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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etermine the remediation of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 trichlo-

roethylene (TCE), perchloroethylene (PCE),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s (BTEX) compounds for

non-aqueous phase liquids (NAPLs) using in-situ air sparging (IAS) / vapor extraction (VE) with the marine sedi-

ments of Mandol, Hajeon, Sangam and Busan, South Korea. Surface sediment of Mandol area had sand characteris-

tics (average particle size, 1.789 Φ), and sandy silt characteristics (average particle size, 5.503 Φ), respectively.

Sangam surface sediment had silt characteristics (average particle size, 5.835 Φ). Sediment characteristics before

experiment in the Busan area showed clay characteristics (average particle size, 8.528 Φ). TPHs level in the B1

column of Mandol, Hajeon, Sangam, and Busan sediments were 2,459, 6,712, 4,348, and 14,279 ppm. B2 (3 L/

min) to B5 (5 L/min) columns reduced 99.5% to 100.0% of TCE and 93.2% to 100.0% of PCE. Removal rates of

TCE, PCE, and BTEX are closely correlated (0.90-0.99) with particle sizes and organic carbon concentrations.

However, TPHs (0.76) and benzene (0.71) showed the poorer but moderate correlations with the sam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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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기주입법(in-situ air sparging; IAS)이 결합된 증기추출법(vapor extraction; VE)을 이용한 실내 실험

연구로 비수용성액체 유기물(non-aqueous phase liquids; NAPLs)의 총유류계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 트리클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PCE), 벤젠(benzene), 톨루엔

(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크실렌(xylenes)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만돌, 하전, 상암, 부산만내 해

양 퇴적물들을 대상으로 실험 하였다. 만돌 퇴적물은 사질(sand; S) 특성(평균입도 1.789 Φ), 하전은 모래실트(sandy

Silt; sZ) 특성(평균입도 5.503 Φ) 및 상암은 실트(Silt; Z) 특성(평균입도 5.835 Φ)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산지역 퇴

적물은 점토(Clay; C) 특성(평균입도 8.528 Φ)을 나타내었다. 48시간 동안 공기를 주입하지 않은 B1 (0 L/min) 컬럼

에서 남아있는 TPHs는 만돌, 하전, 상암지역 및 부산지역 샘플퇴적물에서 각각 약 2,459, 6,712, 4,348, 14,279 ppm

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만돌, 하전, 상암지역 및 부산지역 샘플퇴적물의 B2 (3 L/min)-B5 (5 L/min) 컬럼에서

TCE는 99.5-100.0% 제거되었으며, PCE는 93.2-100.0%까지 제거된 결과를 보였다. 입자크기에 따른 각 성분의 제거

량과의 상관관계는 TCE, PCE, toluene, etylbenzene, xylene, BTEX에서 모두 0.90-0.99의 밀접한 상관계수를 보였

다. 그러나 TPHs에서는 0.76, Benzene에서는 0.71의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주요어 : 공기추출법, 비수용성액체, 정화, 입자크기, 증기추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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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15분 경 태안 만리포

북서방 10 km 해상에서 (주)삼성 중공업 소속 크레인

부선을 예인 중 기상악화로 표류하다 정박 중인 유조

선 허베이스피리트호(R/V Hebei Spirit)와 충돌하여,

적재되어 있던 중 원유(Kuwait crude, iranian heavy

crude, upper zakum crude)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Kim, 2008; Jeong,

2008). 이 사고로 적재된 총 263,000 kL의 원유 중

12,547 kL(10,900 ton)가 유출되었고, 많은 양의 기름

이 주변 해역은 물론이고 제주도까지 확산되어 해양생

태계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해안가에도 다량의 유류

가 표착되어 향후 방제의 어려움과 아울러 상당기간

동안 생태계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Kim, 2008). 이는 국내 해안선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물리·화학적 오염제거 실시 사례가 거의 없어 해안가

오염 방제에 대한 정화ㆍ복원 사례 및 연구가 거의 없

Fig. 1. Shoreline clean-up assessment technology (SCAT) decision making process (Lee et al., 2008; Percy, 2008; Lee and

P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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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안오염에 대한 방제활동 및 복원 종료

시점(end-point) 등과 관련하여 향후 사회적합의 도출

에 필요한 논의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해안오염

평가기술(shoreline clean-up assessment technology;

SCAT)이 요구된다. 이 해안오염평가기술은 현재 캐나

다, 프랑스등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해안오염 조사·

평가 방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NOAA, 2002).

Fig. 1처럼 SCAT의 해안오염방제 의사결정 과정은 해

상 유류 사고전 각 해안별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SCAT 사전조사 단계ㆍ유류 사고 후 방제대상 및 종료

시점등을 결정 하기 위한 항공조사 단계ㆍ지상 조사

단계ㆍ방제계획 수립 및 적용 단계ㆍ방제종료 단계로

구별되며, 모니터링 과정이 사후 평가에서 중요한 과

정 중의 하나이다(Percy, 2008; Lee et al., 2007).

Fig. 2 및 Fig. 3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SCAT 평가방법으로 분석한 충남 태안 구름포 해

변(Gurumpo beach) 및 어은돌 북부지역 해변

(UhEunDol north area)의 육안 유류 오염도 및 지형

학적 특징들을 나타낸 것이다. Hebei Spirit호 유조선

사고당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오염된 유류가 구름포 해변 및 어은돌

북부지역 해변 안으로 바로 들어와서 유류성분 오염물

질 등이 침착되었다. 또한 사고 발생후 2-3일 동안 사

리에 해당되는 조석주기로 인해 간만의 영향권 중간지

대(middle intertidal; MI), 간만의 영향권 저지대

(lower intertidal; LI) 보다도 간만의 영향권 고지대

(upper intertidal; UI) 및 간만의 영향권 밖(supra

intertidal; SU) 지역의 백사장 모래 및 해안 절벽에

더욱 흡착되고 침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구름포

해변 및 어은돌 북부지역 해변은 곶(cape)의 지형학적

특성이 아닌 만(bay)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해안선

ㆍ해수욕장보다도 오염된 유류가 외해로 빠지지 못하

는 지형학적 특징을 가졌다(Lee et al., 2008; Lee et

al., 2007). 2003년 Nature 학술지에 의하면 이러한

지형에서 첫 번째 오염방제 방법은 맨손작업 복원

(manual recovery)를 제안하기도 하였다(Jonn, 2003).

이 처럼 유조선의 사고는 다량의 기름이 일시에 해

상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해양환경을 황폐화시키게 되

는데, 유출된 기름은 생물체의 세포막에 작용하여 직

접적인 치사 독성을 유발하고, 먹이섭취나 행동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조류의 깃털이나 체모의 소수

Fig. 2. Photo surface and pit-subsurface oiling conditions in the Gurumpo beach area, Taean-gun, Chungcheongnam-do,

western coast of Korea (Lee and Park, 2007). a)MI, middle tidal zone. b)TR, trace (< 1%). c)ST, stain. d)SR, surface oil residue.
e)OR, oil residue as a cover (0.1-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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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저하시켜 체온저하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

핵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와 같은 발암성물질이 체내에 농축되며, 환경변

화에 따른 생물의 종조성과 지리적 분포의 변화를 초

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태계의 구조나 기능에

커다란 악 영향을 끼치며 물질순환을 저해시킨다

(Rockne and Stuart, 1998).

