCE가 

홉착됐다기 보다는 나무조직사이에 PCE가 포획된 상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측정된 PCE 함량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때 PCE가 Nonaqueous-phase liquid(NAPL)상태로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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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Silt나 clay에 대한 홉착실험에서는 두 시료가 대체로 유사하며. sand에 비 

해서는 2 order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silt 시료는 silt와 clay가 접촉 

하는 부분의 시료이므로 두시료간의 홉착정도의 차이는 시료 각각의 다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 모든 시료에 대한 PCE 홉착실험 결과에 대 

한 비교는 Figure 11에 나타나 있다. 

3. 펴|기 PCE으| 특성 

세탁소에서 유기용제로 쓰이는 PCE는 사용과정에서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 

고， 공기중으로 휘발되거나 세탁시 발생한 천조각등을 포함한채 폐기 PCE로 

존재하게 되며， 주로 PCE 저장용기나 저장탱크 및 연결 부위의 파손 등에 의 

한 누출에 의해 토양오염을 야기 시키게 된다. 

가. 시료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시간대학 Occupational Safety and Environmental 

Health (OSEH)의 도움으로 앤아버지역 세탁소에서 수거된 폐기 PCE를 이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탁소마다 PCE와 함께 사용하는 세제동 물질이 각각 다르겠지만， 본연구에 

서는 PCE의 불순물들이 오염정화 과정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지 

표가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폐기 PCE는 암청색을 띠며， 옷감으로부터 떨 

어져나온 조각들이 부유되고 있는 상태이다 

폐기 PCE가 포함하고 있을 비휘발성 불순물량을 측정하기 위해 훨터를 사용 

옷감조각동은 미리 제거한후 4일간 후드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주며 증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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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오염지역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시료중의 중요한 오염물질이 PCE 이며 

(일반적으로 세탁소에서 세탁물의 오물제거재로 사용되는 화학약품) . 또한 이 

전에 세탁소로 사용되었던 건물근처의 토양 및 지하수 시료에 특히 높은 PCE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본 오염물질은 이전에 세탁소 운영시 발생된 것 

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본 지역을 오염시 

킨 오염물질과 같은 종류의 PCE에 대한 특성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생각되며. Gas chromatographic(GC)에 의한 성분 분석에 의하면 

오직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 함량을 보일 뿐， 순수 PCE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는않는다. 

폐기 PCE에 대한 증발실험결과(옷감 조각은 미리 제거) O.2wt%정도의 비 

휘발성 물질이 포함되 있으며， 이는 대부분 세탁중에 사용된 세제나 기타 용제 

둥인 것으로 생각된다. 

폐 기 PCE/Water에 대 해 ring tensiometer를 사용하여 Interfacial 

tension을 측정한 결과 1 dyne/cm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바(Water/NAPL 

의 Interfacial tension은 47.5 dyne/ cm (Pennell. 1997)). 이는 폐기 PCE 

내의 계면활성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CE~ 계면활성제나 불순물이 Solubilization에 주는 영향을 보기위한 실 

험이 수행됐으며， 실험결과는 다음 단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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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면활성제 solubilization 

오염 물질 이 특히 nonaqueous phase liquid(NAPL) 인 경 우 통상적 인 

Pump-and-treat 정화기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 

염물질이 NAPL인 경우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Surfactant flushing을 통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것으로， 이에 다음의 중요한 2가지 메카니즘이 있다(Fig . 

12) : 

혔t혔t뿔 
혔혔행와 

Surfoc때ú Ad양뼈onæ피 

훌J 혔 훌J 

Fig. 12 . Interaction and aggregation of surfactant molecule in 

SEAR(after cowell. 1998) 

- Solubilization(오염물이 용해되어 쉽게 제거될 수 있게함) 

- Mobilization(NAPL-water간 interfacial tension 저하로 NAPL의 이 

동성을 증대시켜 토양 간극사이의 오염물이 쉽게 빠져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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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료 및 실험방법 

오염물질은 순수PCE ， 폐기 PCE 및 조사지역의 지하수시료 분석에서 탐지 

된 TCE , trans- 1， 2-DCE를 사용했으며， 양이온계 계면활성제를 in-situ 

SEAR에 사용하는 경우 토양입자의 음이온과 결합하게 되어 계면활성제의 손 

실이 커지므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중 널리 사용되는 1C1 Surfactant사 제품 

인 Ethoxylated sorbitan fatty acid ester계 인 Tween 80을 주로 사용하 

였다. 

