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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마이크로파와 고온발열체에 의한 유류오염토양의 정화효율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수분의 함량은 처리량에 따

라 측정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300 g에 도달했다.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s)처리 속도는 SiC 발열체를 단

독으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SiC와 활성탄을 4 kW/kg에서 동시에 사용했을 때 70.1%의 제거율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

었다. 특히, 3 kW/kg때를 제외하고는 전력이 증가할수록 처리속도도 증가하였다. SiC와 활성탄으로 제작된 발열체를 사용할 경우,

내부 온도가 300oC를 초과하였으며, 4 kW로 2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온도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8분이후에는 다시 온도가 상승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샘플을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량은 마이크로파의 전력에 따라 계산이 되었으며, TPH처리 상수는 유

류오염토양의 처리 특성에 관한 다양한 실험에 의해 측정이 되었다.

주제어 : 마이크로파, SiC, 활성탄,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s)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removal efficiency of oil-contaminated soil by various tests using microwaves and

high-temperature heating elements. The water content was measured with the treatment amount, which was lowered to 300g in

a relatively short amount of time. The treatment rate of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s) showed the highest value with

70.1% when the SiC-activated carbon heating element was at 4 kW/kg, compared to the SiC heating element used alone. In par-

ticular, the higher electric power became, the higher treatment rate became, except at 3 kW. In the case of the heating element

made by the fusion of SiC and activated carbon, the internal temperature exceeded 300oC and again fell when it was treated at

4 kW for about 2 minutes. Then, after about 8 minutes, it rose agai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e energy content necessary

for the sample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lectric power of microwaves, and tthe constant of TPH treatment was measured

by tests on the treatment characteristics of oil-contaminat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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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양에서의 오염은 초기단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광

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하

수 오염, 지표수 오염, 공기오염 등의 2차 오염을 발생

시켜 인체 및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1-2). 한번 오염된 토양은 정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통합된 관리 및 효율적

정화 기술의 적용이 중요하다3).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오

염토양에 대해서는 반출정화를 허용하는 등 열적처리방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고농도 오염토

양에서 정화 효율이 높은 다양한 열적처리기술의 개발

이 시급한 실정이다4). 유류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기

위한 마이크로파의 가열방식은 에너지가 피가열물에만

흡수되므로 열효율이 높고, 선택적으로 가열할 수 있어

마이크로파 기술은 에너지 절약 및 공정의 단축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5-6).

토양 내 마이크로파가 주사되는 특성에 따라서 유류

분해를 위한 분위기 온도가 적절한 경우 열풍에 의한

직접 탈착공법보다 빠르게 분해가 진행된다. 특히 휘발

분으로 결합되어 있는 오염원인 경우는 기존 탈착공정

보다 낮은 온도 분위기에서 분해되고, 승온 온도가 빠

르게 올라가는 특성에 의해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차

별성이 있는 공법이다7). 고온발열체로 사용한 탄화규소

(SiC)는 강한 공유결합 물질로 다른 세라믹 재료에 비

해 열전도율과 경도가 높아 각종 노즐, 내화판, 마그네

트론, 열교환기 튜브, 베어링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토양 고유의 성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유류성분만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마이크로파와 짧은 시

간 내에 고온의 조건을 유지하여 고농도의 토양오염원이

분해 가능한 열적특성을 가진 고온발열체의 장점을 활용

한 고온발열체 융합시설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전력에

따른 시료 양의 필수 에너지를 산출하였다. 또한, 유류 오

염토양 처리량에 따른 마이크로파/고온발열체 처리특성실

험과 마이크로파 전력 변화에 따른 유류 오염토양 처리특

성 실험을 통하여 마이크로파와 고온발열체 융합공정을

이용한 오염토양의 정화 효율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장치 및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는 Fig. 1에 나타내었

다. 마이크로파 가열장치는 주파수 2,450 MHz를 사용

하는 회분식 장치로 규격은 800 mm × 600 mm ×  250 mm

이며, on-off 스위치의 조작에 의해 1~4kW까지 전력을

단계적으로 조절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메가트론

에서 생성이 된 마이크로파가 가열로 상부에서 열을 발

생시켜 하부로 열을 전달하는 구조로 제작이 되었으며,

시료내부의 온도는 K-type의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다양한 형상의 SiC 고온발열체들과 토양시료 용

기도 제작하여 가열장치에 적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시

료 용기의 크기는 200 mm × 200 mm × 200 mm 이며,

부피는 1 kg이다. 실험재료는 B시에 있는 폐차장 토양

으로서 단독 마이크로파 처리로 제거가 되지 않는 TPH

가 12088.3 mg/kg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세척법으로

한번 처리한 토양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난 분해성 윤

활유, 절삭유를 포함한 C18-50의 고리를 가진 유류오염

토양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활성탄은 비금속성 발열체

인 H사의 폐 활성탄으로 마이크로파 주사 시 마이크로

파 장치 내부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2.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고온발열체 융합시설을 이용한 기초실험과

유류 오염토양 처리량에 따른 마이크로파/고온발열체 처

리 특성 및 마이크로파 전력 변화에 따른 유류 오염토

양 처리특성 실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마이크로파

전력에 따른 적정 처리량을 산출하고자 마이크로파 전력

에 따른 시료 양의 필수 에너지를 산출을 화학공학에서

적용되는 마이크로파 에너지의 응용기술에 적용하였다9).