연안지역에서의 유출된 기름에 의한 풍화과정은 머

드지반(mud), 모래지반(sand), 자갈(gravel) 및 암반지

반(rock)으로 나눌 수 있다. 머드지반에서는 유출된 기

름이 유입되었을 경우 펄은 점토질토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토양의 수분함량이 포화상태의 조건이 형성되

어 있기 때문에 유출된 기름과 비중차로 인해 표착된

기름자체 만으로 바로 토양 중으로 침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조시에 저서생물(benthos)들이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유출된 기름이 유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

다. 또한 머드지반(mud)의 조간대에서는 파도나 조석

과 같은 물리적인 해수의 유동으로 인해 미세입자들이

고농도로 부유(suspension)하게 되는데, 이 부유된 토

양입자들은 유출된 기름과 접촉하여 유막상태의 기름

Fig. 3. Photo surface and pit-subsurface oiling conditions in the Uheundol beach north area and the Manripo beach area in

the Taean-gun, Chungcheongnam-do, western coast of Korea (Le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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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은 입자상태 만들어 오일-미네랄 응집(oil-mineral

aggregates; OMA)를 형성시켜 넓은 범위로 분산시킨

후 유출유의 풍화를 촉진시키며 미생물 분해속도를 촉

진 시킨다. 모래지반에 유입되는 유출유는 창조류

(rising, flood tide) 시에 파도와 조석의 작용으로 고조

위선으로 이동한 기름은 파도에 의해서 고조위선부근

의 모래표면에 표착을 하게 되고 낮조류(falling tide,

ebb)에 해수면이 하강하게 됨으로 인해 토양 간극수위

가 낮아짐과 동시에 모래사이에 매우 느린 속도로 이

동(침투)하게 된다. 모래지반에서 유출유의 침투는 기

름의 종류나 유출량. 토양입경, 온도 등과 같은 많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침투깊이는 유출된 기름양에

비례하며 기름이 가지고 있는 점도에 반비례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창조류에 모래 사이에 표착한 기름은 다

음의 만조시까지 약 12시간 50분 동안 모래중으로 침

투하고 다음 조위의 상승시에 침투된 기름의 일부가

다시 부상해서 상기한 메커니즘에 의해 토양 중으로

다시 침투하게되고 또한 파도의 반복적인 작용으로 모

래입자들이 이동하여 침투된 기름을 덮게 되다. 이러

한 반복적인 작용으로 인해 토양 중에 침투한 기름은

샌드위치(sandwich) 형태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퇴적물 중으로 침투된 기름은 저서생물에게 치사독성을

유발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수의 침투 차단에

의한 용존성 및 현탁성 물질의 공급차단, 퇴적물 내부

온도상승에 의한 산소의 용존능 저하 등의 문제를 야

기시킬 수 있다. 암반지반의 경우에 있어서 유출된 기

름의 침투거동은 모래지반에서의 침투거동과 유사하며

모래지반에 비해 간극이 크기 때문에 간극사이에서 침

투된 기름의 유동이 비교적 용이하다. 암반지반 및 인

공구조물에서는 연안 지반이 암반이나 해안구조물의 경

우에는 유출된 기름이 해수위의 상조위선의 암반이나

테트라포트(tetrapod)에 부착하게 되며, 해안구조물이나

암반사이의 구멍으로 기름이 깊이 침투하는 경우도 있

다(Umfleet et al., 1984; Herbes et al., 1976).

비수용성유체들(light non-aqueous phase liquids;

LNAPLs)에 의해 오염된 퇴적물은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과 같은 오염물

질 성분이 상당하며, 자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Al-maamari, 2011; Rivett et al., 2011). 이러한

오염물질의 정화기술이 현재 몇 가지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대규모 시설과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며, 해

양오염 특성상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오염

퇴적물을 준설 후 정화·복원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

중에 펌프 처리(pump and treat process)이 이용되어

왔지만 소수성 오염물질을 제거 하는 곳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US EPA, 1996; US EPA Method

8021B, 1996; US EPA Method 8260B, 1996; US

EPA, 1992). 소수성 오염물질은 특성상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지하수로 용해시켜 제거하는

펌프 처리시 적용 시간이 길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

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증

기추출법(vapor extraction; VE)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불포화대(vadose zone)에는 효과적

이나 포화된 지반(saturated zone) 또는 지하수층의 오

염원을 정화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다른 정

화기술 중 생물학적 처리(bioremediation technology)

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정화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정화기술과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이 기술에 미생물의 먹이원인 영양소의 부족과

토양 내 환경변화 그리고 많은 정화 시간을 요구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지하

수층에 오염된 물질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공기추출법(in-situ air sparging; IAS)이 있는데 이는

오염된 지하 포화대 및 불포화대 오염물질을 정화 처

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퇴적물 포화대(수층)에 있는 휘

발성 유기화합물, 총유류계 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와 비수용성유체들(non-aqueous

phase liquids; NAPLs)층에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효

과적으로 처리하며 이는 지하 포화대(수층)으로 직접

압을 가해 강제적으로 공기 주입하는 방법이다

(Adams, 2011; Peterson et al., 2001; Peterson et al.,

2000; Peterson et al., 1999; Reddy and Adams,

1996; Lundegard and Labrecque, 1995). 공기펌프나

송풍기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공기를 주입정(air

injection well)으로 주입하고, 오염된 대수층 내로 다

량 주입된 공기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유계 탄화수

소류 등으로 오염된 지하 포화대수층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생분해 및 휘발작용을 일으킨다. 이동된 공

기는 진공펌프에 의해 압력이 낮은 추출정(extraction

well)로 이동 후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Park et al.,

2004). 즉, 공급된 산소는 액상으로 전이되어 지하수내

생분해 효율을 증진시킨다. 또한 지하 포화대수층 내

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공기흐름에 의해 기상으로 전

이되어 상부의 불호화대(unsaturated zone)으로 운반되

며, 지상으로 배출되면서 생분해가 이루어진다. 이는

퇴적물 사이의 기체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기체

에 의해 먼저 제거되면 토양의 공극 내에 있는 오염물

질과 기체의 흐흠 사이의 농도구배에 의한 오염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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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과 확산기작을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휘발

성이 큰 성분이 먼저 제거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휘발

성이 낮은 성분이 많이 남게 되어 오염물의 제거속도

는 감소하게 된다. 현재까지도 현장 경험적 지식에 의

존하는 부분이 많으며 포화대내에서의 주입 공기의 채

널링 현상(channel, channeling, channelized air flow),

주입공기의 압력, 주입 깊이 및 공극율(porosity)에 따

라 효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US EPA, 1992).