PCE/폐기PCE간의 Solubilization 비교를 위한 실험에서는 Tween 80 C 

농도를 각각 5 ,000mg/L , 10 ,000mg/L , 20 ,000mg/L , 30 ,000mg/L , 

40 ， 000mg/L를 2개씩 모두 107ß의 vial을 준비한후 여기에 순수PCE 및 폐 

기 PCE를 각각 100llL씩을 첨가한후 4일간 교반을 거쳐 GC 및 HPLC분석이 

이뤄졌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정화에서는 오염물질을 용해상태로 제거되기 쉽게 해주 

는 solubilization과 NAPL상태로 토양둥에 갇혀있는 오염물질을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mobilization의 두 메카니즘이 중요하며， 이는 

주로 선택된 계면활성제의 특성에 좌우된다. 

그러나 바크만 오염지역에서는 총 NAPL 함량이 비교적 낮으므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mobilization보다는 solubilization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 

행하였다. 실제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오염정화에서 계면활성제의 용해도가 클 

경우 계면활성제의 사용량이 적어지게 되어 경제적인 이점이 있으므로 용해도 

를 기준으로 계면활성제를 평가 하였다. Witconol, Aerosol OT퉁 몇몇 제품 

에 대한 실험결과 가장 효과적인 것은 1C1 Surfactant에서 만든 Tween8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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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됐다. 

세탁중에 발생하는 옷감 조각이나 세제등 각종 불순물에 의해 Tween80의 용 

해도가 영향을 받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폐기PCE와 순수PCE에 대한 용해도 실험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Fig . 13) Tween80의 용해도는 PCE내 존재하는 계면 

활성제나 옷감조각둥 불순물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본지역의 물시료에서 감지되는 TCE나 DCEs퉁 휘발성 유기불순물에 의한 영 

향을 보기위한 실험이 실시됐다. 수직축은 용해도를 의미하는 Molar 

solubilization ratio(MSR)를 가로축은 삼각시스템에서의 NAPL량을 나타낸다. 

그 결과(Fig . 14) 에 의하면 Tween 80의 PCE 용해도는 극성 유기물인 

TCE 나 DCE가 소량 존재하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 

다. 

5. 계면활성제 홉착 

오염정화를 위한 계면활성제 선택에 있어 aquifer물질에 계면활성제의 홉착 

이 발생하면 정화작업에 필요한 계면활성제의 량이 증가하게되고， 그로인한 비 

용증가동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계면활성제 선택시 고려해야할 사항인 것이다. 

가. 시료 및 실험방법 

시료는 Speedy Printing 건물 뒷편의 3지점에서 토양코아 및 토양채취기 

(Auger)를 이용하여 채취한. Fine sand. Medium sand(3/6 sand. 5/6 

sand). Clay의 4종류를 이용했으며， 계면활성제는 Witcono l. Aerosol OT. 

Tween 80 둥 몇몇 제품에 대해 실험을 실시 했으나 가장 효과적인 Tween 

80을 선택하여 나머지 실험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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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 홉착실험시 Sand와 Clay의 시료량은 각각 3g과 0.08g을 취했 

으며. Tween 80의 양은 최고 약 2g/L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선택하여 실험이 

실시 됐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SEAR 적용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계면활성제가 얼마나 Aquifer물질 

에 홉착되나 하는 점이다. 이는 바로 오염현장 정화비용에 직결되기 때문이며， 

비록 홉착량이 작다 해도 현장적용을 위한 모델링 연구를 위해서도 정확히 밝 

혀져야 할 것이다. 