2.2.1. 적정 처리량 산정

마이크로파 처리전력은 1 ~ 4 kW이며, 처리량은 50 g,

Fig. 1. Schematic diagram of microwave heat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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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300 kg, 500 g, 1 kg, 처리방식은 마이크로파/고

온발열체 융합 회분식 방식으로 하였다. 고온발열체 융

합시설의 적정 처리량은 마이크로파 전력에 따른 시료

양의 필수 에너지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6).

2.2.2. 마이크로파/고온발열체 처리특성 실험

장치 내부의 온도를 500oC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고온발열체의 종류를 SiC와 활성탄으로 하여 유

류오염토양 처리량과 마이크로파 전력에 따른 처리특성

을 분석하였다. Fig. 2(a)는 SiC 고온발열체만 장착한

모습이며 (b)는 활성탄과 고온 발열체를 동시에 장착한

장치 모식도이다.

2.2.3. 유류 오염토양 처리량

마이크로파 처리 전력은 2, 4 kW로 하여 고온발열체

를 이용하여 장치 내부의 온도를 500oC로 승온시키고

난 후 유류오염토양의 공급량(300 g, 500 g, 1 kg)에 따

른 함수율변화, 유류제거율8), 시료내부와 장치외부의 온

도변화를 분석하였다.

2.2.4. 마이크로파 전력 변화

처리량 1 kg을 기준으로 마이크로파/고온발열체의 전

력을 1 - 4 kW 변화에 따른 처리 시 함수율변화, 유류

제거율8), 시료내부와 장치외부의 온도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고온발열체 융합시설을 이용한 기초실험

본 연구에서는 처리량이 적을 경우 시료외부로 방출

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마이크로파 전력에 따른 적

정 처리량을 산출하고자 마이크로파 전력에 따른 시료

양의 필수 에너지를 산출하였다. 필수 에너지 산출결과

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처리량은 50 g, 100 g, 300 g,

500 g, 1 kg으로 선택하고 처리전력은 1 ~ 4 kW의 전력

을 사용하였다. 마이크로파 전력에 비해 시료의 양이 적

을 경우 마이크로파의 에너지가 시료 내부에 흡수되는

것보다 분산되는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시

료의 양이 적을 경우 시료 외부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다. 필수 에너지 산출결과는 Fig. 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300 g 이상의 시료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a)

SiC heating element, (b) SiC heating element and

activated carbon).
Fig. 3. Energy required to sample mass.

Fig. 4. Change in moisture contents over heating time at soil

amount with 300 g, 500 g, and 1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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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에너지 0.5 kJ/g이하 인 것으로 나타나 시료의 적정

용량을 300 g 이상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3.2. 처리량에 따른 마이크로파 /고온발열체 처리특성

Fig. 4는 오염토양 처리량에 따른 함수율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처리량이 300g의 경우 최적의 양으로 산정

된 시료보다 적은 양으로 산출되었으며 마이크로파의

에너지가 시료 내부에 흡수되는 것보다 분산되는 에너

지가 더 크기 때문에 함수율의 감소가 일시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분

이후에는 손실되는 에너지양이 많아져 처리율에는 변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건조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500 g이상의

처리량에 대해서는 초기 함수율의 감소가 나타나나 6분

이후 함수율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났다. 이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부로 가열된 열이 외부로 잘 전달되지 않

아 토양 내부수가 외부로 증발하다가 토양 표면에서 액

화되면서 수분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류오염

처리량을 300 g, 500 g, 1 kg으로 하여 마이크로파와 고

온발열체 융합공정 기초실험 시 TPH 제거율과 제거상

수를 Fig. 5과 6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5(a)는 마이

크로파/SiC 고온발열체만 사용한 것으로 TPH 제거율은

2 kW일 경우 40%, 49.4%, 37.5%로 나타났고, 4kW는

각각 53.4%, 55%, 57%로 나타났다. Fig. 5(b)는 마이

크로파/SiC/활성탄 발열체 융합처리로 TPH 처리 시 처

리율은 4 kW일 때 각각 70.1%, 54.1%, 67.33%로 나

타났고 2 kW의 경우는 각각 51.4%, 50.8%, 49.89%로

나타났다. SiC 발열체의 단독 사용보다는 활성탄과의 혼

합사용 시 TPH처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리온

도 500oC에서는 TPH 토양오염 처리기준인 2,000 mg/kg

이하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 나타

낸 유류오염처리량을 300 g, 500 g, 1 kg으로 하여 마이

크로파/고온발열체 처리시의 TPH제거상수는 SiC발열체

단독 처리일 경우 2 kW와 4kW의 경우 각각 0.0207,

Fig. 5. Change in TPH concentration over heating time at

soil amount.