최근 외국의 실내 실험 경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직접 주입하여 채널링 현상 흐름(channelized air

flow)에서의 공기흐름 물질전달계층(mass transfer

zone; MTZ)의 길이 추정실험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

거효율 측정 등이 진행된 적이 있다(Johnston et al.,

2001). 또한 현장 실험 경향은 증기추출법(VE)과 공기

주입법(IAS)을 결합하여 비수용성 액체(NAPLs)층에 가

솔린 등으로 오염된 토양의 제거 효율 측정 실험

(Johnston, 2002)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휘발성 유기화

합물,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s), 가솔린, 디젤 등의 오염물을 주입하여 오염

물질의 제거 효율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Johnston

et al., 2002; US EPA, 1996). 국내 실험에서는 2000

년 실내 실험 연구(Park et al., 2000)에서 사양토

(sandy loam) 퇴적물을 가지고 페놀의 초기농도가 약

700 mg/kg으로 약 30일간 운전했을 경우 공기를 공급

하면 거의 분해되었으나, 공기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약 80%가 제거되었다. 이는 퇴적물내 공기공급

은 페놀의 제거반응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으며, 1차

반응 모델이 0차반응보다 더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그

러나 이 실험은 퇴적물만 존재한다면 공기공급은 페놀

의 제거반응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으나, 지하 포화

대수층일 경우 오염 제거효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Han, 2000). 한편, 2000년 현장 실험 연구에서는 증

기추출공정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지하수가 존재하지

않는 모래질성 퇴적물과 머드성 퇴적물로 이루어진 휘

발유 오염부지에서 증기추출공정 장치를 설치하여 하

루 8시간씩 100일간 운전한 결과 BTEX는 90%이상

의 효율로 제거 되었으나 지하 포화층이 존재하는 퇴

적물에서는 BTEX와 석유계 총탄화수소류의 제거효율

은 대폭 낮아졌다(Kim and Lee, 2003; Kim 
et al.,

2000). 2003년 실내 실험 연구에서는 STOMP이란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사전 모델링 작업을 통해 실험에 필요

한 적절한 공기주입위치와 공기주입량을 결정하고 특히

오염원 내의 농축 비수용성 액체(dense non-aqueous

phase liquids; DNAPLs)상태로 존재하는 트리클로로에

틸렌(chloroethylene; TCE)의 저감 양상을 알아보는

실험은 TCE 농도변화감소 관찰에는 좋은 실험을 하였

으나 입자크기 및 공기흐름에 의한 오염물질 휘발기작

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Albergaria, 2012;

Meegoda and Hu, 2011; Peterson et al., 1999).

이 논문은 공기주입법(IAS)이 결합된 증기추출법

(VE)을 이용한 실내 실험 연구로 다양한 입도를 가진

국내 서해안 곰소만내 3개 지역 및 남해 부산만내 1개

지역 해양퇴적물을 대상으로 하였다.이는 입자 크기에

따른 난분해성 오염물질 제거 양상 규명을 통해 다양

한 해양퇴적상을 가진 우리나라 연안 유류오염 복원,

준설토 및 내륙 지하수·토양 정화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컬럼

실험시 공기주입법 및 증기추출법을 통하여 퇴적물 안

의 비수용성 액체 물질의 휘발(volatilization)되는 과정

을 통하여 다양한 입도를 가진 퇴적물에서 제거 양상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연구지역 샘플링

샘플토양 및 퇴적물은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4

일까지 전라남도 고창군 심원면에 위치한 만돌(Mandol,

WGS84, N35o 31.8552', E126o 30.7512'), 하전(Hajeon,

WGS84, N35o 32.5900', E126o 33.5932') 및 고창군

부안면 상암(Sangam, WGS84, N35o 34.1527', E126o

Table 1. Location of sampling points for surface and push core sediments in Gomso Bay (Mandol, Hajeon and Sangam),

West Korea and Busan Bay, Southeast Korea

Location
Degree Minute (DM)

Longitude (E) Latitude (N)

Gomso Bay I

Mandol surface 126° 30.7512' 35° 31.8552'

Hajeon surface 126° 33.5932' 35° 32.5900'

Sangam surface 126° 37.1108' 35° 34.1527'

Busan Bay II Busan coring 129° 06.6090' 35° 05.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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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08')지역의 조수 간만 영향권 고지대(upper

intertidal; UI)에서 실내 실험용 샘플을 채취 하였다

(Table 1; Fig. 4). 고창지역에서 채취된 샘플은 실내

실험실로 이동후 60oC에서 24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10 mesh (< 2 mm) 체를 통과시킨 다음 시료를 폴리

에틸렌팩에 담아 상온에서 1주일 보관 후 실험용 퇴적

Fig. 4. Sampling points of surface sediments in Gomso Bay, Western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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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 MIX-I : 3차 증류수 = 2 : 1 : 3의 비율로 완전 혼합

후 밀패된 박스 상온(암실)에서 6개월 안정화 시켰다

(Google map, 2013; Carter and Gregorich, 2006).

고창 지역 이외에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부산만

내(WGS84, N35o 05.8350', E129o 06.6090')에서 박

스코어링(box coring) 방법을 사용하여 샘플링 하였다

(Table 1, Fig. 5). 부산만 내 샘플링은 2011년 3월

3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해수면으로부터 약 15 m 아

래에 퇴적되어있는 준설성 퇴적물(30 cm)을 박스코어

링(box coring) 방법으로 총 4개의 아크릴 파이프(직경

8 cm)을 얻었다. 이때 채취된 박스코어링내 퇴적물은

선상에서 표층으로부터 투명 아크릴 파이프를 서서히

압밀하여 시추기의 바닥까지 삽입하여 상·하부를 스

티로폼과 마개로 밀봉하여 꺼내어 실험실로 운반하였

다. 박스코어링 4개 시료는 교란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다이아몬드 코팅 원판 톱을 이용하여 아크릴 파이프를

상하 수직방향으로 절단하고 기타줄을 이용해 퇴적물

을 절개한 후 퇴적물의 색상, 생흔 및 퇴적구조 그리

고 입도 변화 등을 기재한 후 사진 촬영하였다. 다른

절개시추 퇴적물에서는 표층으로부터 5 cm 간격으로

각각의 정점에서 5개 깊이에서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

였다. 박스코어링 4개 중 1개는 퇴적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지화학 분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개는

실내실험 연구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완전 혼합 후 고

창지역 샘플과 같은방법으로 60oC에서 24시간 이상 건

조시킨 후 -10 mesh (< 2 mm) 체를 통과시킨 다음

시료를 폴리에틸렌팩에 담아 상온에서 1주일 보관 후

퇴적물 : MIX-I : 3차 증류수 = 2 : 1 : 3 비율로 혼합

(mixing, rpm 200) 장비를 이용하여 3시간 완전 혼합

후 밀패된 박스 상온(암실)에서 퇴적물과 오염물질이

순응기를 가질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안정화 시킨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Google map, 2013; Carter and

Gregorich, 2006). 

MIX-I은 인위적으로 혼합시킨 물질로 혼합 비율은 다

음과 같다. Petroleum benzene(guaranteed reagent,

Osaka, Japan) 50 ml, 1,1,1-trichloroethan(methy-

chloroform, 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trichloroethylene(extra pure, Samchun, Korea) 50 ml,

ethylbenzene(guaranteed reagent, Junsel, Japan) 50 ml,

perchloroethylene(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xylene(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toluene-

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o-dichloroben-

zene(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methyl

alcohol(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chloroform

(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formaldehyde

solution(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p-dichlo-

Fig. 5. Sampling point of sediment cores in Busan Bay, Southea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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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nzene(extra pure, Daejung, Korea) 50 ml, diesel

50 ml 및 gasoline 50 ml을 넣어 완전 혼합액을 만들

었다.