바크만 sand에 대한 계면활성제 (Tween80) 홉착실험에 대한 결과(Fig. 

15-19)에 의하면 Sand에 대한 Tween80 홉착은 대체적으로 낮으며， 대체적 

으로 aquifer물질의 표면적과 상관관계를 보여준다(Fig. 18) . 이는 SEAR 적 

용시 바크만의 다른 토양에 대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 

다.바크만 c1ay에 대한 Tween80의 홉착실험 결과 바크만 c1ay에 대한 

Tween80의 홉착은 바크만sand보다 20rder 정 도 높다. 그러 나 Clay에 의 한 

계면활성제의 손실은 Clay충의 불투수성으로 인해 그리 큰문제가 돼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이들 자료는 본연구중 Phase II의 in-situ SEAR을 위한 계면활성제 

이동 모델링에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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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양내 PCE 01동 

토양오염물질의 이동은 지하수， 오염물질 및 토양의 종류/특성 등이 영향을 

미 치 게 된다. Sand/Wood시 료에 대 한 PCE 및 Waste PCE의 이 동을 관찰키 

위해 vial에 Sand. Wood 시료의 충을 달리 한후， 같은양의 PCE. Waste 

PCE를 가해 관찰한 결과， 순수 PCE의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으나， 

Waste PCE의 경 우는 surfactant에 의 한 interfacial tension 저 하에 의 해 

쉽게 Sand층을 통과한후 Wood층 과의 경계에 다달아 있었다. 일주일 간격으 

로 관찰한 결과 약 2개월까지 거의 큰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Photo. 3), 이 

는 두층의 분리를 위해 실시한 원심분리에 의해 Wood층이 압밀됐으며， 오염 

물질이 하측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에 의한 상부의 압력이 계속 작 

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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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Movement of PCE in Bachman so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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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 론 

- Michigan Department of Public Health(MDPH)가 미시간 호숫가， 

이오스코 카운티에 위치한 바크만지역의 오염확인 조사를 1979년이래 계 

속 실시한결과 4개의 뚜렷한 오염영역 (Plume)을 확인 했다. 

- 상기 자료를 토대 로 미 시 간 시 와 미 시 간 대 학이 공동으로 "Remediation 

of Chlorinated Solvents at the Bachman Road Site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 Microbial Halorespiration and 

Surfactant-Enhanced Aquifer Remediation"라는 제 목으로 과제 화 하 

여 1997'건부터 Phase I-V의 생물학적 및 계면활성제 이용 둥의 방법으 

로 정화연구 진행중임. 

- 이중 Phase 1에 대해 1)오염지역 특성조사 2)Enhanced 

Bioremediation/Dechlorination Processes. 3) Surfactant-Enhanced 

Aquifer Remediation(SEAR)의 세 분야로 나뉘어 연구가 수행중임. 

- SEAR의 응용을 위해서는 Aquifer 물질뿐 아니라 계면활성제， 오염물질 

(NAPL)퉁의 특성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바， 

1) Aquifer 물질 특성연구. 2) PCE 홉착. 3) 폐기 PCE 특성 . 4) 계면 

활성제 solubilization. 5) 계면활성제 홉착등의 연구가 수행됐으며 , 그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바크만 Sand의 입도는 O.21-0 .43mm의 범위를 보이며， 투수성은 

8.8-39.6ft/d의 범위이다. 이와같이 시료들간의 투수성의 변화는 거의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시료들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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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균질성 (Heterogeneity) 에 의해서도 Saturated zone을 통과하는 

NAPL의 이동에는 큰 영향을 미철 수 있다는 것이다. 