Fig. 6. Removal constants of TPH concentration according

to soil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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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6, 0.0267과 0.0551, 0.049, 0.0391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크로파/SiC/활성탄 발열체 융합처리로 TPH를

처리 시 도출된 TPH 제거상수는 4 kW일 때 각각

0.1337, 0.0683, 0.0747로 나타났고 2 kW의 경우는 각

각 0.0761, 0.0683, 0.067로 나타났다.

3.3. 처리시간에 따른 시료 내부 온도

마이크로파와 고온발열체 융합공정 시 처리시간에 따

른 시료 내부 온도를 Fig. 7에 나타났다. (a) 마이크로

파와 SiC 고온발열체 융합공정 시의 내부온도 변화는

초기 6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분

이후 시료내부온도가 감소하다 10분 이후 일정하게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수율 변화와 비슷한 유

형으로 초기 6분 이후 시료 내부의 온도의 감소에 의한

함수율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b)의 경

우는 마이크로파와 고온발열체 SiC/활성탄 융합공정 시

내부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6분 이후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나 4 kW의 경우는 처리시간 10

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iC

고온발열체만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SiC/활성탄 고온발

열체로 인한 외부온도 증가로 판단된다.

3.4. 마이크로파 전력 변화에 따른 유류 오염토양 처

리특성 실험

Fig. 8은 고온발열체의 종류 및 마이크로파 전력에

따른 함수율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마이크로파 전력이

높아질수록 함수율이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iC/활성탄 고온발열체를 혼합하여 처리할 경

우는 1 kW 4분 이후 함수율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뿐 2, 3, 4 kW에서는 전력이 높을수록 빠른 시간 내에

수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오염처리량을

1 Kg으로 하여 마이크로파 전력변화와 고온발열체 종류

에 따른 TPH 제거율과 제거상수를 산출하여 Fig. 9과

10에 각각 나타내었다. 마이크로파/SiC 고온발열체만 단

독 사용 한 것으로 TPH 제거율은 1 kW, 2 kW, 3 kW,

4 kW일 경우 각각 51%, 47.51%, 28.11%, 56%로 나타

났고, 4 kW는 각각 48.36%, 49.89%, 41.68%, 56.07%로

나타났으나 TPH 토양오염 처리기준인 800 mg/Kg이하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에 나타낸 유류

오염처리량 1 kg에 대한 마이크로파/고온발열체 처리 시

의 TPH제거상수는 SiC 발열체 단독 처리일 경우 전력

이 높아질수록 각각 0.0642, 0.0517, 0.0187, 0.0391로

나타났고 마이크로파/SiO2/활성탄 발열체 융합처리로

TPH를 처리 시 도출된 TPH 제거상수는 각각 0.0732,

Fig. 7. Change in temperature over heating time at soil

amount.

Fig. 8. Change in moisture contents over heating time at

microwave power (● SiC/Activated carbon high
temperature heating element, ○ SiC high tem-
perature heating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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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7, 0.0246, 0.0747로 나타났다. 3 kW를 제외하고는

전력이 증가할수록 제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 kW, 2 kW일 때 보다 초기 제거율은 높

게 나타나지만 시료 내부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증가되

어 빠르게 제거되는 것처럼 보여 지지만 3 kW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더 높은 효율을 얻

기 위해서는 3kW보다 높은 전력을 주입시키거나

1 kW, 2 kW처럼 서서히 분위기 온도를 올려 주는 것이

효과적인 제거율을 도출할 수 있다. Fig. 11(a)는 마이

크로파와 SiC 고온발열체 융합공정 시의 온도 변화로

전력변화에 따른 시료내부 온도는 1 kW와 3 kW의 경

우 처리시간 8분까지 온도가 증가하다 각각 150oC,

250oC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kW

와 4 kW는 각각 처리시간 4분과 8분까지 온도가 상승

하다 온도가 감소하는 구간을 거쳐 10분 이후 각각

230oC, 250oC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 11(b)의 경우 마이크로파와 고온발열체 SiC/활성탄

융합공정 시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료의 내부

온도는 1 kW와 3 kW의 경우 10분까지 증가 후 각각

170oC와 220oC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kW의 경우는 4분까지 증가 한 후 200oC에서 일

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4 kW는 처리시간

2분에 300oC이상 증가한 후 감소경향이 나타나다 8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났다. 이는 2분 이후

발생한 수분의 증발로 인한 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1. 처리량에 따른 실험에서 300 g의 경우 함수율의

감소가 일시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분이 감소되었다.

2. 마이크로파 전력에 따른 실험에서는 1 kW를 제외

하고 2, 3, 4 kW에서는 전력이 높을수록 빠른 시간 내

에 수분이 감소되었다. TPH 제거상수는 3 kW를 제외

하고는 전력이 증가할수록 제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연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온도가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3. 마이크로파와 고온발열체의 융합공정 시 기존의 열

탈착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오염물질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최적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함으

로써 복합오염 성분 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Fig. 9. Change in TPH concentration over heating time at

microwave power (● SiC/Activated carbon high

temperature heating element, ○ SiC high tem-
perature heating element).

Fig. 10. Removal constants of TPH concentration according

to microwav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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