2.2. 실내 컬럼 반응기

실내 반응 실험은 Fig. 6과 같이 투명 아크릴(두께

15 mm)로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컬럼은 B1부터 B7까

Fig. 6. Indoor column response machine used to analyze the volatilization situation of sediments and mixed with MI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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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B1에는 온도 측정기

(thermo coupler)가 설치되어 컬럼내 온도를 실시간

관찰하였다. 컬럼모양은 직육면체로 내경 크기는

60×30×110 mm이며 각각의 컬럼 윗 부분에는 개폐밸

브(on/off) 그리고 컬럼 아래에는 최대 10 L/min 용량

의 유량계 및 개폐밸브를 설치 하였다. 주입된 공기를

효과적으로 분사하기 위해 각각 컬럼 분사기(diffuser)

부근에는 유리구슬(diameter 1mm bead) 50 g을 삽

입 후 유리구슬과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스텐레스체

(<0.1 mm) 를 넣었다. 스텐레스체 삽입 후 B1부터

B7 컬럼에는 MIX-Ⅰ와 인위적으로 혼합된 고창 및 부

산지역 퇴적물들로 각각의 컬럼에는 정확하게 160 g

씩 삽입하였다. 이때 각각 퇴적물의 160 g 무게값은

퇴적물 : MIX-I : 3차 증류수 = 2 : 1 : 3의 비율로 혼합

후 6개월 동안 안정화된 퇴적물의 주입량을 의미한다.

이때 각각의 컬럼에 주입된 공기의 양은 B1 0 L/min,

B2-B3에 3 L/min, B4-B5에 4 L/min 그리고 B6-B7에

5 L/min이다. 단, 본 실험에서는 B1-B5 컬럼에서 비수

용성액체 유기물(non-aqueous phase liquids; NAPLs)

의 총유류계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 트리클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 퍼클

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PC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크실렌

(xylenes) 항목을 복석하였고, B6-B7 컬럼에서는 함수

율 변화만 관찰하였다.

배출되는 가스(공기)에 진공펌프(−25 psi, −1.72 bar)

2개를 연결하여 배출되는 가스를 효과적으로 증기 추

출하였다. 또한 B2-B7에 테플론 재질 튜브(Tedlar®

gas sampling, 4 L)를 연결후 후드를 통해 안전배출

하였다. 각 컬럼에 주입되는 공기는 기름성분의 오일

을 함유하지 않은 무오일(oil-less) 공기압축펌프를 사

용하였으며, 최대 압축 용량은 100 psi(6.89 bar)이다.

B2-B7까지 주입된 공기 압력은 각각 90 psi(6.21 bar)

이다.

실내실험이 실시된 총기간은 2012년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며 이 기간동안 만돌, 하전, 상암 및 부산

지역 퇴적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Table 2).

2.3. 입도 분석

표층 및 시추 퇴적물의 입도는 먼저 퇴적물에 과산

화수소(H2O2)와 염산(HCl)을 넣어 유기물과 탄산염을

제거한 후 습식체질하여 4 Φ 이하와 그 이상으로 퇴

적물을 분류하였다. 4 Φ 이하 조립질 퇴적물은 건조시

킨 후 정밀표준망체로 체질한 후 1 Φ 간격으로 무게

백분율을 구하였고, 4 Φ 이상 세립질 퇴적물은 약 2 g

정도 취한 다음 자동입도분석기(Sedigraph 5100D)로

각 입도별 등급율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두 분류

기준을 합하여 통계처리하여 평균입도 (Mean size),

분급도(Sorting),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의 입

도조직 변수를 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입도의 등급

을 표시할 때, 등배수적(arithmetic) 척도보다는 대수적

(logarithmic) 척도가 유용하기 때문에 ø 척도를 사용하

였다(Mcmanus, 1988; Folk, 1968; Krumbein, 1934;

Wentworth, 1922).

2.4. 공극률 및 전단강도 분석

공극률은 퇴적물의 체적에 대한 공극 체적의 백분율

을 의미한다. 퇴적물 각각을 60oC에서 24시간 이상 건

조시킨 퇴적물을 공극률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안정

화된 퇴적물 500 g을 눈금있는 투명 아크릴관이 있는

공극률 실험장치(직경 6 mm)를 이용하여 물을 부어

퇴적물 윗면까지 차게 하였다. 아래쪽 밸브를 열러 물

을 빠지게 한 후 물의 양을 측정하였으며, 아래 식(1)

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3회씩 반복하여 평균값을 계산

하였다. 여기서 공극률은 매질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공극으로 이 실험에서 구할 수 없

Table 2. Investigated samples and experiment dates

Samples Experiment period Location

Mandol

(S (Sand))

9, January, 2012

at 14:00 (13.0oC)
-

11, January, 2012

at 14:00 (12.0oC)

Tidal flat Sediments in Gomso Bay I
Hajeon 

(sZ (sandy Silt))

12, January, 2012

at 14:00 (16.0oC)
-

12, January, 2012

at 14:00 (18.0oC)

Sangam

(Z (Silt))

16, January, 2012

at 14:00 (16.5oC)
-

18, January, 2012

at 14:00 (18.1oC)

Busan

(C (Clay))

19, January, 2012

at 14:00 (20.0oC)
-

21, January, 2012

at 14:00 (18.1oC)
 Core sediments in Busan Ba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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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와 같이 실험실에서 구한 공극률은 정확하게

유효 공극률을 의미한다.

식(1)

: 공극률 (%)

: 공극을 포함한 전체의 부피 (ml)

: 퇴적물의 고체 부분만의 부피 (ml)

B1부터 B7까지 총 7개 컬럼에 각각 삽입한 퇴적물

의 단단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단강도를 측정하였

다. 전단강도 장비는 Geotechnical & Structural 제품

(Fall con apparatus, part No. 2000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창 만돌 샘플은 60 g(60°) 추를 퇴적물

표면에서 5 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추의 들어간 깊이

(mm)를 측정하였고 이 들어간 깊이를 환산표를 이용하

여 kPa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고창 하전, 상암 및 부

산지역 샘플을 단단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10 g(60°)

추를 사용하였다.

2.5. BTEX, TCE 및 PCE 분석

실험후 퇴적물에 흡착되어 있는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및 xylen(BTEX), trichloroethylene(TCE),

및 perchloroethylene(PCE) 측정은 7890 GC/M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Agilent Co.,

USA)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동시 측정방법인 purge-

trap GC/MS 방법과 시료 중에 VOCs를 불활성기체로

퍼지시켜 기상으로 추출한 다음 트랩 관으로 흡착 및

농축하고, 가열 및 탈착시켜 모세관 컬럼을 사용한

GC/MS로 분석하였다. 실험방법은 컬럼실험 후 채취한

퇴적물시료가 담긴 메틸알코올 시험관을 실험실 도착

즉시 무게를 정확히 달아 전체무게에서 미리 칭량된

메틸알코올이 담긴 시험관의 무게를 뺀 값으로부터 수

분이 함유된 토양의 무게를 구한 후, 시험관에 내부표

준용액 100 ug을 넣고 Na2SO4(sodium sulfate, 142.04)

을 퇴적물시료 양만큼 넣어 수분을 제거하였다. 메틸

알코올에 담긴 토양시료를 2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였고, 상등액이 따로 원심분리가 필요 없는 경

우 약 2 mL를 취하여 적정용기에 넣고 분석 전까지

0-4oC 냉암소에서 보관하였다. 그러나 상등액이 혼탁

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원심분리가 필요한 경우

methanol(CH3OH, 32.04)에 담긴 토양시료를 2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relative centrifugal force(RCF)이

150 이상인 조건에서 3분 이상 원심분리한 후, 약

2 mL의 상등액을 취하여 적정용기에 넣고 검액으로 사

용하였다. RCF에 관한 식은 다음 식(2)과 같다.