(2) Sand/Wood로 표기 된 시 료는 sand에 시 기 를 알 수 없는 부식 된 흙갈 

색의 나무조각 들이 일부 포함돼 있으며 ， 이분분에서 높은 PCE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홉착실험 결과는 일반 sand 

시료에서 실시된 홉착실험 결과에 비해 1 order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나무조직에 PCE가 홉착됐다기 보다는 나무조직사이에 

PCE가 포획된 상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3) 폐기PCE에 대한 증발실험결과 O . 2wt%정도의 비휘발성 물질이 포함 

되 있으며 ， 이는 대부분 세탁중에 사용된 세제나 기타 용제퉁인 것으로 

생각된다. 폐기 PCE/Water에 대해 ring tensiometer를 사용하여 

Interfacial tension을 측정한 결과 1 dyne/cm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바， 이는 폐기 PCE 내의 계면활성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세탁중에 발생하는 옷감 조각이나 세제퉁 각종 불순물에 의해 

Tween80의 용해도가 영향을 받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폐기 PCE와 순 

수PCE에 대한 용해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Tween80의 용해도는 PCE 

내 존재하는 계면활성제나 옷감조각둥 불순물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바크만 clay에 대 한 Tween80의 홉착은 바크만sand보다 20rder 정 도 

높다. 그러나 Clay에 의한 계면활성제의 손실은 Clay층의 불투수성 으 

로 인해 그리 큰문제가 돼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이 들 자료는 본연구중 Phase II의 in-situ SEAR을 위 한 계면활성 제 

이동 모텔링둥에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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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 

- 유해성원소들의 분포와 이들 원소들의 지구화학적 거동 및 분산 메카니 

즘을 밝힘， 

- 토양오염의 실태와 발생원인을 규명하며， 그에 따른 최적의 오염 정화기 

술 선정을 위한 오염물/지하매체간의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 상기 자료를 토대로 지역적 적용성 검증을 통한 국내 환경특성에 적합한 

오염 정화기술 개발유도， 

나.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토양(지하수) 오염정화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오염지역을 대상으 

로 실내실험 및 현장 적용연구가 병행돼야 하는바， 본 연구는 미국， 미시간주 

의 이전에 세탁소에서 방출한 오염물질이 문제가 돼， 미시간주에 의해 오염정 

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오염정화작업이 시행중인 실제 현장(Bachman 

Road Site)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이 이뤄졌다. 

또한 실제 오염현장의 주변 지형/지질정보， 해당시점에서의 오염물질 함량/ 

분포상황， 오염물질과 토양/암반간의 구조적 관계， 수리지질학적 정보 및 미생 

물학적 정화방법을 위한 electron accepting species ,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량 측정등 장기간의 ’‘시료채취/분석 Plan'’에 의해 이뤄지는 Site 특성연구방법 

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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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조건하에서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오염물 정화기법” 적용을 위한 

Aquifer 물질뿐 아니라 계면활성제， 오염물질 (NAPL)동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됐다 

2. 대외 기여도 

- 현재 선진국에서 오염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새로운 오염정화기법의 보급 

- 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오염특성규명 및 

확산예측 가능 

- 오염토양 처리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하수오염. 토양황폐화 및 암석-토양 

-동·식물-인간으로 이어지는 유독성 유기원소의 분산을 방지하여 효율적 

인 국토보전·관리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우려/대책지역 둥에 대한 조사 의뢰가 예상 

되는바， 정부， 지자체 및 일반의 토양오염조사와 처리기술의뢰에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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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른 피해가 속 

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중 세탁소(인쇄소) 

및 주유소 둥에서 유래하는 유기용제/석유류 사용 따른 환경오염 제거기술 

에 활용， 

- 1996년 1월 6일부터 발효된 ”토양환경 보전법”에 의 거 본 연구소 가 오염 

토양 조사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1996년 이후 매년 정 기적 검사를 하 

게돼 있는 주유소의 정기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주유소에 대한 정화작업 

시 기초자료 활용， 

- 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유해성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 발생 

지역에서의 특성조사시 오염원 및 지질매체에 따른 오염영역 확인， 오염지 

역 특성파악 및 확산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Aquifer물질 특성연구. PCE홉착연구 퉁의 자료를 국내 오염지역 정화작 

업을 위한 pump-and-treat기법 적용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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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 

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 

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 

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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