식(2)

: Centrifuge 로타의 반지름(cm)

: 회전속도(rpm)

Benzene(C6H6, 78.11 g/mol), toluene(C6H5CH3,

92.15 g/mol), ethylbenzene(C8H10, 106.16 g/mol),

xylene는 m-, o- 및 p-xylen의 이성질체가 있으며 화

학식은 C8H10, 분자량 106.16 g/mol이다. Trichlo-

roethylene(TCE, CHCl=CCl2) 및 tetrachloriethylene

(PCE, Cl2C=CCl2)은 무색의 액체로서 휘발성이 있으

며, 불연성, 유기용해성이 크며, 다른 유기용제와 잘 용

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로

서 휘발유와 같은 석유제품이나 원유에서 주로 발견된

다. TCE 및 PCE는 무색의 액체로서 휘발성이 있으

며, 불연성, 유기용해성이 크며, 다른 유기용제와 잘 용

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시험방법에 의해 분리되

지 않는 m, p-Xylene 이성질체들은 합하여 정량하였다.

또한 각 성분별 농도는 아래와 같이 식(3)와 같다. 서

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n %( )
V Va–( )

V
------------------ 100×=

n

V

Va

RCF 0.00001118 r× n
2

×=

r

n

Table 3. Operating condition of gas chromatographic (GC) for BTEX, TCD and PCE analysis

Model GC/MS 7890 (Agilent, USA)

Injector temperature 200oC

Detector temperature 280oC

Column DB-VRX (20 m × 180 µm × 1 µm)

Carrier gas He

Temperature program

Initial time 5 minute

Initial temperature 45oC

Progress rate 50oC/minute to 100oC

Final temperature 245oC (5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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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nt, NICEM, http://nicem.snu.ac.kr)에서 실

험 및 분석을 진행하였으며(KS M ISO 16703. 2005),

GC/MS의 기본 설정 조건은 Table 3과 같다.

퇴적물 중 VOCs의 농도(mg/kg) = 식(3)

: 검량선에서 얻어진 검출량 (ng)

: 메틸알코올 양 (ml)

: 희석배수

: 수분보정한 토양시료의 건조중량 (g)

: 검액의 주입량 (µl)

2.6. 총석유계 탄화수소(TPHs) 분석

총석유계 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 분석은 6890 GC(gas chromatography, Agilent

Co., USA), Trace GC Ultra(Agilent Co., USA) 및

7890 GC(Agilent Co., USA) 분석기기를 이용하였다.

시료 중 탄소수가 짝수인 노말 알칸(C8-C40) 표준물질

과 시료의 크로마토그램 총면적을 비교하여 TPHs를

정량하였다. 분석용 퇴적물 10-25 g에 Na2SO4(sodium

sulfate, 142.04)을 적당량 넣어 잘 흔들어 섞고

CH2Cl2(methlen chloride, 84.93) 100 mL를 넣어 초

음파추출기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조건은 2회 이

상 반복 추출하였으며, 초음파추출기의 출력을 최대로

하고, 듀티사이클 50%, 펄스모드 1초에 고정한 다음 3

분간 2회 각각 초음파로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크로마

토그래프용 Na2SO4 10 g을 충진시킨 분리관에 통과

시켜 탈수 시킨 후 이 유출액을 회전증발농축기를 이

용하여 최종액량이 2 mL정도 되도록 농축한 다음 농

축된 추출액을 35-60 mesh 실리카겔을 넣어 정제 한

후 이 검액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

FID; GC/FI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원액은 노

말알칸표준원액(C8H18-C40H82)의 짝수번의 노말알칸으

로 각 성분별 500 µg/mL을 미리 희석하여 판매되는

표준원액 시약(AcuuStandard Cop., DRH-FTRPH

Standard)을 사용하였다. TPHs 농도계산은 아래와 같

은 식(4)와 같다.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

동기기원(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

mental managemnt, NICEM, http://nicem.snu.ac.kr)

에서 분석하였다.

= (4)

: 검량선에서 얻어진 Total Petroleum Hydro-

carbon의 총량 (ng)

: 최종액량 (ml)

: 희석배수

: 수분보정한 토양시료의 건조중량 (g)

: 검액의 주입량(µl)

3. 결과 및 고찰

3.1. 퇴적물의 입도, 공극률 및 전단강도 특성

만돌지역의 표층샘플을 동일 3회 분석한 결과 자갈

(gravel), 모래(sand), 실트(silt), 점토(clay) 평균이 각각

0.00%, 99.47%, 0.47%, 0.06%으로 사질인 모래

(sand, S) 특성(모래함량 평균: 99.47±0.58%, 평균입

도 1.789 Φ)을 나타내었다. 하전지역의 표층샘플을 동

일 3회 분석한 결과 자갈(gravel), 모래(sand), 실트

(silt), 점토(clay) 평균이 각각 0.00%, 27.85%, 54.60%,

17.56%으로 모래실트(sandy Silt; sZ) 특성(모래함량

평균: 27.85±7.36%, 평균입도 5.503 Φ)을 나타내었다.

같은방법으로 상암지역의 표층샘플을 동일 3회 분석한

결과 자갈(gravel), 모래(sand), 실트(silt), 점토(clay)

평균이 각각 0.00%, 6.58%, 78.72%, 14.69%으로 실

트(Silt; Z) 특성(모래함량 평균 : 6.58±0.13%, 평균입도

5.835 F)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혼합된

코어샘플을 동일 3회 분석한 결과 자갈(gravel), 모래

(sand), 실트(silt), 점토(clay) 평균이 각각 0.00%, 8.41%,

6.52%, 85.07%으로 점토(Clay; C) 특성(모래함량 평균

: 8.41±0.44%, 평균입도 8.528 Φ)을 나타내었다

(Table 3). 퇴적물 분류상(모래, 실트 및 점토 비율) 분

석결과 부산지역 샘플은 뻘(M) 그룹에 가깝고, 만돌지

역 샘플은 모래(S) 그룹 그리고 하전 및 상암지역은

실트(sZ; Z)그룹 면에서 가깝다(Table 4; Fig. 7).

공기흐름의 중요 인자로 작용하는 공극률(porosity)

분석에서는 만도, 하전 및 상암지역의 표층샘플 및 부

산지역 주상퇴적물 샘플에서 각각 평균 57.4±0.08%,

54.1±0.21%, 53.4±0.46%, 50.0±0.86%로 분석되었다.

공극율은 퇴적물의 종류, 입도조성, 입자의 배열등에

의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세립일수록 큰 값을 가

지나 본 실험에서는 평균입도(Φ) 크기가 세립할수록

공극률도 작아지는 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이는

만도, 하전, 상암 및 부산지역 샘플의 분급도(sorting)

모두가 0.35 Φ보다 낮은 매우 잘 분류된 등급(very

well sorted)이지만, 만돌 샘플의 경우 분급도 평균

0.02 Φ로 부산지역 샘플 분급도 평균 0.22 Φ보다 매

As Vf× D×

Wd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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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Vf

D

Wd

Vi

Concentration of Total Petroleum Hydrocarbon (mg/kg)

As Vf× D×

Wd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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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Vf

D

Wd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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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았다(Peterson, 1999). 따라서 분급도에 따라 공

극률의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며, 그 외 실험용

해양 퇴적물의 본래 입자의 원마도, 교결 작용, 컬럼

실험전 전처리 과정등에 따른 분급도 재조정 등의 원

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 퇴적물의 단단한 정도를 파악하는 전단강도(shear

strength) 분석에서 만돌, 하전, 상암지역의 샘플 및 부

산지역 샘플에서 각각 평균 0.4±0.0 kPa, 0.2±0.0 kPa,

0.2±0.0 kPa, 0.1±0.0 kPa로 단단한 정도를 각각의

컬럼내에서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만돌

지역 퇴적물은 주요 성분이 모래(sand; S)이기 때문에

전단강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부산지역 주상 퇴

적물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입자 크기

가 세립할수록 전단강도는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4).

Table 4. Sediment characteristics in Gomso Bay tidal flat sediments (Mandol, Hajeon and Sangam) and Busan sediments

Locationa)
Composition (%) Sediment 

type

by Folkb)

Shear

strength

kPac)

Porosity

(%)

Statistical Parameters

Gravel Sand Silt Clay
Mean 

size (Φ)

Sorting

(Φ)
Skewness Kurtosis

Mandol 1 0.00 98.83 1.17 0.00 S 0.4 57.4 1.724 0.707 -0.13 0.844

Mandol 2 0.00 99.61 0.21 0.18 S 0.4 57.5 1.996 0.734 -0.2 0.779

Mandol 3 0.00 99.96 0.04 0.00 S 0.4 57.3 1.648 0.693 -0.086 0.801

Average 0.00 99.47 0.47 0.06 S 0.4 57.4 1.789 0.711 -0.139 0.808

Standard Deviation 0.00 0.58 0.61 0.10 - 0.0 0.08 0.18 0.02 0.06 0.03

Hajeon 1 0.00 36.29 48.65 15.06 sZ 0.2 53.8 5.063 2.567 0.264 1.226

Hajeon 2 0.00 22.76 58.14 19.10 sZ 0.2 54.3 5.799 2.697 0.356 1.281

Hajeon 3 0.00 24.49 57.00 18.51 sZ 0.2 54.1 5.646 2.779 0.294 1.326

Average 0.00 27.85 54.60 17.56 sZ 0.2 54.1 5.503 2.681 0.305 1.278

Standard Deviation 0.00 7.36 5.18 2.18 - 0.0 0.21 0.39 0.11 0.05 0.05

Sangam 1 0.00 6.44 79.25 14.31 Z 0.2 59.0 5.812 1.837 0.501 1.913

Sangam 2 0.00 6.64 77.48 15.88 Z 0.2 58.9 5.956 1.94 0.52 1.811

Sangam 3 0.00 6.67 79.44 13.89 Z 0.2 59.3 5.737 1.804 0.489 1.936

Average 0.00 6.58 78.72 14.69 Z 0.2 59.1 5.835 1.860 0.503 1.887

Standard Deviation 0.00 0.13 1.08 1.05 - 0.0 0.17 0.11 0.07 0.02 0.07

Busan 1 0 8.61 6.78 84.61 C 0.1 50.1 8.611 2.436 -0.634 2.858

Busan 2 0 7.9 5.88 86.22 C 0.1 48.9 8.473 2.001 -0.658 2.806

Busan 3 0 8.71 6.9 84.39 C 0.1 51.0 8.50 2.235 -0.654 2.663

Average 0 8.41 6.52 85.07 C 0.1 50.0 8.528 2.224 -0.649 2.776

Standard Deviation 0.00 0.44 0.56 1.00 - 0.0 0.86 0.07 0.22 0.01 0.10

a)Folk, sediment analysis (1968) using Sedigraph 5100 (Micromeritics Instruments Corp.); Material/Liquid, sediment/Water;

Measurement Principle, X-ray monitored gravity sedimentation; Calculation Method, Stokes sedimentation and Beer’s law of

extinction; Liquid Visc, 0.7229 mPa·s; Analysis Temp, 35.0oC; Analysis Type, Standard; Sample Density, 2.65 g/cm3; Base/

full scale, 133/73-131, kCnts/s; and Reynolds Number, 0.42.
b)Folk, sediment by Folk (1968); S, Sand; sZ, sandy Silt; Z, Silt; and C, Clay.
c)kPa, shear strength using fall cone apparatus (Mandol, 60 g; Hajeon, Sangam and Busan, 10 g).

Fig. 7. Distribution of Sand, Silt, and Clay in Gomso Bay

(Mandol, Hajeon and Sangam) and Busan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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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함수율 및 퇴적물 밀도

MIX-I와 혼합하기 전 건조상태의 만돌(Sand; S), 하

전(sand Silt; sZ), 상암(Silt; Z) 및 부산지역(Zlay; C)

퇴적물의 함수율 함량은 각각 0.31%, 0.01%, 0.01%,

99.64% 이었다(Table 5). 48시간 공기 주입후 만돌지

역(Sand; S) B6+B7 (5 L/min) 컬럼에서는 초기

B1(9.80%)보다 95.7%감소된 0.42%이며, 하전지역

(sand Silt; sZ) 컬럼의 B6+B7에서는 초기 B1(13.47%)

보다 86.9% 감소된 1.77% 그리고 상암지역(Silt; Z)

컬럼의 B6+B7에서는 초기 B1(13.14%)보다 96.9%

감소된 0.41%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Zlay; C) 컬

럼에서는 B1 (0 L/min) 초기 함수율은 63.21%였고,

48시간 공기 주입후 3.79%로 94.0%가 감소되었다. 이

는 주입된 공기로 인해 퇴적물 입자사이의 수분이 컬

럼외부로 강한 방출을 유도하였으며, 입자사이에 흡착

된 수증기 휘발을 도왔으리라 판단된다.

퇴적물 밀도는 만돌(Sand; S), 하전(sand Silt; sZ),

상암(Silt; Z) 및 부산지역(Zlay; C) 퇴적물 각각 2.27,

2.21, 2.19, 1.29 g/cm3로 부산지역퇴적물(1.29 g/cm3)을

제외하고 만돌, 하전, 상암지역 모두 2.19-2.27 g/cm3

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Table 5).

3.3.퇴적물의 TPHs, TCE, PCE 및 BTEX 농도 감소

변화 

만돌지역(Sand; S) 퇴적물의 48시간 동안 공기를 주

입하지 않은 컬럼인 B1 컬럼(0 L/min)에서 TPHs,

TCE, PCE 및 BTEX의 농도는 각각 2,458.75 ppm,

224.96 ppm, 997.51 ppm, 2,698.39 ppm이었다. 48시

간 공기 주입 후 B4+B5 컬럼(4 L/min)에서 TPHs

는 22.0% 제거된 1,917.03 ppm을 나타내었고, TCE,

PCE, BTEX는 미검출(not detected; ND) 되었다

(Table 6).

Table 5. Water content rates and density of Mandol, Hajeon, Sangam, and Busan, 48 h after air injection with vapor

extraction (VE)

Content

Location

Mandol

(Sand, S)

Hajeon

(sandy Silt, sZ)

Sangam

(Silt, Z)

Busan

(Clay, C)

 Average water content (%)

Before MIX-I mixing 0.31 0.01 0.01 99.64

After 48 h

B1 9.80 13.47 13.14 63.21

B2 1.83 2.99 0.57 39.88

B3 1.79 2.77 0.44 42.21

B4 0.98 1.33 0.01 33.40

B5 0.97 1.76 0.44 32.88

B6 0.41 1.88 0.31 4.00

B7 0.42 1.77 0.41 3.79

Average density (g/cm3) Before MIX-I mixing 2.27 2.21 2.19 1.29

Table 6. Concentrations of TPHs, TCE, PCE, and BTEX for Mandol (Sand, S) sediments after 48 h after air injection with

vapor extraction (VE)

Content
(Unit: ppm)

 B1 column Average in B2 and B3 columns Average in B4 and B5 columns

TPHs 2,458.75 1,978.39 1,917.03

TCE 224.96 ND ND

PCE 997.51 2.00 ND

Benzene NDa) ND ND

Toluene 550.13 1.22 ND

Ethylbenzene 1,158.26 1.48 ND

Xylene 976.14 ND ND

BTEX 2,698.39 2.70 ND
a)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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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전지역(sand Silt; sZ) 퇴적물은 48시간 동안 공기

를 주입하지 않은 컬럼인 B1 컬럼에서는 TPHs,

TCE, PCE 및 BTEX 농도는 각각 6,711.59 ppm,

991.31 ppm, 1,460.17 ppm, 6,518.03 ppm이었다.

48시간 공기 주입 후 B4+B5 컬럼에서 TPHs는

58.6% 제거된 2,780.74 ppm을 나타내었고, PCE는

미검출 되었다. TCE는 99.9% 제거된 0.95 ppm,

BTEX는 약 100.0% 제거된 1.65 ppm로 측정되었다

(Table 7).

상암지역(Silt; Z) 퇴적물은 48시간 동안 공기를 주

입하지 않은 컬럼인 B1 컬럼(0 L/min)에서는 TPHs,

TCE, PCE 및 BTEX 농도는 각각 4,348.12 ppm,

999.58 ppm, 2,162.68 ppm, 5,289.40 ppm이었다.

48시간 공기 주입 후 B4+B5 컬럼(4 L/min)에서

TPHs는 24.3% 제거된 3,291,58 ppm를 나타내었다.

TCE는 99.8% 제거된 2.14 ppm, PCE는 99.6% 제

거된 8.84 ppm, BTEX는 99.8% 제거된 10.16 ppm

으로 측정되었다(Table 8). Fig. 8은 상암지역(Silt; Z)

퇴적물의 48시간 공기 주입 후 B1, B7 컬럼의 TPHs,

BTEX, TCE 및 PCE GC/MS분석 후 결과 피크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지역(Clay; C)의 주상퇴적물은 48시간 동안 공

기를 주입하지 않은 컬럼인 B1 컬럼(0 L/min)에서는

TPHs, TCE, PCE 및 BTEX 농도는 각각 14,278.89

ppm, 3,228.96 ppm, 3,301.96 ppm, 9,643.46 ppm이

었다. 48시간 공기 주입 후 B4+B5 컬럼(4 L/min)에

서 TPHs는 58.3% 제거된 5,955.71 ppm을 나타내었

다. TCE는 99.5% 제거된 17.88 ppm, PCE는 93.2%

제거된 224.31 ppm, BTEX는 93.1% 제거된 662.77

ppm로 측정되었다(Table 9).

48시간 동안 공기를 주입하지 않은 B1 컬럼(0 L/min)

에서 TPHs는 만돌지역(Sand; S), 하전지역(sand Silt;

sZ), 상암지역(Silt; Z) 및 부산지역(Clay; C)에서 각각

2,458.75, 6,711.59, 4,348.12, 14,278.89 mg/kg로 그 값

이 차이나는 이유는 부산지역 퇴적물의 점토 함량 증

가 및 퇴적물의 세립에 의한 TPHs 물질의 강한 흡착

Table 7. Concentrations of TPHs, TCE, PCE, and BTEX for Hajeon (sandy Silt, sZ) sediments after 48 h after air injection

with vapor extraction (VE)

Content
(Unit: ppm)

 B1 column Average in B2 and B3 columns Average in B4 and B5 columns

TPHs 6,711.59 3,291.58 2,780.74

TCE 991.31 2.14 0.95

PCE 1,460.17 NDa) ND

Benzene 3.95 3.84 3.71

Toluene 1,935.04 1.56 ND

Ethylbenzene 1,535.04 3.83 1.65

Xylene 1,587.78 4.77 ND

BTEX 6,518.03 12.86 1.65
a)ND, Not detected.

Table 8. Concentrations of TPHs, TCE, PCE, and BTEX for Sangam (Silt, Z) sediments after 48 h after air injection with

vapor extraction (VE)

Content
(Unit: ppm)

 B1 column Average in B2 and B3 columns Average in B4 and B5 columns

TPHs 4,348.12 4009.11 3,291.58

TCE 999.58 10.33 2.14

PCE 2,162.68 22.44 8.84

Benzene 4.33 NDa) ND

Toluene 1,506.04 20.22 1.56

Ethylbenzene 2,112.04 10.11 3.83

Xylene 1,666.99 9.55 4.77

BTEX 5,289.40 20.11 10.16
a)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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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4개 지역

(만돌지역(Sand; S), 하전지역(sand Silt; sZ), 상암지역

(Silt; Z) 및 부산지역(Clay; C)) B4+B5 컬럼(4 L/min)

에서 각각 48시간 공기 주입 후 제거된 TPHs 값에서

는 각각 56.6%, 58.6%, 24.3%, 58.3% 제거로 불규

칙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B4+B5 컬럼에서 TCE

감소비율은 4개 지역(만돌지역(Sand; S), 하전지역(sand

Silt; sZ), 상암지역(Silt; Z) 및 부산지역(Clay; C)) 각

각 100.0%, 99.9%, 99.8%, 99.5%로 부산지역 샘플

과 같이 세립량이 많을수록 감소비율은 약간 적었다.

그리고 4개 지역(만돌지역(Sand; S), 하전지역(sand

Silt; sZ), 상암지역(Silt; Z) 및 부산지역(Clay; C)) PCE

감소비율은 각각 100.0%, 100.0%, 99.6%, 93.2%로

TCE 감소비율과 비교시 세립량이 많은 부산지역(Clay;

C) 퇴적물에서 감소비율은 더 낮아졌다. BTEX 감소량

비교에서도 부산지역(Clay; C) 퇴적물에서 가장 낮은

저감 비율인 93.1% 감소를 보였다.

Fig. 9는 48시간 증기추출과 결합된 공기주입후 4개

지역(만돌지역(Sand; S), 하전지역(sand Silt; sZ), 상암

지역(Silt; Z) 및 부산지역(Clay; C)) 퇴적물의 B1 컬

럼(0 L/min), B2+B3 컬럼(3 L/min) 및 B4+B5 컬

럼(4 L/min)에 남아있는 각 성분별 비수용성액체 유기

Fig. 8. Concentration changes of TPHs, TCE, PCE, and BTEX in B1, B5 columns of Sangam (Silt, Z) sediments, after air

injection.

Table 9. Concentrations of TPHs, TCE, PCE, and BTEX for Busan (Clay, C) sediments after 48 h after air injection with

vapor extraction (VE)

Content
(Unit: ppm)

 B1 column Average in B2 and B3 columns Average in B4 and B5 columns

TPHs 14,278.89 7,977.61 5,955.71

TCE 3,228.96 34.55 17.88

PCE 3,301.55 556.51 224.31

Benzene 27.19 5.12 NDa)

Toluene 3,614.52 77.44 49.43

Ethylbenzene 3,421.12 813.55 313.23

Xylene 2,580.63 600.22 300.11

BTEX 9,643.46 1,350.78 662.77
a)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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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emical partitioning and concentration of TPHs, TCE, PCE, and BTEX after 48 h air injection with vapor extraction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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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비율 및 농도를 나타내었다. 만돌, 하전, 상암 및

부산지역 퇴적물의 TPHs의 비율의 경우 B4+B5 컬

럼(4 L/min)에서 각각 100.0%, 99.8%, 99.4% 및

86.8%로 부산지역(Clay; C) 퇴적물에서 비율이 가장

낮고 농도는 가장 높은 5,955.71 ppm 이었다. 또한

부산지역(Clay; C) 퇴적물 B4+B5 컬럼에 남아있는

TPHs외 다른 성분 비율은 다른지역보다 가장높은

13.2%(TCE 17.88 ppm, PCE 224.31 ppm, BTEX

662.77 ppm) 이었다. 반대로 만돌지역(Sand; S)은

TPHs외 다른 성분 비율은 0.0%(TCE 0.0 ppm, PCE

0.0 ppm, BTEX 0.0 ppm)로 부산지역(Clay; C) 퇴적

물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0는 4개 샘플(만돌지역(Sand; S), 하전지역

(sand Silt; sZ), 상암지역(Silt; Z) 및 부산지역(Clay;

C))의 평균입도 크기에 따른 유기오염 유류화합 퇴적

물의 제거량 비교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CE, PCE,

Toluene, Etylbenzene, Xylene, BTEX에서는 모두

0.90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그러나 TPHs에서는

0.76, BTEX 중 benzene에서 0.71의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증기추출법과 결합된 공기주입법에서 제

거 가능한 주요 휘발성유기오염물질은 TCE, PCE 및

BTEX 물질이지만 본 실험에서는 benzene과는 상관관

계가 낮았다. 따라서 TPHs와 benzene 물질은 휘발방법

이외에 미생물 방법을 이용한 생분해(bio-remediation)

제거 방법이 더욱 효과적 이라고 판단된다. 생분해 방

법은 오염현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자극(bio-stimulation)과 오염현장에서 오염물질 분해능

이 높은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미생물 첨가

(bio-augmentation)으로 나누어진다. 일본의 실증조사

(Japan Society on Water Envionment, 2011)에 의하

면 공기주입법 적용시 저농도 오염이 광범위하게 확산

되어 있는 경우 미생물자극 정화방법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성유기염소화합물의 환원적 탈염소화 4건,

TCE의 호기분해 및 Benzene의 호기분해가 각각 11

건 이었다. 따라서 본 컬럼 실험 및 현장주입관정에서

미생물 활성을 높이는 대기중 산소(공기) 주입과 영양

염을 오염된 대수층에 동시에 공존하게 하는 방법으로

휘발성유기염소화합물의 환원적 탈염소화와 벤젠의 호

기분해 목적인 바이오 공기주입(bio-IAS)법이 TPHs와

Benzene의 제거에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Albergaria, 2012).

4. 결 론

다양한 퇴적 입자 크기에 따른 난분해성 오염물질

제거 양상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만돌지역 표층 퇴적물 입도는 사질(sand; S, 평

균입도 1.789 Φ), 하전지역은 모래실트(sandy Silt;

sZ, 평균입도 5.503 Φ) 및 상암지역은 실트(Silt; Z,

평균입도 5.835 Φ)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부산지역의

주상퇴적물은 점토(Clay; C, 평균입도 8.528 Φ) 특성

을 나타내었다. 공극율 분석결과 만돌지역(Sand; S),

하전지역(sand Silt; sZ), 상암지역(Silt; Z) 및 부산지

역(Clay; C) 퇴적물에서 각각 평균 57.4±0.08%,

54.1±0.21%, 53.4±0.46%, 50.0±0.86%로 분석되었으

다. 공극율은 퇴적물의 종류, 입도조성, 입자의 배열등

에 의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세립일수록 큰 값을 가

지나 본 실험에서는 평균입도(Φ) 크기가 세립할수록

공극률도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B1 컬럼(0 L/min)에 실험 후 남아있는 TPHs

농도는 만돌, 하전, 상암지역 및 부산지역 샘플퇴적물

에서 각각 약 2,459, 6,712, 4,348, 14,279 ppm이었

다. B4+B5 컬럼(4 L/min)에서 만돌, 하전, 상암지역

및 부산지역 샘플퇴적물의 TCE 감소비율은 각각

100.0%, 99.9%, 99.8%, 99.5%로 세립질이 높을수록

감소비율은 약간 작아졌다. 그리고 PCE 감소비율은 각

Fig. 10. Correlations between sediments mean size and

remova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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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0.0%, 100.0%, 99.6%, 93.2%로 세립질이 많은

부산지역 퇴적물에서 감소비율은 TCE보다 더 낮아졌

다. BTEX 감소량 비교에서도 부산지역 퇴적물에서 가

장 낮은 93.1% 감소를 보였다.

(3) 입자크기에 따른 TCE, PCE, toluene, etylben-

zene, xylene, BTEX 제거량 상관관계에서에서 모두

0.90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지만, TPHs,

Benzene에서는 각각 0.76, 0.71의 낮은 상관계수를 보

였다. 따라서 TPHs와 Benzene 물질은 본 실험의 증

기추출법과 결합된 공기주입공정인 휘발방법 이외에 미

생물 방법을 이용한 생분해(bio-remediation) 제거 방

법이 더욱 효과적 이라고 판단된다.

(4) 증기추출법과 결합된 공기주입공정 결과들을 응

용하여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현장실험

(pilot scale) 정화복원시 사질(sand; S) 퇴적물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현

장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며 포화대내에

서의 주입 공기의 의한 채널링 현상(channel, channeling,

and channelized air flow), 주입방법 모드(간헐적, 지

속적), 주입공기의 압력, 공기 주입정의 스크린 깊이 및

퇴적물의 공극율(porosity) 등에 따라 제거 효율이 상

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실험 전 현장

상황에 대한 기초데이터 취득 후 증기추출법과 결합된

공기주입공정 방법을 이용 한다면 유용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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